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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를 창조하는 

정책 싱크탱크



제주연구원은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현안연구로 

제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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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를 리드해 가는 “지혜의 날개”

제주연구원의 C.I는 연구원의 열정이 느껴지는 “책”, 

구성원들의 “샘솟는 아이디어”, 제주를 상징하는 “오름”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1997년도에 설립된 제주지역 대표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정책 연구 등 제주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연구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연ㆍ문화ㆍ사람이 공존하는 

제주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제주연구원의 생명력과 존재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제주, 제주인, 제주정신에 대한 성찰과 정체성 

확립, 제주다움을 살린 발전 전략 수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간 중심의 성장, 자연ㆍ문화ㆍ사회 

자본에 기반한 포용적 성장,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창조적 성장, 청정과 공존하는 생태적 

성장,  상생하는 협력적 성장을 도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한 연구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

도민과 함께 하는

정책연구로 

제주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Vision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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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컬 환경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중점 정책 연구 강화 

•  지방분권 연구, 세계환경수도 연구, 인구정책 연구, 4차 산업혁명 대비 연구 등 

중장기 미래연구 수행

•  도·내외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성찰과미래위원회’ 운영을 통한 제주 

어젠다 발굴

 창의적 정책 제안 및 국비지원 사업 발굴 연구 강화 

•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중앙정부 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정책 연구 수행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안 제시 강화

•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JRI 정책이슈브리프 발간

•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제주 미래 포럼 등 개최 운영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실천 연구를 강화합니다

06

Creating
futu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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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연구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식 생태계를 만듭니다

 통합적 제주 지식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교류 협력 강화

• 연구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인적 DB구축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교류 협력 확대

•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확대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 및 연구성과 확산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도민 참여형 연구 시스템 구축

• 연구결과물의 홈페이지 공개 및 웹메일링 서비스의 상시화

• 보도자료 및 언론기고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

 연구원 부설기구를 통한 지식 생태계 확산

•부설기구의 특성화를 통한 허브기능 강화

•도민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강화

Upgrading 
knowledg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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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 역량 개발 시스템 구축

•JRI Humanitas-Colloquium 운영을 통한 창의적 역량 제고

•자기계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개발형 교육훈련 강화

 조직·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조직문화 혁신

•부서 내 구성원 간 협업 및 소통 강화를 위한 ‘JRI Koinonia-Seminar’ 운영

•투명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효율적 조직 인사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중장기 재무계획 마련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재정의 투명성·건정성 확보 체계 구축

•예산의 합리적 편성 집행

핵심목표 10

소통과 공감의 

경영철학을 

실천합니다

Building 
management 
philosoph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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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Research Areas

세계로 뻗어가는

제주를 위한 

심도있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연구분야 

지역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정책개발

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ㆍ제공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조사 연구

관광, 농ㆍ수ㆍ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사회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추진



Publications
제주연구원은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보급함으로써 

글로벌한 제주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관한 

최고의 아카이브를 

구축합니다 

1514

  연구보고서 

  기본과제  연구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과제로 

연구원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방향 제시

  정책과제  도 및 행정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지역의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

  현안과제 지역의 긴급한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미래기획과제  제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제시 

  정책이슈브리프  지역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제시

  기타 발간물 

   제주발전연구, 정책동향브리프, 연구총서, 

China Info, China weekly, 제주EV Report, 

제주경제동향, 제주경기종합지수 

주요 연구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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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협약 기관 (국내)

제주연구원 협약 기관 (국외)

협약기관 

연구기관 (사)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국토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부산발전연구원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원

 서울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온난화대응연구센터

 울산발전연구원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전북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수자원연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연구기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제주학회

 주택도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창원시정연구원

 충북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경영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호남 제주권 연구기관협의회

학계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서울대학교 융복합산업연구회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대학교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단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법무서비스인력양성사업단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대학교 한국사회과학연구단

 제주대학교 해양과환경연구소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도내기관 (사)전국지역아동센터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사)제주금융포럼

 (사)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협회

 국립제주박물관

 사회복지법인 애서원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

 외도초등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제주다문화가정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세관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주지역연구기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

 한국은행제주본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한라도서관

 한라일보사

기타기관 한국풍력산업협회

 ICLEI 한국사무소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하이닉스 글로벌인재개발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한국FTA산업협회

 (사)한국산학기술학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웰베스트 관세사무소

 한국생산성본부

 지역발전위원회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전남여성플라자

중국 여유연구원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국제대학원

 산둥대학 한중관계연구센터

 해남 사회과학원

 해남 개혁발전연구원

 섬서성 사회과학원

 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인도 뭄바이 타타사회과학대학원 대학교(TISS)

 뉴델리 옵저버연구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미국 ECOMOD

싱가포르 난양대학교 경제성장연구센터

Networking
제주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기관·단체와 업무제휴협약을 맺어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연구기관과의 제휴로 

