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도

지도

국기

1946.6.19 제정
-	녹색은 아름다운 국토를, 백색은 알프스의 눈과 정의와 평화의 정신을, 적색은
애국의 열혈을 의미
- 자유·평등·박애도 상징

국장

적색으로 테를 두른 백색의 별은 전통적으로 이탈리아를, 별이 박혀 있는 톱니바
퀴는 이탈리아 공화국이 기초를 두고 있는 노동과 진보를, ‘이탈리아 공화국’이
적힌 붉은 리본에 묶인 양측의 참나무 가지는 이탈리아 민족의 힘과 존엄성을,
올리브 나뭇가지는 민족의 평화 의지를 각각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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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

개 관

국

명

이탈리아 공화국(La Repubblica Italiana, The Italian Republic)

수

도

로마(인구 약 284만 명, 2020년 기준)
로마 주변 포함 로마 도(Provincia di Roma) 인구는 약 504만명

면

적

302,072㎢(산지 35%, 구릉지 42%, 평지 23%)

인

구

6,046만 명(2020년), 외국인 504만 명
평균수명 : 83.1세 (남자 : 80.6세, 여자 : 85.6세)
* WHO 2016년 기준 세계 6위 (2018.4월 기준 현황)

민

족

이탈리아인
	북부에 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가, 남부에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등 소수 거주

언

어

이탈리아어
	Trentino-Alto Adige 지역은 독일어, Valle d'Aosta 지역은 프랑스어, Trieste-

Italy

Gorizia 지역은 슬라브어 병용
종

교

가톨릭(85.7%), 정교회(2.2%), 이슬람(2%), 개신교(1.2%), 기타(8.9%)

독

립

1861.3.17(이탈리아왕국 선포)

정

체

민주공화제(공화국 선포 : 1946.6.2)

국가원수

8

세르조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대통령(2015.1.31. 취임)

헌

법

1948.1.1 발효
1955.12.14.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I
개

유엔가입

관
  

총

리 :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2021.2.13 취임)

외교장관 : 루이지 디 마이오(Luigi Di Maio) (2021.2.13 취임)
※ 콘테 2기 내각에 이어 드라기 내각에서도 외교장관으로 연이어 수임(2019.9.5. 최초 외교
장관 수임)

의

회

양원제
상

원 : 315석(임기 5년의 선출직 315석, 종신직 6명 별도)

하

원 : 630석(임기 5년)

의석분포(2018.3월 18대 총선결과)
※ 하원 : 중도우파연합 266 / 오성운동 222 / 중도좌파연합 126 / 기타
※ 상원 : 중도우파연합 137 / 오성운동 109 / 중도좌파연합 52 / 자치운동당 8 / 기타
* 중도우파연합 : 리그, 전진이탈리아, 이탈리아형제, 중도연합
* 중도좌파연합 : 민주당, 플러스유럽, 이탈리아우리당, 시민민중, 기타

현 주요정당별 의석 분포
※ 하원 : 여권(오성운동 160, 리그 132, 민주 93, 전진이탈리아 77, 혼합그룹 33,
이탈리아비바 28, 코라죠 이탈리아 24, 자유평등 11),
야권(이탈리아형제 37, 혼합그룹 33, 자유평등 1)
※ 상원 : 여권(오성운동 75, 리그 63, 전진이탈리아 50, 민주당 37, 혼합그룹 29,
이탈리아비바 17, 언어·지역 소수당 대표 8), 야권(이탈리아형제 21, 혼합그룹 21)

경제지표

(2020년도 통계)
* 출처 : ISTAT(伊통계청), 伊중앙은행, IMF, Eurostat

GDP(명목) : 1조 6,516억 유로
1인당 GDP : 26,187유로
GDP 성장률 : -8.9%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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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GDP대비) : 9.5% (2019년 1.6%)
국가부채 : 155.6% (2019년 134.6%)
교역액 (유로)
-수

출 : 4,870억 5,100만 유로

-수

입 : 4,265억 7,900만 유로

- 무역흑자 : 604억 7200만 유로
물가상승률 : 0.1% (19년 0.6%)
실업률 : 9.4% / 청년실업률(15세-24세)은 29.7% 수준
직접투자(2019년 기준)
- 외국인의 對이탈리아 투자 : 265억 달러(2018년 329억 달러)
- 이탈리아의 해외투자 : 249억 달러(2018년 327억 달러)
주요산업 : 기계, 자동차, 가구, 섬유의류, 화학, 식품가공, 신발, 세라믹
국

방

육·해·공군(18.4만), 군사경찰군(Carabinieri, 10.8만) 등 총 29만명
국방예산 : 231억 유로(2020)

