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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앞둔 세계 경제는 WTO의 출범과 함께 완전경쟁의 시대에 돌입하
였다. 더 나아가 무차별 완전경쟁은 비단 경제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학문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가능케 해준 수단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정보화'이고, PC를 통한 인터넷의 보급은 그 속도에 채찍을
가하고 있다. 나는 감히 컴퓨터를 '신(神)의 언어(言語)'라 부르고 싶다. 2진
법, 다시 말하면 0과 1이라는 언어수단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언어들이 모여들
고, 모든 영상과 사진, 그림들이 모여들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세계경제는 WTO의 출범과 함께 완전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더 나아가 무
차별 완전경쟁은 비단 경제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학문도 마찬가
지이다. 이를 가능케 해준 수단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보화'이고, PC를 통한 인터넷의 보급은
그 속도에 채찍을 가하고 있다. 나는 감히 컴퓨터를 '신(神)의 언어(言語)'라 부르고 싶다. 2진법,
다시 말하면 0과 1이라는 언어수단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언어들이 모여들고, 모든 영상과 사진,
그림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 세계에는 번역과 통역 그리고 민족, 문화 및 종교가 무차별적으로 참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파급력은 핵무기보다 무섭다. 비록 시험단계이기는 하지만 '우주(宇宙)'
와의 대화(對話)도 시도하고 있다. 21세기를 불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인간들이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본원이 인간문제(人間問題)를 중심으로 지역학 연구를 시작한지 만 5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
안 괄목할만한 연구 업적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정보화를 서두른 점은 앞으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1년 이상의 연구 끝에 순수한 연구원 내부의 기술훈련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가 개설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국제교류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친김에 도메인도 새롭게 마련하였고, 그래서 얻어진 이름이 HOPIA, 즉 '희망의 나라'이다. 이제
본원은 인터넷으로 새로운 무장을 하고 희망의 나라로 달려갈 것이다.
종합경제사회연구원RIES)은 한국과 국제경제교류에 연구의 중점을 둔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하여, 세계를 각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6개 지역경제권으로 세분화하여 이들 지역연구에 필
요한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예술, 종교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복합적인 연구
를 수행한다. 또한 각 연구실장의 책임하에 팀워크를 형성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신속, 정확하게
연구-분석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회원들의 '개인연구실' (Home Library System)을 컴퓨터 네트워
크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신속성을 기하고 경비절감을 통한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행
한다. 아울러 종합경제사회연구원은 부설 연구소인 '중동경제연구소'(KIME)와 '한국예멘교류센타
'(KYC)를 중심으로 본원이 추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지역학 연구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와 협력은 사이버 연구소 구축에 커다란 도
움이 될 것이다.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99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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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 15일 인간문제(人間問題)를 중심으로 지역학 연구를 위한 순수 민간연구소로서「동
서경제사회연구원」(KIES) 개원.
1994년 12월 29일 지역학 연구 대상국가로 중동지역의 예멘을 선정, 본원 부설로「韓國也門교류
센타」(KOREA-YEMEN CENTER; KYC) 개설.
1995년 3월 31일 국내의 지역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KIES동호회」결성.
1995년 10월 9일 국내외 경제 환경변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시총회에서 연
구원 명칭을 기존의「동서경제사회연구원」(KIES)에서「綜合經濟社會硏究院」(RIES)으로 개
칭하기로 의결.
1995년 12월 12일 중동지역의 중요성과 그 동안 본원의 [중동지역연구실]의 활동성과가 지대함
을 고려하여 임시총회에서 [중동지역연구실]을 격상하여 [중동지역연구소](Korea Middle
East Institute; KMEI)를 본원 부설로 개설.
1996년 11월 2일 RIES 부설 [중동지역연구소]를 [中東經濟硏究所](KIME)로 개칭
1998년 6월 30일 RIES 사무실을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12-18 성림빌딩 504호에서 서울 관악
구 신림5동1424-19 동아빌딩 306호로 이전
2004년 10월 26일 아랍중동문화원을 (Bustan of Arab & Mideast Culture; BAME)을 아랍중동교
류협회(KAAM)의 산하기구로 설치.
2005년 5월 종합경제사회연구원 연수원 부지 및 가칭 아랍중동문화원 건립지 마련.
2006년 12월 RIES 사무국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1421-29 sk허브그린 418호로 이전.
2008년 2월 아랍중동교류협회(KAAM)가 정관 및 세칙을 개정하여 '중동아프리카협회(The Middle
East & African Society)로 개칭하고 'MINAS, 미나스(彌橠樹)'라는 대외 명칭을 사용.
2012년 9월 중동아프리카협회 해체에 따라 도메인 hopia.net를 연구소의 메인 페이지 - ‘종합적
지역학 연구: 경제와 사회 KICAS’ - 사용.

