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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하면서 주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재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점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셋째, 중동에서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의 사
실상 격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 및 시리아·예멘 내전 등의 사태로 역내 불안정성이 지속됐다. 넷째, 미국
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11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국 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발효로 태평양을 아우르는 거대 자유무역
지대가 출범했다. 다섯째,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을 맞이했다.
세계경제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인 3.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은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2% 후반대의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에 유럽과 일본은 2017년에 비해 다소
둔화됐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과 부채 누증 등으로 인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경
제성장률인 6.6%를 기록했다.

1 개관
2018년은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안보위협이 부각
됐던 한 해였다. 중국의 부상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통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 간 경쟁이 표면화됐
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간 연대 강화 및 중국과 일본 간 전략적 제휴 등 여타
강대국 간 역학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및 포퓰리즘의 약진과 맞물려 샤프파워(sharp power)1)
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부상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자율
주행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도전 요인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됐다.
2018년도 국제정세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
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과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됐다. 둘

2 지역별 동향
1) 미국
임기 2년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이었던 기업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했다. 세제 개혁과 규제 완화에 힘입어 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9%대로
비교적 높았으며, 실업률은 50년 만에 처음 4% 미만으로 떨어졌다. 2018년 11월에 치
러진 중간선거 결과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원칙적 현실주의에 입각해 안보 측면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경제안보와 상호주의를, 글
로벌 이슈 측면에서는 선별적 다자주의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 유네
스코 등의 다자기구 및 이란 핵합의(JCPOA)에서 탈퇴했으며, 파리기후협정과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탈퇴도 선언했다.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외전략으로 공식화해

1) 상대국에 대한 여론침투, 정보조작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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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관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과는 통상 및

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관계 개선 및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한 인도, 호주, 아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11월 미·중 외교안보대화

세안(ASEAN) 국가와 협력 강화에 주력했다. 경제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베노믹스를

를 개최하고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

추진하며 완만한 경기 확대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자연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

역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퇴보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8%로 2017년도 1.9%보다 둔화됐다.

2) 중국

4) 러시아

중국은 3월 양회(兩會)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주요 국가직 인사들의 인선을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3월 대선에서 76.69%

확정했다. 나아가 2017년 공산당 당헌에 삽입된 ‘공산당 영도’ 및 ‘시진핑 신시대 중국

의 득표율로 승리하면서 안정적으로 푸틴 4기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재정 확보를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국가주석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 수정

위한 연금 개혁 및 세금 인상의 여파로 9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일부 약진하는 등 압

안을 통과시켰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미·러·일 등 주요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도적이었던 푸틴 대통령의 지지세가 약화됐다. 한편 서방세계가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했으며, 북한과도 3차례 정상회담을 여는 등 긴밀한 소통을 유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안정과 유가 회복에 힘입어 GDP 성장률은 2017년의

지했다.

1.5%에 이어 2018년에도 2.3%를 기록했다.

한편 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시진핑 주석은 40

미국과는 7월 헬싱키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대러시아 제재조치

주년 기념사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 및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지속하고, 중국의 꿈(中

가 4월과 8월 2차례 추가되는 등 양국 간 대립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대중

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2018년 중국의 경

국 관계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등

제성장률은 전년보다 0.2%p 하락한 6.6%로 목표치인 6.5%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으

한 해 동안 4차례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

나 28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체 교역량은 4조 6,230억 달

고히했다.

러로 2017년 대비 12.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3,518억 달러로 2017년 대비
16.7% 감소했다.

3) 일본

5) 유럽
유럽은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대내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영국 간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협정안 합의가 난항 끝에

일본의 경우 2018년은 아베 신조 총리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을 달성함

이루어졌으나(11월), 하원 승인투표는 영국이 북아일랜드 안전조항을 반대함에 따라 다

으로써 장기 집권의 기반을 구축한 해였다. 아베 내각은 2018년 상반기에 잇따른 사학

음 해로 연기됐다. 한편 13년간 EU를 이끌어 온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私學) 스캔들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으나, 경제 및 대외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총리가 현 임기를 마지막으로 퇴진 의사를 밝히며 EU의 리더십 공백 문제가 대두됐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했다.

