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세계평화지표(Global Peace Index)  
 
3 년 연속 세계 평화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다. 아랍 민주화 운동이 순위에서 유례없이 
가장 큰 변동을 낳게 하다. 
 
- 리비아 작년 순위에서 83 위 아래로 추락, GPI 역사상 가장 큰 단계의 하락.  
 
- 아일랜드 경제 위기에서 상위로 반등  
 
- 소말리아, 이라크를 대신하여 세계 최하위 평화국가가 됨. 
 
- 폭력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치러야 하는 비용: 2010 년 8.12 조 달러 이상  
 
- 미국의 평화 수준은 미미한 변화만을 나타냈다.  
 
영국 런던--(Marketwire – 2011 년 5 월 20 일) – 편집자 주: 이 보도 자료와 관련된 동영상이 

있다.   
 
이 보도 자료의 소셜 미디어 버전은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오늘 발표된 최신 Global Peace Index (GPI)에 따르면 테러리스트 공격 위협과 폭력 시위의 
발생 가능성이 2011 년 세계의 평화를 저해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었다(1).  3 년 
연속으로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가 작성한 GPI 는 세계 평화 수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경제적 비용은 작년에 $8.12 조 달러이었다.   
 
GPI 는 세계 평화를 측정하는 세계적인 주요 지표이다. GPI 는 23 개의 별개의 지표를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분쟁과 사회의 안전 및 보안, 153 개 국의 무장화를 
측정한다.  
 
2011 년 지표는 아랍의 민주화 운동이 국가 등급에 미친 영향을 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리비아 (143)는 무려 83 위가 추락하여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었으며 그 다음 큰 폭으로 
하락한 바레인 (123)이 전년 대비 51 위 변동을 나타내었으며, 이집트(73)는 24 위 
하락하였다. 경제적 불안정성에 의한 불안 역시 그리스(65)와 이탈리아 (45), 스페인 (28), 

포르투갈 (17), 아일랜드 (11)의 평화도를 추락시켰다.  
 



IEP 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Steve Killelea 는, "올해 지표의 하락은 시민과 정부 간 분쟁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는 군사력 외 국가 안정성을 도모할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10 여 년 동안의 테러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의 도발 잠재성은 올해 이전 연도에서 쌓은 점수를 상쇄시키며 증가하였다."  
 
전체적인 평화 수준은 낮아진 반면, 올해 데이터는 군사지출과 이웃 국가 간의 관계 
수준과 같은 일부 영역에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Killelea 은 계속해서 "실질적인 “평화 배당금”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하여 평화롭고, 회복력이 있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8 개의 사회적 태도와 구조(2)를 파악하였다,"고 말했다.  
 
8 개 구조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아일랜드는 작년 이 나라의 금융 체계와 통화 붕괴와 

관련된 폭력시위 후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가 올해 지표 상위 순위인 원래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역시 거버넌스 구조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올해 
지진과 쓰나미의 외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순위를 지킬 수 있었다.    
 
기타 특징/지역별 연구 결과  
 
세계가 작년에 비해 25% 더 평화로웠다면, 세계 경제는 US$2 조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으며 도약할 수 있었다. 이 금액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Stern Review(3)가 추정한 연간 투자 당 세계 GDP 의 2%(3)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며,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 비용(4)을 충당하고, 그리스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국채(5)를 변제할 수 있고, 역사상 가장 고가의 자연재해 재건 비용이 될 2011 년 일본 
지진 및 쓰나미 비용(6)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이며 그 뒤로 뉴질랜드와 일본, 덴마크, 체코 
공화국이 따른다. 이라크(152)는 처음으로 이 지표의 하위 순위에서 벗어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가장 평화가 적은 지역으로 세계 최소 평화 국가 중 40%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단(151)과 소말리아 (153)가 이 지표의 하위 순위에 있다.  
 



5 년 간 연속으로 서구 유럽이 가장 평화로운 지역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상위 20 위에 

올라가 있다. 북유럽 4 개국이 상위 10 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스웨덴이 무기 
제조산업과 재래무기 수출량으로 인해 13 위로 하락하였다. 유럽연합 가입이 중동부 
유럽의 관련 국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체코 공화국(5 위)이 최초로 상위 10 위권에 
진입하고 슬로베니아는 10 위로 올라갔다.   
  