오늘날 세계경제의 문제는 1국간 혹은 다국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다. 따
라서 인간의 후생을 포함한 경제전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 제공원으로서의 자연 및
환경문제도 인류 모두가 해결해야만 하는 전세계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의 국내

경

제문제에도 이미 현실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지난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한국의 고도성장도 그 스스로

성장의 한계 에 부딪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경제의 교류문

제에 있어서도 범세계적인 지역적『경제블록(Economic Bloc)』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
리의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도 그 지역 실정에 대한 연구 및 인식부족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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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착하고 있다. 더욱이 1970년대

석유위기(Oil Crisis) 를 기점으로 확대된 중동 지역과의 경제

교류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거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방외교

를 통한 동구권 및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이 지역 실정에 대한 연구 및 이해
부족으로 진출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경제는 그 사회 인구의 양과 질, 도덕적 관념, 정치 형태, 문화적 차이 및 교육수준에 의
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경제 외적 요인 - 1) 자연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기술적
요인 - 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제경제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는 이러한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을 조사하여

지역연구

일반이론 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일반성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편타당한
립하려 하면서 특수성, 개별성을 배제한다면 이는 시공을 초월한

일반이론 을 정

일반이론 이 될 수 없다. 따라

서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지역 전문가 의 양성 또한

절실한 과제이다.
본원은

한국과 국제경제교류 에 연구의 중점을 두며, 세계를 대별하여 동서로 나누고 동서문

화의 차이에서 파생되는 경제, 사회적 현상을 연구분석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원은 세계를 각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 특수 외국어의 활용과 인간의 경제문제에 관한 복합적인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 특정지역에 대한 보다 깊은

지역연구 에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1993년 8월 13일 창립총회를 거쳐 1993년 8월 15일 설립되었다. 본원은 또한 지역학의 연구 대
상지역으로 ‘중동지역’, 연구 대상국가로 ‘예멘’(Yemen)을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원은
1994년 12월 29일 [한국예멘교류센타](Korea-Yemen Center)를 설립하였고, 1995년 12월 12일
본원의 [중동지역연구실]을 [중동지역연구소](KMEI)로 개편하고 1996년 11월 2일 [중동경제연
구소](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본원은 [중동경제연구
소](KIME)와 ‘Korea-Yemen Center’를 근간으로 효율적인 지역학 연구를 기하고자 한다.

본원은 세계의 경제문제를, 1) 인간(Human), 2) 자원(Resource), 3) 자연(Nature)의 세가지 측
면에서 연구분석하며, 특히 동서양 양대문화권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감에서 파생되는
경제의 근본문제 를 한국의 경제문제와 비교분석하여 국제경제교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제경제를, 1) 아시아, 2)
카, 6) 오세아니아 등 6개

유럽, 3) 아메리카, 4) 중동, 5) 아프리

지역경제권 으로 세분화하여 이들 지역연구에 필요한 역사, 철학,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예술, 종교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복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본원은 순수 민간연구원로서 기금은 회원(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의 회비로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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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각 실장의 책임하에 팀웍을 형성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신속, 정확하게 연구·분석함으로
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회원들의 개인연구실
(home library system)을 컴퓨터 네트웍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신속성을 기하고
경비절감을 통한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행한다. 특히 본원은 특수지역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석사 및 박사급 전문가를 회원으로 확보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
동을 행한다.

본원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Newsletter의 발행 및 기타 자료의 발간
2) 국내외의 관련 연구자료,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자료의 수집
3) 학술발표회, 국내외 주요 관련 인사의 초청 강연회
4) 국제 학술문화교류, 관련 해외연구소와의 자료 및 정보교환
5) 단기교양강좌 및 특수 외국어교육 실시
6) 국제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활동의 주선 및 알선
7) 해외의 관련 연구소와의 자매결연
8) 소장자료의 관련기관 제공 및 이용협조
9) 해외 저명 학자의 연구물 및 도서의 번역 및 그의 대행
10) 해외 학술조사단 및 연구원의 파견
11) 기타 본원의 목적에 합당한 우호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2012년 9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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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경제연구소

한국예멘교류센타

행정관리실

연 구 실

경
제
분
야
연
구
실

전 출 서 해
산 판 무 외

재정

자 도 경 교
료 서 리 류
과 과 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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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철
학
연
구
실

사
회
문
화
연
구
실

언
어
문
학
연
구
실

예
술
분
야
연
구
실

특
수
지
역
연
구
실

·
1. 활동
1) 매월 1회 뉴스레타 [종합연소식] (RIES Newsletter), [중동소식] (KIME Newsletter),
[也門消息] (KYC Newsletter) 발간
2) 연간 4회 연구지「경제와 사회」(JES) 발간
3) 매월 1회 이상 「연구위원회」개최
4) 연간 2회 정례 학술세미나 개최 (동계 및 하계)

2. 장단기 계획
1) 단기계획
1. 젊은이여! 세계행 특급열차를 타라」(소학사와 기획)
2. 산학협동체계의 구성: 예멘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투자알선 및 교류 활성화 추진
3. 예멘 현지의 예멘센타 분원설치 혹은 (가칭) KOREA 센타와의 협력추진
2) 장기계획
1. 국제학술세미나 : (가칭) 東西文化의 源流를 찾아서 - 혜초의 길따라2. 특수 외국어의 통·번역 및 교육의 실시
3.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한 특수 외국어 책자의 번역 및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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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

원

장 :

