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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를 창조하는
정책 싱크탱크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실천연구를 강화합니다

글로벌 연구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식 생태계를 만듭니다

소통과 공감의 경영철학을 실천합니다

제주연구원 협약 기관

Creating

future value

Upgrading

knowledge ecosystem

Building

management philosophy

연구기관 (사)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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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컬 환경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중점 정책 연구 강화

통합적 제주 지식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교류 협력 강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 역량 개발 시스템 구축

•지방분권 연구, 세계환경수도 연구, 인구정책 연구, 4차 산업혁명

•연구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인적 DB구축

•JRI Humanitas-Colloquium 운영을 통한 창의적 역량 제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교류 협력 확대

•자기계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개발형 교육훈련 강화

대비 연구 등 중장기 미래연구 수행
•도·내외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성찰과미래위원회’ 운영을 통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확대

제주 어젠다 발굴

조직·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조직문화 혁신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 및 연구성과 확산체계 구축

•부서 내 구성원 간 협업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창의적 정책 제안 및 국비지원 사업 발굴 연구 강화

•현장 중심의 도민 참여형 연구 시스템 구축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중앙정부 국비지원 확보를

•연구결과물의 홈페이지 공개 및 웹메일링 서비스의 상시화

•투명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보도자료 및 언론기고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

•효율적 조직 인사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위한 논리개발

‘JRI Koinonia-Seminar’ 운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정책 연구 수행

연구원 부설기구를 통한 지식 생태계 확산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안 제시 강화

•부설기구의 특성화를 통한 허브기능 강화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JRI 정책이슈브리프 발간

•도
 민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강화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제주 미래 포럼 등 개최 운영

중장기 재무계획 마련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재정의 투명성·건정성 확보 체계 구축
•예산의 합리적 편성 집행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서울대학교 융복합산업연구회,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대학교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단,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인력양성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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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구원,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국제대학원, 산둥대학
여
한중관계연구센터, 해남 사회과학원, 해남 개혁발전연구원, 
섬서성 사회과학원, 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인도

뭄바이 타타사회과학대학원 대학교(TISS)
뉴델리 옵저버연구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미국

ECOMOD

싱가포르 난양대학교 경제성장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