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 정책에

대내적으로는 개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일 동맹을 기반으

10

반대해 ‘노란조끼’ 운동이 시작됐다. 난민 유입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반(反)난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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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바탕으로 다수 회원국에서 포퓰리즘과 극우주의가 약진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등 EU의 핵심 가치를 둘러싸고 폴란드와 헝가리를 포함한 중동
부유럽 우파 정부와 EU 간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유럽군 창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수임 및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경제적으로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4~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증가세에 힘입어 2017년 대비 유
사하거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과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도 대미 관계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러시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의 하이브리드 위협2)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모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EU 차원의 통일

Summi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Partnership)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부상 등의 기조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GDP 성장률이 EU는 1.9%, 유로존은 1.8%로 2017년보다 성장세가 다

도 포용적이며 상생번영의 협력체로서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

소 둔화됐다. 한편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확대가 유럽의 경제위기 촉발 요인으로 부상하

이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를 동아시아 지역

면서,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이탈리아에 재정 긴축을 요구했다.

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로 보았다.

6) 동남아시아

7) 오세아니아

말레이시아는 5월 총선 결과 제4대 총리를 지냈던 마하티르(Mahathir Mohamad)가

호주는 8월 집권 여당 내 당대표 선거를 통해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내각

제7대 총리로 다시 취임함으로써 독립 후 최초로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인도네시

이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 운영 지지도 제고를 모색했으나, 이 내각 역시 10월 보궐선

아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정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

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상실하는 등 정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적으로는 2017

적으로 개최하고, 롬복섬 지진 등 대형 재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대내적으로 높은 지

년 대비 3% 실질 GDP 성장을 기록하는 등 27년 연속 견조한 성장을 이어 나갔다.

지를 받았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 정부는 인프라 확대를

집권 1년차 노동당이 주도하는 뉴질랜드 신정부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중점적으로 추진해 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한편, 2017년 민다나오 지역에 선포

평가를 받는 가운데, 3월 ‘신태평양정책’을 발표해 태평양도서국과 양자외교 강화, 개

한 계엄령을 2019년 말까지로 재연장했다. 베트남에서는 9월 쩐다이꽝(Tran Dai

발원조 확대 등을 추진했다.

Quang) 주석 서거 이후 응우옌푸쫑(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이 차기 전당대회까
지 주석직을 겸하기로 했다. 태국은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가 이끄

8) 인도

는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지 4년째에 접어들면서 그간 전면 금지해 온 정치활동을 9
월에 일부 해제했고, 12월부터는 전면 허용했다. 미얀마의 경우 라카인 사태3)와 관련해
이탈민의 송환 지연 등에 따라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됐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의장국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상반기에 7~8%대 경제성장률을 견
인하는 한편, 여당(BJP)이 열세였던 카르나타카주 선거에서 승리하며 자국 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유가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성

2) 군사적 수단에 더해 상대국의 국내 정치 개입, 경제적 압박, 사이버 공격 등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위협을
의미한다.
3) 2017년 8월 미얀마·방글라데시 접경 지역(라카인주)에서 미얀마군 초소 습격 및 정부군 반격으로 약 6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한 사건이다.

12

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11~12월 5개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기존 집권 지역 3개 주를 상실하면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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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산유국들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산업 다
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담을 개최하는 등 강대국 간 대결구도에서 균형외교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10) 중남미
9) 중동

2018년은 중남미 주요국이 차례로 대선을 치르면서 이념 퇴조, 실용주의 강조, 부

중동 정세는 미국의 대이란 압박 및 친 이스라엘 정책이 좀더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패 척결 등 새로운 정치 기조가 대두됐고, 이에 따른 정권 교체 결과가 주목받았

시리아, 예멘 등에서는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사태가 지속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

다. 파라과이(4월)와 콜롬비아(6월) 대선에서 우파 정권이 집권하고, 브라질 대선(10월)

으로 전개됐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5월) 대이란 경제 제재를 복원했으며

에서도 강경 우파 성향의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대통

(11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자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

령이 당선되는 등 좌파정권의 퇴조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코스타리카 대선(4월)에서

살렘으로 이전했다(5월). 이스라엘은 이란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뿐

는 중도 좌파 성향의 집권당이 승리하고, 멕시코(7월)에서도 진보 성향의 안드레스 마

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와 협력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중

보이면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오만을 방문하기

남미 정세가 특정 이념에 치우친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 했다(10월). 한편 시리아에서는 러시아와 터키 정상 간 합의로(9월) 반군의 최종 거

한편 중남미의 역내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됐다. 베네수엘

점인 이들립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에 돌입한 후 소강상태가 지속됐다. 또한

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이 야권 탄압과 함께 불투명한 조

미국은 ISIS 격퇴를 선언하고 시리아 주둔 미군(약 2,000명)의 전면 철수 계획을 발표

기 대선을 강행(5월)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중남미와 역외 국가들이 선거의 정당성을