자 문
연 구

위 원 :
위 원 :

경제분야연구실장:
역사철학연구실장:
사회문화연구실장:
언어문학연구실장:
예술분야연구실장:
특수지역연구실장:
행 정 관 리 실장:
감
사 무

사: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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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10월 20일 [經社硏消息](KIES NEWSLETTER) 창간호 발간
1994년도
1월 21일 기관회원 소학사와 서울 북악파크호텔 장미홀에서 ‘세계화와 출판’(Seminar on
Internationalixation and Publicaton)에 관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월 22 (토)-23일(일) 수안보 로얄터미널호텔에서 지역학에 관한 제1차 연례학술발표회 개최
2월 18일 기관회원 소학사와 서울 북악파크호텔 온돌회의실에서 ‘문화전이와 출판’ (Seminar
on Changes of Culture in Publicaton)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5월 12일-17일 홍성민 원장 日本 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와 <아시아경제연구소> 방문
6월 24일 뉴스레타를 연구지 [經濟와 社會] (The Journal of Economy & Society; JES) 체
제로 전환
11월 25일 Korea-Yemen Center 설립을 위한 예비모임
12월 29일 공식명칭 ‘韓國也門交流센타’(Korea-Yemen Center; KYC) 개원
1995년도
1월 9일-25일 예멘의 사나 및 아덴 현지조사: 현지시찰과 함께 현지의 각료를 포함한 대학
교수들과의 교류협력의 폭을 넓힘.
2월 10일-11일 수안보 산장호텔에서 KIES 동계학술대회개최
2월 28일 <예멘문고> 설치
3월 31일 부산에 KIES 동호회결성
6월 8일 예멘대사 일행 본원 부설 Korea-Yemen Center 방문
6월 28일 예멘센타 임원진 예멘대사관 및 수단대사관 방문
8월 18일-19일 수안보 조선호텔에서 ‘통일예멘의 경제와 사회(Studies on Yemen)’라는 주
제로 하계 학술대회 개최.
9월 19일 사르(Saleh Mohamed al-Saar) 공사 이임 환송회
10월 9일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시총회에서 연
구원 명칭을 기존의「동서경제사회연구원」(KIES)에서「종합경제사회연구원」(RIES)로 개칭.
12월 11일 본원 원장은 예멘의 "ADWA EL YAMEN"지의 압델 화후르(Abdel Farfour) 기자를
접견하고 한·예멘간의 협력방안에 관한 폭 넓은 의견을 교환.
12월 12일 RIES 부설 [중동지역연구소](Korea Middle East Institute; KMEI)를 설치.
1995년 10월 9일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시총회에서
연구원 명칭을 기존의「동서경제사회연구원」(KIES)에서「종합경제회연구원」(RIES)으로 개칭하기
로 의결.
1995년 12월 12일 중동지역의 중요성과 그동안 본원의 중동지역연구실의 활동성과를 고려하여
임시총회에 중동지역연구실을 격상하여 [중동지역연구소] (Korea Middle East Institute; KMEI)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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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2일 중동지역연구소를 [중동경제연구소] (KIME)로 개칭.
8월 1일 중동지역연구 96-1,『예 멘』(Area Study of Yemen) 발간.
1997년
5월 18일『알리 압둘라 살레-예멘통일의 주역』(Alī Abdullāh Saleh Al Ahmar - The Leader of
Yemeni Unification) 발간, 한국예멘교류센타
7월 5일 중동지역연구 97-1,『중동 경제개황』(The General Economy of the Middle East; 중
동경제연구소편, 홍성민 감수, 명지출판사) 출간
12월 29일 종합경제사회연구원 (http://hopia.net/ries), 중동경제연구소
(http://hopia.net/kime), 한국예멘교류센타 (http://hopia.net/kyc) 홈페이지 개설.
1998년
2월 15일 중국 북경에서 홍성민 원장 한국예멘교류센터 회장의 자격으로