기

후

공휴일

지중해성 기후(연평균 15.6℃)
1.1

: 신정

1.6

: 주현절

부활절 다음 월요일(부활절은 3, 4월중 사순절 마지막 일요일)
4.25 : 해방 기념일
5.1

: 노동절

6.2 : 공화국 선포기념일

Italy

6.29 :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축일
8.15 : 성모마리아 승천축일
11.1 : 제성절

10

12.8 : 성모무염잉태축일

I

12.25 : 성탄절

개

12.26 : 성스테파노 축일

관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 수립 : 1884.6.26.
국교재수립 : 1956.11.24
- 주이탈리아공사관 개설 : 1957.9.18.(1959.4.16. 대사관 승격)
- 주한이탈리아공사관 개설 : 1957.12.17.(1959.4.16. 대사관 승격)
교역현황(우리나라 기준, 2017년) : 94억불(수출 37억불, 수입 57억불)
투자현황(2020년 누계)
- 우리나라의 대이투자 : 11.7억불
- 이탈리아의 대한투자 : 8.5억불
교민현황 : 4,089명 (2020.12.31. 기준, 재외동포현황)
북한과의 관계
		1978.9월 로마소재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북한대표부 개설
		2000.1.4 외교관계 수립
		2000.7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개설
		교역 현황(북한 기준, 伊 통계청의 2020년 추정)
- 수출 : 14만 유로
- 수입 : 5만 유로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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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 제도

1. 대통령
2. 행정부
3. 의회
4. 사법부
5. 지방자치단체

1
가

대통령
선출 절차 및 임기

	헌법 85조에 따라 새 의회 첫 소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하 양원 및 주대표단의 합동회
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
- 1~3차 투표는 대통령 선거인단 2/3의 찬성으로 당선되며, 4차 투표부터는 절대과반수 찬
성으로 당선
- 대통령 선거인단은 헌법에 의거하여 상·하원의원과 주대표단(58명)으로 구성
※ 2013년 대통령선거시 선거인단은 하원의원(630명), 상원의원(315명, 종신상원의원 6명), 주대표단(58
명) 등 총 1,009명으로 구성

임기 : 7년 (재선 가능)

나

주요권한

	입법사항 : 정부발의 법안의 의회상정 인가권, 법률 공포권, 공포 대상 법률의 의회에 대한
재심의 요청권,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Decree Law) 발포권, 일반 국민투표 소집권,
의회해산권(단, 의회 해산권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6개월부터 행사 불가), 종신상원의원 5
인 지명권(퇴임 대통령은 당연직 종신상원의원이므로 총원 5인에서 제외)
	행정사항 : 총리 및 각료 임명권, 외교사절단 접수 및 파견권, 조약 비준권, 국군통수권, 전
쟁선포권, 영전수여권 등
사법사항 : 사면권, 헌법재판소 판사의 ⅓ 임명권 등
※ 이탈리아 대통령의 가장 두드러진 역할은 의회와 정부간의 ‘조정자’ 역할 수행이며, 전형적 내각제 국가의

Italy

대통령보다 많은 권한을 보유

다

14

역대 대통령 명단 : 부록 참고

2
가

행정부
내각

ⅠI

	이탈리아는 의석 과반수를 확보한 단일 정당이 드문 전형적인 연정체제 국가로서 총선에

국가 제도

서 승리한 정당연합 주도로 여타 정당과 타협을 통해 신정부가 구성되며, 내각수반인 총리
가 신정부 구성 정당의 지지를 받아 정책 노선을 조정 및 결정
	신정부 출범 절차
-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표제출 → 대통령, 각 정당 지도자와의 협의(과반수 확보 가능 여부
확인 위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후보 지명 → 총리후보 지명자, 대통령에게 각료 후보
명단 제출 → 대통령, 총리 및 각료임명(새 내각기능 개시) → 신임안 의회제출(내각 구성
후 10일 이내) 및 정책 설명 → 신임안 투표(공개투표)
	내각은 총리와 각료로 구성(헌법기관은 아니나 부총리 임명 가능)되며, 총리 및 장관 전원
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

나

총리

	총리는 각료회의 의장으로서 정부 정책의 총체적 노선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장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여 정무와 행정이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토록 지도하는 행
정수반(헌법 제95조)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내 최대 계파의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이 상례이나, 다수당
계파간 또는 연립정당간 협의를 통해 제3의 인사를 총리 선출하는 경우도 발생
- 2020 콘테 2기 연립 정부가 붕괴된 후, 유럽중앙은행장 출신 마리오 드라기가 총리로 선출