지식 인프라를 넓혀 갑니다



1918조직 및 업무 안내

•  제주 연구원은 연구기획실, 경영관리실, 부설기구, 정책사업단 등으로 구성

•  연구기획실은 5부, 2센터 체계로 구성

•  경영관리실은 2개 팀으로 구성

•  정책사업단은 5개 센터, 1개 단으로 구성
제주연구원은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및 정책연구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와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Organization

이사장 

원 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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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연구부 

•환경 보전·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

•수자원 보전·이용·관리 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

•도시·경관 관리 계획 수립

•도시공원, 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

•재난/재해 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

상생경제연구부 

•제주지역 주요 경제동향 및 경제현안 분석

•수출 및 투자 유치 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

•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상권) 육성 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

•유통·물류 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 

미래전략연구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 및 계획 수립

•신성장산업 및 4차산업혁명 정책 연구

•스마트 농수축산업 정책 연구

•미래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 정책 연구

•스마트시티 및 첨단교통 정책 연구

•남북협력 교류 협력 정책 연구

관광사회문화연구부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 정책 연구

•지역 문화예술 보전·육성 정책 연구

•지역 문화산업 진흥 정책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및 제도 개선 정책 연구

•체육·건강 증진·스포츠산업 활성화 정책 연구

연구기획소통부 

•연구원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 기획, 조정, 평가, 실적 관리

•홍보계획 수립 및 연구성과 홍보

•국내·외 기관 및 언론 협력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총괄 및 조정

•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 및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운영·

관리

경영관리실 

•원내행정 및 연구사업의 행정지원

•서무, 인사, 기밀, 복무, 상벌, 보수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출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

•인영(印影) 관리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주데이터센터 

•정책 선호도 및 성과조사, 의견조사 등 사회조사 

•각종 계획 관련 사회조사, 사회복지 욕구조사, 마케팅 조사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보자료 수집, 분석과 DB구축 

•해외 제주인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중국연구센터 

•China 知 Forum 및 워킹그룹 운영 

•중국시장 진출 전략, 중국자본 투자유치 전략 등 연구 

•국내·외 중국 연구기관과 학술 교류, 공동 연구 및 

   정보 수집 

•국내·외 중국 전문가 인적 DB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중국 최신 동향 자료 수집 분석 및 DB 구축 

고령사회연구센터 

• 제주장수 문화 및 장수복지 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 전략 연구 

•제주장수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개발 

•노화 및 장수문화 관련 학술 교류 및 정보수집·분석 

•장수노인 관련 연구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국내 및 세계장수마을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주요 재정사업 평가 

•국비지원 사업 발굴 및 예비타당성 사업 추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 평가 및 분석 

•국내·외 정책 동향 모니터링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에 의해 협의된 사항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주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 

•현장점검·모니터링 및 컨설팅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사업 

•지역사회 민관 네트워크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제주지역사회서비스 포럼 운영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사회서비스 관계자(제공인력, 공무원, 실무자 등) 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연구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지역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 평가 

•제주지역균형발전사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지역 사회복지분야 연구기능 강화 및  

도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수립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사회복지사업의 평가 및 컨설팅

•사회복지현장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관련 연구·교육 사업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제주학 관련 연구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제주학 관련 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Jeju 
Research 
Institute

세부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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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1998.08.19 

이전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1998.09.22 

제2대 이문교 원장 취임

2007.05.07

제주발전연구원 개원10주년

2007.07.15 

제5대 허향진 원장 취임

2009.07.15 

제6대 유덕상 원장 취임

2010.08.23 

제7대 양영오 원장 취임

1997.03.19 

재단법인 설립인가

1997.03.24 

김영호 초대 원장 취임

1997.05.07 

제주발전연구원 개원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3층)

2018.01.01 

제10대 김동전 원장 취임

2018.09~

제주연구원 증축 완공

2001.09.22 

제3대 고충석 원장 취임

2004.07.15 

제4대 고부언 원장 취임

2006.08.03 

이전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2, 3층)

2012.05.08 

현재 사무실 이전

(제주시 아연로 253)

2013.08.01

제8대 공영민 원장 취임

2014.12.01 

제9대 강기춘 원장 취임

연혁 

2017

2017.05.01

제주연구원 명칭 변경

2017.05.07 

제주연구원 개원 20주년

2007 - 20101998

1997 20182001 - 2006 2012 - 2014

지속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고, 오늘의 제주 발전을 견인합니다.

끊임없는 탐구정신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가치를 실현합니다.



제주연구원은, 

지속적 성장으로 새로운 도약을 약속합니다

오늘의 제주 발전을 견인합니다

끊임없는 탐구정신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가치를 실현합니다

Plan a 
new leap

Leading JEJU 
for the FUTURE

제주미래를 창조하는 

정책 싱크탱크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Tel.(064)729-0500   Fax.(064)751-2168   www.j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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