알리 압둘라 쌀레 예

멘대통령을 면담하고 이상봉(성균관대) 교수가 그린 초상화를 예멘대통령에게 전달.
5월 15일 중동인물연구 98-1,『알리 압둘라 쌀레』(Ali Abdulla Saleh) 발간: (Human Studies of
the Middle East: Ali Abdulla Saleh ; 한국예멘교류센터/Arabic )
6월 30일 RIES 사무실을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12-18 성림빌딩 504호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5
동1424-19 동아빌딩 306호로 이전
10월「현대경제와 사회」(Korean Journal of Economy & Society; KJES) 24호 발간.
1999년
12월 [종합연소식] RIES Newsletter 제18호 발간
2002년
8월 명지대학교, 아랍아프리카센터와「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4권 제1호 (통권 6
호) 공동발간
2003년
2월 명지대학교, 아랍아프리카센터와 「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4권 제2호 (통권 7
호) 공동발간
11월 종합경제사회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아랍아프리카센터와 동아시아 아
프리카 학자회의 준비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11월 14-16일)
12월 아랍아프리카센터와 「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5권 (통권8호) 공동발간
2004년
12월 아랍아프리카센터와 「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6권 (통권9호) 공동발간
10월 26일 아랍중동문화원을 (Bustaan of Arab & Mideast Culture; BAME)을 아랍중동교류협회
(KAAM) 산하에 설치
2005년
5월 한국예멘교류센타 알리 압둘라 쌀레 예멘대통령「예멘 통일의 실현과정: 2005년 4월 26일
한국방문 특별강연」(The Process of the Realization of Yemeni Unity: The Special Lecture in
Commemoration of Korean Visit) 내용을 한-영-아랍어로 편집하여 「예멘 통일의 실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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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6일 한국방문 특별강연」이라는 소책자로 출간
5월 22일 홍성민 원장 한국예멘교류센타 회장의 자격으로 제15주년 예멘통일 국경일 행사(무칼
라)에 초대받아 예멘 공식방문.
5월 종합경제사회연구원 연수원 부지 및 가칭 ‘아랍중동문화원’ 건립지 마련.
8월 5일 제1차 '중동-아프리카 연구회 조찬포럼', 아랍아프리카센터와 공동주최.
12월「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7권 (통권10호) 아랍아프리카센터와 공동발간.
12월 22일 제2차 '중동-아프리카 연구회 포럼', 아랍아프리카센터와 공동주최.
2006년
5월 22일 홍성민 원장 제16주년 예멘통일 기념일 행사 (호데이다)에 한국예멘교류센타 회장 예멘
공식방문
5월 19일 제3차 '중동-아프리카 연구회 포럼', 아랍아프리카센터와 공동주최.
7월 [행운의 아라비아: 예멘: 한국예멘교류센타] 책 발간 및 출판기념회.
8월 27일 [행운의 아라비아: 예멘] 책 발간 기념 예멘 정부 공식 초청으로 예멘을 방문하여 문화
관광성 출판기념식에 참석 후 대통령궁에서 알리 압둘라 쌀레 예멘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
12월「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8권 (통권11호) 아랍아프리카센터와 공동발간.
12월 25일 RIES 사무국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1421-29 SK허브그린 418호로 이전.
2007년
12월「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9권 (통권12호) 아랍아프리카센터와 공동발간.
2008년
2월 23일 아랍중동교류협회(KAAM)가 정관 및 세칙을 개정하여 '중동아프리카협회‘로 개칭하
고 'MINAS, 미나스(彌橠樹)'라는 대외명칭사용.
5월 22일 홍성민 원장 제18주년 예멘통일 기념일 행사(싸나)에 한국예멘교류센타의 회장 예멘 공
식방문.
12월「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10권 (통권13호) 아랍아프리카센터와 공동발간.
2010년
7월 홍성민 원장 Arabia Felix, Yemen, Ali Abdullah Saleh's Grand Design and Philosophy 영문
책 발간.
2011년
2월 23-24일 홍성민 원장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초청 Origin of Turkmen People and
Development of World Culture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Role of Turkmenistan on the New Silk
Road in the 21st Century "라는 주제 발표.
2012년
9월 1일 중동아프리카협회 해체에 따라 도메인 hopia.net를 연구소의 메인 페이지 - ‘종합적
지역학 연구: 경제와 사회 KICAS’ -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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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

中 東經 濟 硏究 所
역사적으로 한국인과 중동인의 만남은 7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적 의미에서 한국
과 중동 국가와의 공식적인 관계는 1957년 터키와 국교를 맺음으로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진출은 1970년대, 정확히 말하면 제1차 석유위기(oil crisis)가 발생한 1973
년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한국은 건설 및 인력 진출을 포함하여 괄목할 만한 교역
의 증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교류의 폭을 강화해 왔다.
한편 중동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대륙을 잇는 20여개 이상의 국가가 모여 있기에
인종, 언어, 종교 및 지리적 특성에 의한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동
은 나일문명과 유프라테스 · 티그리스 문명을 이어온 문명의 발상지이며, 비잔틴, 페르시아 및 오
스만 제국의 영향을 이어온 지역이다. 중동지역은 자연지리학적으로 서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종도 아랍인, 터키인, 이란인, 유대인 및 기타 소수 민족으로
구성돼 있어 민족적 다양성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세계 종교의 발상지로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기에 연구의 범위가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도 광범위한 지역이다.
연구의 다양성과 시대적 요구는 중동지역을 그 동안 ‘종합경제사회연구원’이 추구하는 ‘지역학’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대두시켰다. 이렇듯 복잡다단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본원은
1995년 12월 12일 본원은 ‘중동지역연구실’을 격상하여 본원 부설의 ‘중동지역연구소’로 개편하
고 1996년 11월 2일 ‘중동경제연구소 (KIME)’로 개칭하였다. 또한 이미 1994년 본원 부설로 설
치한 ‘한국예멘교류센타(Korea-Yemen Center)’는 중동지역연구에 있어서 국가연구의 대상이 됨
으로써 본질적 중동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초석이 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소는 중동지역을 동(東)으로 이란의 아시아 지역, 남(南)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수단, 이집트를 지나 서(西)로 모로코에 이르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북의 지
역에서 지중해를 따라 북(北)으로 터키에 이르는 지역을 중동지역으로 설정하여 이에 포함된 아
랍, 비아랍 22국가를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삼는다. 특히 본 연구소는 중동 지역을 각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비옥한 초생달 지역(Fertile Crescent), 걸프지역(The Gulf), 홍해지역(The Red Sea),
마그레브지역(Maghreb) 및 레반트지역(Levant)으로 나누어 <종합적인 지역학 연구를 통한 중동
경제의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이미 설립된 Korea-Yemen Center의 역사적 연구를 아라

