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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정치국제관계연구소(IEPRI)

김 달 관

정치ㆍ국제관계연구소(Instituto de Estudios
Políticos y Relaciones Internacionales: IEPRI)
는 콜롬비아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에 속해 있으며, 콜롬비아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
이다. IEPRI는 1986년 혼란 속에 있던 콜롬
비아와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
한 시기에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부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로고

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류학, 철학, 사

회학, 정치학, 법학, 국제정치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IEPRI는 교육과 사회에 봉사 모두를 중시해 콜롬비아국립대에
서 학부와 대학원에서 학생 교육과 지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법과대학 소속 정치학과에 강의를 제공한다. 또
한 IEPRI 직속으로 국제정치와 국제관계 석사과정, 국제관계 박
사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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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RI는 현재 2개의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고 있다. 하나는 학
술 연구지로서 계간지인 《정치 분석》(Análisis Político)이며, 다
른 하나는 《개괄》(Síntesis)이다. '정치 분석'은 1987년부터 발행
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3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콜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 및 정치 분야를 주로 다룬다. '개괄'은 콜롬
비아의 사회, 정치, 경제 등 현실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연감이
다.
IEPRI는 현재까지 콜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 관련 196권의 책
을 출판했다. 주로 민주주의, 전쟁, 폭력, 마약, 인권, 평화과정,
역사, 국제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과 주제를 다루었다. IEPRI는
1994-1999년 사이에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인 ‘정치 분석’과 ‘이
성의 활용’을 통해 콜롬비아의 중요한 사회논쟁의 이슈를 제공했
다. 이것은 일반인의 여론형성에도 기여했다. 현재에도 전국수준
에서 권위 있는 일간지에 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IEPRI는 2008년 이후 ①무장단체, 인권 및 국제인권 연구, ②
비교 관점에서 본 갈등과 제도 연구, ③대중매체와 문화 연구, ④
민주주의, 국가 및 전쟁 연구, ⑤지역과 영토 연구, ⑥국제관계
연구 등 6개 분야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무장단체, 인권 및 국제인권 연구모임은 콜롬비아 사회에 영향
을 주는 다양한 폭력의 형태를 연구해 '콜롬비아의 폭력과 민주주
의'를 단행본 형식으로 출판했다. 특히 폭력을 사용하는 다양한
조직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동기, 정당화, 지지의 형태 등을 연
구했다. 최근 다루는 연구주제는 마약과 ‘민족해방군(El ELN)’에
관련된 것이다. 무장단체에 가입하는 유입요인, 가치, 훈련, 제제
형태, 그리고 콜롬비아 평화협정 과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
다.
비교 관점에서 본 갈등과 제도에 대한 연구모임은 민주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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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와 콜롬비아 정치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을 목표로
한다. 연구모임은 국내외의 다양한 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다. '안데스 지역 국가의 정당체제'를 비교하는 연구는 소속 대학
당국으로부터 직접 연구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경제적, 정치적
자유화와

갈등에

대한

연구는

캐나다의

국제개발연구소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로부터 연구재정 지
원을 받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에 대한 연구는 영국
기관(London School of Economics)으로부터 연구재정 지원을 받
고 있다. 그 밖에도 갈등의 공간인 안데스 지역 국가 간 현황에
대한 연구도 ‘안데스 지역에서 사회적인 갈등과 갈등의 역동성’이
란 주제 하에 진행 중이다.
지역과 영토 연구모임은 1989년 콜롬비아에서 지방 문제에 관
심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1996년에 결성되었다. 이 연구모임의
목적은 지역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
이다. 이에 콜롬비아 각 지역에 대한 역사, 정치, 지리, 사회, 문
화, 환경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중매체, 문화 그리고 시민 연구모임은 1999년부터 콜롬비아
의 최대 무장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관련이 있는
대중매체, 언론, 무장 갈등, 평화협정 과정 등을 연구한다. 이 모
임은 대중매체와 다문화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결성되었
다. 연구주제는 정체성, 상징, 의례, 예술적ㆍ미학적 실천, 종교
성, 지역적ㆍ인종적 다양성, 도시와 청소년 문화 등이다. 주로 정
치와 문화 현상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적
여론형성, 사회운동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무장 갈등과 화해 등
정치와 대중매체 사이의 관계도 심도 있게 연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비디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
새로운 비디오 게임: 함축적 의미들'이 있고, 콜롬비아의 대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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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사회사 연구로서 '콜롬비아에서 대중매체의 사회사:
1540-1960년 동안의 라디오와 영화를 중심으로'가 있다.
국제관계 연구모임은 1986년부터 IEPRI 소속 연구원 4-6명과
외부 연구원 4-5명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의
주요한 목적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콜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 지
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는 연구는 '콜롬비아의 갈등: 국내적 문제인가 아니면
국지적, 국제적 문제인가?'가 있고, 콜롬비아와 안데스 주변국이
인접한 국경지역에 대한 연구로서 '국경, 이웃을 지향할 것인가
또는 통합을 지향할 것인가?'(Fronteras, vecindad e integración)가
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에서 다양한 행위자와 과정들이 나타나
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연구하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콜롬비아

의 국제적 편입', '콜롬비아의 대외정책', '콜롬비아의 갈등과 미국
',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정책' 등이 있다.
이처럼 IEPRI는 다양한 시각에서 국가, 사회위기, 내부갈등,
국제정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과 관점을 사회와 학계에 제
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포럼, 세미
나, 콜로키엄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해 콜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술지, 서적,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콜롬비아 사회 이해를 위해 중요
한 학술지인 《정치 분석》은 웹사이트인 www.analisispolitico.edu.co
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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