북미는 작년 이후 미약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8)는 올해 순위에서 6 위 상승한 
반면 미국(82)은 비록 85 위에서 82 위로 올라 갔지만 전반적인 순위는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편집자를 위한 주석 
 
GPI 결과와 관련 지도, 차트는 www.visionofhumanity.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관련 정보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는 평화의 경제적 혜택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사업과 평화, 경제 간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세계적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의 획기적인 연구에는 국가의 평화도를 측정하는 세계적 주요 인덱스인 Global 

Peace Index 가 포함된다. 이 연구소는 또한 2011 년 발표된 미국 평화 인덱스를 포함하여 
국가별 분석 역시 실시하고 있다.  
 
IEP 는 시드니와 뉴욕에 사무실이 있는 독립적인 비당파적 비영리 조직이다. IEP 는  
Aspen Institute 와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컬럼비아 대학 Earth Institute, Club de Madrid, 

모나쉬 대학,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를 포함한 다수의 세계적인 
선두 조직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과 OECD, 국제연합을 포함한 다국적 

조직과 협력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EconomicsandPeace.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9 개 국가(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 국가)가 테러위협 수준의 상승을 경험하여 

올해 Global Peace Index 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3 개 국가에서 폭력 
시위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2) 8 개 구조는 원활히 기능하는 정부와 건전한 사업환경, 공평한 자원 분배, 타인의 권리 

수용, 좋은 이웃과의 관계,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높은 수준의 교육, 낮은 수준의 부패이다.  
 
(3) 세계 GDP 의 2%= $11.24 억 달러;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세계은행 요약서 URL: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INDONESIA/Resources/226271-
1170911056314/3428109-1174614780539/SternReviewEng.pdf  
 
(4) MDGs 비용 = $600 억 달러; 세계은행(2002) The Costs of Attain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ttp://www.worldbank.org/html/extdr/mdgassessment.pdf  
 
(5) 그리스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공채= $7,000 억 달러; Eurostat, euroindicators 

(2011 년 4 월 26 일) URL: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26042011-
AP/EN/2-26042011-AP-EN.PDF  
 
(6) $2,350 억 달러의 재건비용; 세계은행(2011 년 3 월 21 일) 
URL: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EAPHALFYEARLYUPDATE/Resources/550192-
1300567391916/EAP_Update_March2011_japan.pdf  
 
이 보도자료와 관련된 동영상은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zZTpBDoDO0Y 

2011 GPI Discussion Paper 는 다음의 링크 

http://media3.marketwire.com/docs/2011GPIDiscussionPaper.pdf 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11 Fact Sheet 는 http://media3.marketwire.com/docs/2011FactSheet.pdf 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11 GPI Colour Map 은 다음의 링크 

http://media3.marketwire.com/docs/2011GPIColourMap.pdf 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11 GPI Endorsers 는 다음의 링크 

http://media3.marketwire.com/docs/2011GPIEndorsers.pdf 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11 GPI Results Report 는 다음의 링크 

http://media3.marketwire.com/docs/2011GPIResultsReport2.pdf 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스페인어로 볼 수 있다.   
http://media3.marketwire.com/docs/GPISpanish.pdf 

이 보도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포르투갈어로 볼 수 있다.   
http://media3.marketwire.com/docs/GPIPortuguese.pdf 

이 보도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불어로 볼 수 있다.   
http://media3.marketwire.com/docs/GPIFrench.pdf 

이 보도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독일어로 볼 수 있다.   
http://media3.marketwire.com/docs/GPIGerman.pdf 

이 보도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중국어 번체로 볼 수 있다.   
http://media3.marketwire.com/docs/GPITraditionalChinese.pdf 

이 보도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중국어 간체로 볼 수 있다.   
http://media3.marketwire.com/docs/GPISimplifiedChinese.pdf 

이 보도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한글로 볼 수 있다.   
http://media3.marketwire.com/docs/GPIKorean.pdf 

이 보도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일어로 볼 수 있다.   
http://media3.marketwire.com/docs/GPIJapanese.pdf 

이 보도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아랍어로 볼 수 있다.   
http://media3.marketwire.com/docs/GPIArabi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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