비아반도로 확대하여 움마이야(661-750), 압바스(750-1258) 왕조의 연구를 거쳐 오스만제국에
이르는 종적인 경제사적 연구를 행한다. 횡적으로는 현재 세계경제의 커다란 관심사인 석유문제
와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된 이 지역의 수자원 이용문제에 연구의 중심을 둔다. 본 연구소는 이와
같은 중동지역에 대한 종횡적인 연구의 종합으로 본질적인 중동경제의 이해와 이를 통한 한국과
의 경제교류에 기여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RIES 부설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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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경제연구소(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KIME)는 지역학 정립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중동지역을 설정하여 이 지역의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및 예술 등 전반적인 연구 및
한·중동간 정보센터 역할을 하고자 RIES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중동경제연구소는 특히 한국
과 중동의 경제교류

연구에 중점을 두며, 중동지역을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 특수 외국어의 활

용과 다양한 제학문간에 파생되는 복합적인 문제를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 이 지역에
대한 보다 깊은 중동학 연구 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중동경제연구소의 제반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합경제사회연구원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
지며, 기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장, 회장, 이사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중동경제연구소 자체의 이사회를 다시 구성할 수 도 있으며 이에 관한 모든 사
항은 위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 연구소는 순수 민간학술단체로서, 활동기금은 회원의 회비와 민간 및 공공의 보조금에 의해
서 충당된다.

본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동 연구와 관련되는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2) 중동관계 자료 및 각종 간행물의 수집 및 발간,
3) 학술교류, 관련 연구소와의 자료 및 정보교환,
4) 단기교양강좌 및 중동 언어의 교육의 실시,
5) 각종 문화, 예술 활동의 주선 및 개최,
6) 중동의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7) 연구물 및 서적의 번역 및 그의 대행,
8) 해외 학술조사단 및 연구원의 파견,
9)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합당한 우호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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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

韓國 也 門交 流

고대 그리스시대에 ‘행운의 아라비아’(Arabia Felix) 동남부지역을 형성하였던 예멘은 한국에서
는 ‘시바왕국’(Sheba Kingdom : BC 950-BC 115)으로 더 잘 알려져있다. 역사적으로 예멘은 아
라비아 남단에 위치하여 반도를 횡단하는 이주민들의 근원지 역할을 하였하였다. 이러한 근원으
로 예멘은 아라비아 역사와 아랍어의 본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1973년 석유위기이후
중동을 커다란 관심지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진출 및 연구도 활발히 진
행되어 이제 한국에서 중동지역은 낯선 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중동, 특히
아랍지역에 대한 한국인의 진출 및 연구는 산유부국이나 이스라엘과의 전쟁당사국에 국한된 면이
적지 않다.
예멘은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에게는 소외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1990년 예멘의 통
일이후 한반도 통일문제와 결부되어 많은 관심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자료 및 연
구활동의 부진 그리고 1994년 내전 등으로 우리에겐 아직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의 정상외교 관계가 1985년 8월22일 수립되긴 하였지만 괄목할만한 교류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랍의 역사, 언어, 문화 등 본질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예멘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 분
단의 아픔을 공유한 한국은 예멘과 인적 및 물적교류의 증진을 위해서도 근원적인 연구가 필요하
게된다. 따라서 예멘에의 이해 및 교류증대는 물론 상호이익과 발전을 위해 일종의 예멘학이 하
나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예멘학의 정착과 한국-예멘간의 교류증진을
위해 1994년 12월 29일 종합경제사회연구원(舊 동서경제사회연구원) 부설로 韓國也門交流센타
(Korea-Yemen Center)를 개설하게 되었다.

한국예멘교류센타는 예멘의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및 예술 등 전반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
서의 예멘학 정립을 위해 종합경제사회연구원 정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설 연구센터로 1994
년 12월 29일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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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멘교류센타의 제반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합경제사회연구원 정관에 의하여 이루
어지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 사무총장, 연구분석실장 및 행정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운
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예멘센타 자체의 이사회를 다시 구성할 수 도 있으며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 센타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활동기금은 회원의 회비와 민간 및 공공의 보조금에 의해서 충
당된다.