했다(12월). 이와 함께 아스타나 평화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는 데

부정하면서 정치·사회적 불안이 증대됐다. 이와 함께 초인플레이션 장기화 및 원유

러시아와 이란의 입지가 강화됐고, 그 결과 아사드 정권을 배제한 정치적 전환의 실현

생산량 감소 등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대량 이민 문제가 대두됐다. 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한 중미 지역에서도 치안 불안, 실업, 경제 악화 등으로 대규모 미국행 이주민 행렬이

걸프 지역의 경우 카타르 단교 사태에서 기인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간 내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

부 분열이 지속되면서 카타르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탈퇴를 결정했다(12월). 사

2018년 초 중남미 경제는 장기 침체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정 및 경상

우디에서는 카슈끄지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적자 심화, 부채 증가, 외환보유액 감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이탈 등으로 경

Salman) 왕세자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비전 2030’을 비

제성장률은 1.2%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롯한 개혁·개방 정책이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빈 살만 왕세자의 왕권 승계 구도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예멘 내전의 경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평

11) 아프리카

화협상이 타결돼 정전 합의가 이뤄졌으나(12월), 구체적 이행에 관해서는 이견이 지속
됐다.
중동 경제는 역내 정세 급변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유가 회복 등에 힘입어 2.9%

14

미국 우선주의, 영국 브렉시트 등 국제사회의 반세계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
카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단일항공시장 설립 협정을 공식 채택하는 한편, 3월에는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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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를 출범하는

이러한 노력에 호응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평

등 아프리카연합(AU)의 주도하에 아프리카 통합 노력이 두드러졌다.

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혔다. 그 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부패 혐의로 당내에서도 하야 요구를 받아온 제이컵 주마
(Jacob Zuma) 대통령이 사임하고, 2월에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Matamela Cyril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 우리 측 대북특사단 방북 등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Ramaphosa)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에티오피아에서도 소수 민족의 권력 독점

북한은 신년사 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4월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

등에 따른 정국 정세 악화로 하이을러마리얌 더살런(Hailemariam Desalegn) 총리가 2

해 국가전략 노선을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월에 사임하고 두 달 뒤에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가 신임 총리로 취임했다. 짐바

전환했으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포함한 일련의 우호적 조치를

브웨에서는 37년간 장기집권했던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대통령이 사임한 이후

취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

처음 치러진 7월 대선에서 에머슨 음낭가과(Emmerson Mnangagwa) 전 부통령이 대통

북한 경제는 북·중 교역 규모가 대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새로운 외화 수입원 발굴

령으로 선출됐고, 10월 카메룬 대선에서는 폴 비야(Paul Biya) 대통령이 유임하며 1982

노력과 함께 대외 관계 개선 기대감 등으로 시장 물가 및 환율이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년부터 이어진 집권을 지속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야당 후보 줄리어스 메다 비오

유지했다. 그러나 제재 분야를 중심으로 ‘판로 차단 → 생산 부진 → 고용·소비 위축’

(Julius Maada Bio) 전 국가임시통치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평화적인 정권 교체

이 반복되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됐다. 이처럼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가 이루어졌다.

도 불구하고 북한은 체제 자부심 고취를 위해 대규모 열병식과 군중시위, 대집단체조

동부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측면에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관찰

등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됐다. 1998년부터 지속된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간 국경분쟁이 7월 양국의 평화우호

대외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했으나,

협정 체결로 종식됐으며, 남수단에서는 9월에 내전 종식을 위한 신평화협정체결도 이

일본과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한과 미국은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루어졌다. 다만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 서부 지역의 보코하람,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및 한반도의

동부 지역의 알샤바브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은 멈추지 않았으며, 중동 지역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서 쫓겨난 ISIS의 아프리카 지역 진출 또한 새로운 역내 위협으로 대두됐다. 한편 사

상응조치와 관련해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

하라 이남 지역 국가들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회복으로 3%의 경제성

착을 위한 북·미 협상 동력은 유지됐다.

장률을 기록했다.

북·중 관계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로 상당
기간 소원했으나 3차례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관계 회복의 기반을 조성하고, 각급 교
류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를 계

3 한반도 정세

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3차례 방중함으로써 북·중 간 전략적 소통이 강화된 모습을 대
내외에 보이기도 했다.

