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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Invitation
오늘날 국제질서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속적 경제성장에 힘입은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는 대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은 경기침체와 재정압박으로 상대적 국력약화를 겪
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국제정치와 경제의 중심무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고, 그로 인해 국제질서는 한층 더 역동적이고 복잡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Today, the global order is in a structural transition. While the relative power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Western allies decreases with a lingering economic recession and financial
difficulties, the power of China increases rapidly with its impressive continuing economic
growth. As a result, the center of the current global politics and economy shifts toward
the Asia-Pacific region which renders changes of the global order more dynamic and

가운데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의 정치변혁은 아직도 결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이란과 북한의

complex. At the same time, there are several on-going events that make the global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저지노력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금융위기도

security condition and its future direction more uncertain and unpredictable. Among

좀처럼 해결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어 세계안보정세의 향방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으로 가

them are the continuous unfolding of political upheavals in the Middle East; unruly and

득합니다.

relentless pursuits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Iran and North Korea; and an

이에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급변하는 전환기 세계안보

In an attempt to have better understandings of a shifting global order and to help contrive

정세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세계 안보환경의 변화: 유럽

effective policy responses to the shift, the RINSA and KAS jointly convene an international

과 아시아의 시각”이란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독일과 한국에

conference, titled “The Changes in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European and

oscillating recovery process of the European monetary and financial crisis.

서 관련분야 유명 학자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과 토론을 벌이
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맹질서 변환과 유럽연합의 경제난국

Asian Perspectives.” This conference will invite eminent scholars and experts on relevant
subjects from both Germany and South Korea and discuss largely three issue areas. First,
it will focus on analyzing dynamic changes of the alliance relations in both Europe and

에 대해 양 지역의 입장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사례에 대한 비

Asia. Second, it will seek for effective measure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by comparing

교·분석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도발억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셋째는 최

the North Korean case with the Iranian case. Third, it will also look into increasing threats

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영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위협과 도전에

to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and cyber-space and ways to cope with them more

관해 살펴볼 것입니다.

effectively.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빚내주시고, 함께 지혜와 고견을
나눔으로써 이번 학술회의가 보다 알차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

Your attendance and insightful input will be welcome. Thus, we cordially invite you to our
conference and look forward to your candid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하겠습니다.

Apri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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