본 센타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자료,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자료의 수집 및 발간,
2) 학술교류, 관련 연구소와의 자료 및 정보교환,
3) 단기교양강좌 및 아랍어 교육의 실시,
4) 각종 문화, 예술 활동의 주선 및 개최,
5) 예멘의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6) 경제교류를 위한 투자상담 및 알선
7) 연구물 및 서적의 번역 및 그의 대행,
8) 해외 학술조사단 및 연구원의 파견,
9) 기타 본 센타의 목적에 합당한 우호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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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Hopia, the Land of Hope

Dr. S.M. Hong
(President)

With the launching of WTO, the world economy at the forefront of the
21st century plunged into an era of complete competition. Furthermore,
indiscriminate complete competition is not merely limited to the field of
economics but is spread into all walks of life. The method that makes
this possible is “informatization” and the facilitated expansion of the
internet is contributing to its acceleration. I would even dare to call the
computer “the language of god”. Through the binary system, that is to
say the 0 and 1 of the method of language, all the languages of the
world are gathering and all the images, photos, and pictures are coming
together.

In this world,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race, culture, and religion form another
different world that takes part in it indifferently. Therefore the influence is more frightening
than the nuclear weapon. Even though it is in the experimental stage, the dialogue of the
“universe” is also being implemented. At a point where there is not much time left until the
coming of the 21st century, we human beings may be building a new Babel Tower.
Our institution has started the research on Area Studies with focus on human problems
5 years ago. During which time though eye-opening research contributions have not been
presented, the hastening of informatization is anticipated to provide a great deal of help in
our research. The fact that out internet homepage was set up by the internal technical
training of diligent researchers, after more than a year’s worth of research, will contribute
greatly even to the international exchange in this field. With this, a domain was newly set
up and the derived name was “Hopia”, that is, “The Land of Hope”. Now, our institute has
newly equipped itself through the internet and will go forth as the land of hope.
The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and Society (RIES) focuses on Korea and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In order to fulfill this goal, we have divided the world
into 6 regional economic blocs and have put together the overall and compound research
on history, philosophy, politics, society, culture, language, art, religion and so on. Also, a
team under the responsibility of each head of division was created that performs diverse
and specialized research by accurate and prompt research and analysis of related projects.
Especially, by effectively applying the Home Library System of members through the
computer network hand in hand with the age of informatization, we will aim for the
promptness of efficient research and research activity through the trimming of expenses.
Furthermore, RIES will not neglect its effort to establish the regional research that pursues a
pragmatic result which will revolve around the Korea Institute of Middle East (KIME), an
auxiliary organ, and Korea-Yemen Center. In addition to this, we believe that the RIES
Pusan support that publishes the “The Silk Road” as of last year in order to promote the
“Chinese Studies” research will also put the institute’s development to the test. Their
abundant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will be of immense help to the development of the
institute.
Hoping for the much participation and encouragement of those interested…
Jul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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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History
1993, 15, August. To study the role of human resources in the world's econom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Dong Seo Kyngje-Sahye

Younguone; KIES) was founded to advance an area study in Korea as a pure private
research institute.
1994, 29, December. Emerging Yemen as a principal country in the study of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Korea-Yemen Center (KYC) established a practical research center
attached to Korea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KIES).
1995. 9, October. The name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was changed the name of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Jong-Hab Kyngje-Sahye Younguone: RIES) to reflect the change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ircumstance and to advance the qualitative study by a
general meeting.
1995. 12, Decembe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Middle Eastern region and many
successful result of its study, department of the Middle East study was upgraded to an
independent institute, Korea Middle East Institute (KMEI) attached to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RIES) by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1996, 2, November. Korea Middle East Institute (KMEI) was changed the name of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KIME) by RIES general meeting.
1997, 29, December. RIES obtained the domain in the name of hopia.net and began to
convey the RIES's study result. RIES (www.hopia.net/ries), KIME (www.hopia.net/kime)
and KYC (www.hopia.net/kyc) are still operating to act as a study library of cyber
space.
2003. 14-16, November.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RIES, it held
"The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entitled Africa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Global Environments in conjunction with Arab-Africa Center, Myung Ji University in
Korea.
2004, 26, October. Korean Association of Arab & Middle East (KAAM), RIES's supporter
established Bustan of Arab & Mideast Culture (BAME) as a subordinate body.
2005, 15, May.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arranged the land
to construct RIES Training Center and the building of Bustan of Arab & Mideast
Culture.
2008, 23, February. KAAM changed its name of The Middle East & African Society (MINAS)
according to articles of association.
2012. 1, September. RIES began to report its activity in the name of KICAS, which mean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rehensive Area Studies after dissolved MINAS.
Now RIES uses hopia.net domain in the internet site in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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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oday the problem of world economy is rather the whole world than one or multinational
economy. Accordingly not only the economic problem including human welfare but also the
problem of nature and environment as source of energy and resources is the world-wide
responsibility that all human beings have to solve. This already affects conspicuously the
Korea's economy and the high economic growth in Korea which has kept on since 1960's also
encounters oneself the "limit of growth". Nowadays in the field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 regional "economic bloc" is expanding and strengthening all over the world.
On account of this situation our export-drive policy has great difficulty for the insufficient stud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the regional circumstances. It is time for the area study
on special regions to be more necessary than ever, and the education of area study experts
is an urgent matters.
Facing up to the above-mentioned realities,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Jong-Hab Kyngje-Sahye Younguone; RIES) was born on August 15, 1993. RIES
organized for the purpose of researching the deeper 'Area Study' on the special areas through
practical use of special languages and socio-scientific analysis in human economic problem.
RIES focuses its study on "Korea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divides
broadly the world into the East and the West. And RIES researches economic and social
phenomena deriving from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m. RIES also established
‘Korea-Yemen Center’ attached as the objective organization of the Area Studies on
December 29, 1994. As RIES's activities progresses and the gravity of the Middle East Area
grow up, RIES reset up the organization. RIES raised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Middle
East Studies to higher rank of the 'institute', namely 'Korea Middle East Institute', attached to
RIES on December 12, 1995. Further KMEI renamed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KIME) by RIES committee on November 2, 1996.