2017년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국가 핵무력 완성’ 선포로 한

북·러 관계는 2018년 수교 70주년을 맞아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4월)한

반도를 둘러싼 역내 긴장이 고조됐으나 우리 정부는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데 이어 러시아 외교장관이 9년 만에 방북(5월)하는 등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

천명된 대화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은

다. 또한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 상원의장이 방북해 김정은 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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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을 면담하고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진행됐다.
북·일 관계에서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및 납치 피해자 문제 등 제반 현안을 포
괄적으로 해결한 후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및 경제 협력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견지하
면서도,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한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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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진전 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일제 식민지배 등 대일 비난을 지속하며,
일본의 대북 관계 진전 의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 간 경색국면은 지속됐다. 한
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8월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
럼(ARF)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전통적 사회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강
화하는 등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외연 확대 노력도 지속했다.
남북관계는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향한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북
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긴장과 대결로 점철되던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의 모
멘텀을 조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11년 만에 개최된 남
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해 나갈 것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5월 판문점 통일각
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협력, 판문점 선
언의 조속한 이행, 정상 간 격의 없는 소통 등에 합의했다. 이어서 9월에 개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우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 국가 전문
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의 영구
적 폐기 같은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아울러 남북은 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9.19

2018년 대외정책 추진 환경은 국제사회 내 주요 국가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 권위
주의·포퓰리즘 부상, 자유무역 기조 약화 등에 따른 자유주의 규범기반 질서 약화 및
불안정성 지속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반도 정세에서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으
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로 인해 역내 긴
장 완화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는 등 기념비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주변 4국과 협력
외교 강화,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교지평 확대 및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국민과 함
께하는 외교 실현 등의 기조 아래 다음과 같은 외교정책을 추진했다.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했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
한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2017년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됐으나 2018년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하에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크게 진전돼 한

18

19

2019 외교백서 | 제1장 2018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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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우리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 복

남북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잇따른 정상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상시적

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양국 관계의 완전한 회복 달성을 목표로

소통체계 구축,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진행,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정상을 비롯한 각급 교류 및 경제·인적 교류 등 실질협력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소통

성과를 거두었다. 그와 함께 남·북·미 정상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첫 북·

과 협력을 전개했다. 그와 함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

위해 노력했다.

인했다.

러시아와는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극동개발 관련 실질협력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

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2018년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19년 만에

록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전략적 소

러시아에 국빈 방문했다.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했으며 가

통을 강화함으로써 각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견인했다. 또한 각종 양자·다자 외교 행

스·철도·항만 등 ‘9개 다리(9-Bridge)’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3, ASEM 등 다
양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의사가 표명됐다.

3 외교 다변화
1) 외교지평 확대

2 주변 4국과 협력외교 강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외
교 활동의 지역적 범주를 동북아에 국한하지 않고 여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직후 탄핵 정국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을 신속히

을 지속했다. 특히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및 11월 동남아시아 순방

복원했으며 2018년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과 활발하게 진행된 정

에서 각각 천명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

상외교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극 경주했다.

미국과는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하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2018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채택함으로써 본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공조했다. 또한 한·미 간 전

격적인 신북방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미래

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등 양국 간 주요 동맹 현안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극동개발에 실질협력을 증진하기로 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카

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자흐스탄 등 중앙아 5개국과 협력을 강화해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대했다.

한·일 관계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 양국 간 과거사 문제 관련

또한 신남방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8월 범정부적 이행 기구인 신남방정책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우리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역사문제 해결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배(700만 달러→1,400만 달러)로 증액

추구하는 한편 양국 간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하에 미래지향적 한·일

하는 등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신남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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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중장기적 심화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가 마련됐다. 그 밖에 유럽, 중남미, 아프

했다. 한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리카, 중동 지역과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되는 등 재외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됐다. 또한 각종 온·오프라인 매

심화하고 상생 번영을 위한 협력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체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정보 제공 활동을 진행하며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
해 노력했다.

2)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와 위상 제고

그와 함께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정
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 말까지 총 17차례 동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협력 파트너를 늘려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양자외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자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다변화를 적극 추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3차 유엔총회,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EAS,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
고 역할 확대를 모색했다.
우리 정부는 이들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평
화, 인권, 기후변화, 개발, 군축, 테러, 여성 역할 강화 등 범세계적 현안 대응을 위한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2020년까지 진행 예정인 재외국
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 사
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국민의 외교정책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인
‘국민외교’를 외교부 6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을 국민외교 추진을 위한 원년으
로 선포했다. 국민외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2018년 5월에는 국민외교 사업 수행
기구이자 대국민 소통 공간인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국민외교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전을 제시하고 이슈별로 우리의 선제적 대응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책임 있는 중견국
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둘째, 우리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자주의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셋째,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갔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
지를 확보했다.

4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실현
우리 정부는 외교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국익이어야 하며 국익과 국민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하에 우리 국민 보호와 국민과 소통 강화에 힘을 쏟았다. 2018년 9월
홋카이도 지진 및 10월 태풍 위투의 사이판 강타 등 주요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
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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