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李儁글로벌포럼(The YIJUN Global Forum) 운영원칙 

 

I. 설립목적 

 

 
李儁포럼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구한말 제2차 헤이그만국평화회의 

(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of 1907)에서 조국의 자주와 독립을 외치다 

憤死하신 이준열사의 애국심 및 국제평화에 대한 향한 신념을 기리고자 모인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창조적이며 비판적 담론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설립 취지를 

갖는다. 

 
첫째, 포럼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제적 상황과 위기를 깊이 인식․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실질적 국익을 증대하고자 개연성 있고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 제시하며 향후 동북아를 주도하는 역량 있는 통일된 문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법적, 

역사적, 철학적 인식을 공유한다. 
 
둘째, 포럼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와 범세계적인 외교․ 안보 및 경제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증진시킨다. 이로써, 글로벌 전략의 거시적 방향에 관한 시민 사회의 

대안적인 함의를 구축하며 국민적인 여론을 선도한다.  
 
셋째, 포럼은 한국적 ‘ Noblesse Oblige’ 를 실천하며 국익이라는 대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회원들 간의 품격 있는 친목을 도모한다. 
 
“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며,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생명의 피가 되어야 한다.”   
 
- 이준열사 말씀 발췌 
 

 
II. 성격 
 
이준글로벌포럼은 다음과 같은 성격의 모임이다. 
 
1) 글로벌 현안에 대한 체계적 토의를 위한 학계와 시민사회 간 소통의 場 
2) 한국이 당면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장․ 단기적 정책 개발과 공론의 場 
3) 국제법의 이론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논의의 장 
 

 

 
III. 주요 활동 
 
1. 추진계획 
 
포럼은 궁극적으로 한국을 東北亞를 主導하는 統一된 文化國家로 성장시키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첫째, 포럼은 연 4회의 정기 모임을 갖는다. 정기 모임에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핵심적인 

글로벌 의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시도하며 이를 통하여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 

간의 원활환 소통을 촉진하고 및 향후의 방향을 공동 모색한다. 
 
둘째, 포럼은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시야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 리더쉽을 도모한다. 
 
셋째, 포럼은 한국의 국제법 연구의 증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이준국제법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2. ‘ Vision 2110' 
 
포럼은 100년 후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고자 한다. 
 
첫째, 100주년 역사를 지닌 전통 있고 저명한 한국의 포럼으로 동북아를 주도하는 통일된 

대한민국에 있어서 필수적인 글로벌 이슈의 논의의 장. 
 
둘째, 국내외의 광범위한 연구기관과 인적·물적 교류의 토대를 구축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영을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토론의 중심. 
 

 
“ 나는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군대는 외적의 침노를 물리치기에 족할 
정도면 되고, 경제는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정도면 족하며, 오직 한없이 부럽고 부러운 것은 
아름다운 문화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문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나는 우리 나라의 청년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기를 바란다. “  
 
- 백범일지 발췌 - 
 

 

 
IV. 회원자격 (Membership) 
 
1. 회원구성 
 
포럼은 모임의 성격상 폐쇄적 유급 회원제로 운영하며 가입비와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회원가입은 기존회원의 추천을 받아 모임에서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2. 회원 자격 



 
  포럼의 취지와 강령을 공유하는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인사 
  글로벌 현안의 연구와 직·간접으로 연관 있는 학계, 법조계, 외교계, 행정부, 언론계, 기업 

인사 및 관심있는 시민.   
 
3. 회원의 의무 
 
회원은 연4회의 정기포럼에 반드시 참여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며 2회 연속 무단 불참시 경고, 3회연속 무단불참시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회원은 정기 포럼 이외의 포럼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회원은 포럼 참석 시 품격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회원은 포럼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한다. 
 
V. 사무국 
 
포럼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철저한 회원관리 및 회원간 

지속가능하고 활발한 교류 보장을 포함하여 포럼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회원제 등록 및 관리, 소그룹활동 모니터, 회원동향 관리 및 연락 담당 
- 포럼 프로그램 기획 및 실현, 해외 석학 초청 및 연락 담당 
- 회원들을 위한 국제법 국내외 뉴스 및 정보수집, 국제기구 및 해외대학 및 연구소 

채용공고란 마련 및 운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