Objective
RIES was established in order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by studying
and analyzing world's economic problem focusing on three sides of 1) Man, 2) Resources,
and 3) Nature, especially by comparing with Korea's economic situation and analyzing the
basic economic problem deriving from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With this purpose the RIES divides international economy into six
economic regions of 1) Asia, 2) Europe, 3) America, 4) Middle East, 5) Africa, and 6)
Oceania. And it makes general and comprehensive researches into history, philosophy, policy,
economy, society, culture, language, arts, and religion which are indispensable to learn th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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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RIES is a pure private research institute. It performs general and multi-aspectual studies for
the specific subject that consists of one research team controlled by the director eligible for
the objective project. RIES prides itself on being able to perform every project effectively
through connecting organically 'home library system' possessed by each member, utilizing the
computer network. Moreover RIES possessed world-wide area specialists who attained the
diploma M.A. or Ph.D. is able to carry out easily the comprehensive research for the specific
area analysis.

Finance
RIES is a pure private Institute and its finance is supported by the member's fee and public
and private subsidies.

Main Activities
The main activities of RIES are as follows;
1) Publication of research reports, periodicals, newsletters and other materials
2) Collection of related research materials home and abroad
3) Academic presentations, and invitation lecture meetings of related leading persons home
and abroad
4)

International exchange of the periodicals and other publications between RIES and
overseas relating body

5) Short-term liberal lectures, and education of special foreign languages.
6)

Holding and performing seminars and workshops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culture
and art

7)

Establishment of sisterhood with the overseas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relating
organizations

8) Provide and utilization of RIES institute's materials for the members
9) Translation of research works of accomplished foreign scholars,
10) Research works and dispatch research team home and abroad
11) Research cooper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s for the RIES's activities with the
research institutions in-and-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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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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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Background
Historically the Korean's first economic relations with Muslim goes back to the 8th
century. However the offici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countries
started in 1957 when Korea had entered into diplomatic relations with Turkey. In modern
context the full-scale Korea's advance to the Middle East was made in the early of 1970's
after the 1st oil crisis of 1993. Thereafter Korea has not only expanding its business to the
Middle East countries including the advance of manpower and construction but broadening
its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with them.
The Middle East has variety of races, languages, religions and geographies, as it consists
of more than 20 countries which is connected through the three continents of Asia, Africa
and Europe. In historical aspect, the Middle East is the origin of ancient civilization of the
Nile and Euphrates and Tigris culture. They succeeded in the influence of Byzantine, Persia
and Othman Empire in this region. Geographically the Middle East locates at the vast
region through West Asia to North Africa and ethnologically it consists of various races
such as the Arabs, Turks, Iranians, Jews and other minorities. What is more, the Middle
East coexists with Christianity, Islam and Judaism as the cradle of religion. Therefore the
Middle East has to be studied more widely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For these reasons, the Middle East became the region of an Area Studies that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and Society (RIES) has been pursued, and RIES
selected ‘the Middle East' as a concerning region of Area Studies. For the systematic
studies of the Middle East, RIES established ‘Korea Middle East Institute' which raised the
‘the Middle Eastern department' of RIES to higher rank of the Institute, attaching to RIES
on December 12, 1995. After that, KMEI renamed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KIME) by RIES committee on November 2, 1996. On the other hand, Korea Yemen Center that already born as an attached body of RIES in 1994, made Yemen a
concerned country in the Middle East studies.
In accordance with it, KIME conceptualizes the scope of the Middle East as follows: It
deals with the region from Iran in the East, to Sudan and Egypt in the South through
Arabic peninsula, to Morocco and the Sahara desert in the West, and to Turkey in the
North. KIME performs the studies contains more than 20 countries which are located in the
above-mentioned region. Especially KIME divides the Middle East into five Areas in detail
that consist with Fertile Crescent, the Gulf, the Red Sea, al-Maghreb and Levant and
places an emphasis on the studies of the Mideast economies by comprehensive area
studies. Extending Yemeni studies that begun in 1994 to the Ummayyads, Abbasiyyads and
Othman period historically, KIME performs the study of economic history in the Middle East
lengthwise. KIME also deals with the crucial issues as oil and water resources that are
connected with food security in the world crosswise. Synthesizing the Mideast studies
lengthwise and crosswise, KIME will help to understand the Mideast. For the purpose of
these, KIME opens the door to play a role i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Mideast in the form of the attached body of 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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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As mentioned above,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KIME) became to feel the
need of the ‘the comprehensive Mideast studies’ about history, economy, society, culture and
art in the Middle East. KIME, thus, aims to research the deeper ‘Mideast studies' through
practical use of its languages and socio-scientific analysis in this region. KIME divides the
Mideast into five special areas and focuses its study o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Mideast’. For the purpose of it, KIME was established to research the Mideast
studie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an information center between them as an attached body
of RIES.

Characteristics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performs general and multi-aspectual studies for
the specific subject that consists of RIES research team controlled by the director eligible for
the objective project. KIME prides itself on being able to perform every project effectively
through connecting organically ‘home library system' possessed by each member, utilizing the
computer network. Moreover KIME possessed the Mideast specialists who attained the diploma
M.A. or Ph.D. is able to carry out easily the comprehensive research for the Mideast studies.

Fiance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is a pure private research institute and its finance
is supported by the member's fee and public and private subsidies.

Main Activities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performs the following activities;
1) Collection of the research works, and the informations relating to the Mideast.
2) Publication of research works, periodicals and other materials of the Mideast.
3) Promotion of academic researches and the exchanges of data and information
4) Short-term lectures and special language education.
5) Carrying out the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6) Holding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the related body of the Mideast.
7) Translation of research works and books relating the Mideast studies.
8) Dispatch the research team and researc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ject home and
abroad.
9) Performing the other projects to coincide our institute's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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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Yemen Center
Background
Yemen, located in the southeastern area of Arabia Felix in the Greek Era, is well known to
Korea as the Kingdom of Sheba (BC 950 - BC115). Over the course of history, the rather small
country on the southern tip of the Arabian Peninsula has been serving as a wellspring of people
emigrating across the peninsula and beyond, quickly adapting to foreign surroundings and even
settling down for good. By reason of the fact, Yemen has been a root of the Arabic language
and history.
In Korea, the Middle-East has been a keen interesting region since the oil crisis of 1973.
According to the Korean advance in the Middle East, its studies and economic relations have
been activated in Korea. Now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is not a strange part to Koreans.
The advances and studies of the Middle East, however, have been confined really to the oil-rich
countries and the confronted nations with the Israeli struggle.
For this reason, Yemen has been treated as a strange land by Koreans. The great concerns
about Yemen occurred among Koreans in relation to the unification affairs of the Korean
Peninsular after the Yemeni unification on May 22, 1990. However insufficient materials and
studies about Yemen and civil war of 1994 have still made her distant to Koreans. Moreover it
is true that the significant cooperation has not been realized between Korea and Yemen, though
the ful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were established on August 22, 1985.
The study of Yemen has to precede other Arabian studies in order to know essentially the
Arabic history, language and culture.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 co-shared a disintegrated
grief, to study basically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exchanges of human resources and
materials with Yemen. Nowadays Yemeni study urgently needs to increase not only the
increasing export-import but the common interests and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Yemen. Therefore RIES,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established
‘Korea - Yemen Center’ on December 29, 1994 in order to found a Yemeni studies and increase
the promotion of exchanges between Korea and Yemen.

Objective
As mentioned above, our institute became to recognize the need of exact Yemeni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this fact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RIES)
began to feel the need of basic Yemeni study to found a Yemeni studies in Korea through the
comprehensive study of history, society, culture, art and economy of Yemen. For the purpose of
it, Korea-Yemen Center was born in the form of study center attached to RIES under the article
3 of the institute regulations on December 2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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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ce
Korea - Yemen Center is a pure private center and its finance is supported by the member's
fee and public and private subsidies.

Main Activities
Korea - Yemen Center performs the following activities;
1) Collection and publication of research works, periodicals and other materials.
2) Promotion of academic researches and the exchanges of data and information
3) Short-term lectures and education of Arabic.
4) Carrying out the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5) Holding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the related body in Yemen.
6) Consultant and recommendation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7) Translation of research works and books about Yemen.
8) Research cooperation for the center's activities with the research institutions home and
abroad.
9) Performing the other projects to coincide our center's objectives.

- 25 -

Dr. Hong officially visited Yemen on the occasion of 15th Yemeni National
Day on May 22, 2005. 홍성민 원장 알리 압둘라 쌀레 예멘대통령 면담.

RIES Summer Symposium at Suanbo, Korea. 1996 수안보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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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occas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RIES, 14-16, November, 2003. 연구원 창립 10주년 제1차 국제학술회의

1. 회원의 특전
본원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순수민간연구원으로 연구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이나 기관 및 단체로
회원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가할 수 있고, 본원 연구

간행물이나 기타 연구에 관련되는 자료나 정보를 이용 또는 배부 받으며, 기타 본원의 사업에 참
여할 수 있다.
2. 회원의 종류
· 정회원; 대학원 석사학위이상의 학력소유자로서 본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를 하는 사람
또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규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소유자로서 공공연
구기관이나 기타 연구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 특별 및 명예회원; 본원의 연구활동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특별히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나
앞으로 많은 기여가 되리라 판단되는 사람
· 기관회원; 본원의 연구목적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3. 입회 안내
· 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사람은 본원 소정양식에 의거,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입회원
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 입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종합경제사회연구원(전화: 876-4249, 팩스: 876-434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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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