다

기타 주요 정부기관

	국가경제·노동자문위(The National Council of Economy and Labour)
- 경제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정부 자문기관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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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자문위 (The Council of State)
- 법과 행정 간의 협의체이며, 사법행정을 감독
- 시민과 국가 간의 법적 분쟁 시 정부 및 의회에 자문하고 이를 처리
- 행정재판권 보유
	감사원 (The Court of Accounts)
- 정부조치의 합법성 및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 업무 관장
- 회계감사 결과는 의회에 직보

3
가

의회
구성

하원 (Chamber of Deputies)
- 총 630명으로 구성되며, 비례대표제로 선출
※ 의원수 감축에 관한 헌법 개정으로 2023년 총선부터 400석으로 감축

- 임기 5년
- 선거권 18세 및 피선거권 25세
※ 현 하원의장 : 로베르또 피코 (Roberto Fico, 오성운동당 소속)

	상원 (Senate)
- 315명의 선출직과 소수의 종신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315명은 주 단위 비례대표제로 선출
※ 의원수 감축에 관한 헌법 개정으로 2023년 총선부터 200석으로 감축

Italy

- 임기 5년
- 선거권 25세 및 피선거권 40세
※ 2021.8월 기준 종신상원의원 6명
: △조르죠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 전 대통령, △마리오 몬티(Mario Monti) 전 총리, △렌조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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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Renzo Piano) 프리츠커상 수상 건축가, △카를로 루비아(Carlo Rubbia)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 △엘레
나 카타네오(Elena Cattaneo) 줄기세포 연구학자, △릴리아나 세그레(Liliana Segre) 나치수용소 생존자·
반파시즘 주의자
☞ 전직대통령은 당연직 종신상원의원이며, 현직 대통령이 각 분야 국가유공자를 엄선하여 종신상원의
원에 지명

ⅠI

※ 현 상원의장 : 마리아 까셀라띠 (Maria Casellati, 전진이탈리아당 소속)

국가 제도

나

주요권한

	상·하원의 권한이 동일하며 독자적으로 결정권 행사
- 입법권
- 정부예산 심의 및 승인권
- 정부 감독권 (정부 신임 및 불신임권, 대정부 질의권)
- 대통령 선출권

다

회기

	상·하원 동시 소집
- 별도 회기를 정하지 않고 연중 상시운영
- 정기회 : 매년 2.1, 10.1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부활절(1주), 하계(40-50일), 크리스마스(20일) 휴회가 있으며 선거전 약 20일 및 각 정당
전당대회 시에도 휴회하는 것이 관례
의장,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라

입법절차

(1) 법안 발의권자
	행정부, 상·하원의원, 유권자(5만명 이상 서명)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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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절차
상원 또는 하원에 임의로 제출
- 양원 의사일정을 고려, 신속 처리 가능성이 높은 원에 제출
의장은 상임위원회 전결사항인지 본회의 회부사항인지 여부를 판정
- 통상적으로 법안 중 80%는 상임위 전결사항이며, 본회의 상정 법안은 20% 수준
- 상임위 전결사항으로 판정된 경우도 재적의원의 1/10,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1/5 또
는 행정부 요청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
상·하 양원 중 일원에서 통과된 의안은 타원으로 회부되며 확정시 행정부에 송부
- 타원에서 수정한 경우 재송부·심의

(3) 공 포
	대통령이 1개월 이내에 공포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의회가 재의결
할 경우에는 공포의무 발생

4
가

사법부
법원조직

(1) 민사사건

Italy

	제1심 재판소 : 사건금액의 크기 및 사안에 따라 Justice of the Peace(전국 8,102개소),
지방법원(Tribunal, 164개소)에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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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심 재판소 : 항소법원(Court of Appeal)
* 전국 26개소에 소재

	최고법원(Court of Cassation)

ⅠI

(2) 형사사건

국가 제도

	제1심 재판소 : 형량에 따라서 지방법원(Tribunal) 및 중죄(重罪)법원(Court of Assizes)
에서 심리
	제2심 재판소 : 형량의 정도에 따라 지방법원(Tribunal),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또
는 중죄(重罪)항소법원(Appellate Court of Assizes)에서 심리
	최고법원(Court of Cassation)

(3) 기 타
	특별법원으로 행정법원, 군사재판소, 청소년법원, 지방수로법원, 형집행감독법원 설치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 대통령, 의회 및 사법부가 각 5명씩 지명한 15명의
판사로 구성(임기 9년)
- 법률 및 행정명령의 위헌여부, 행정부처 간의 분쟁 조정,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 간
의 분쟁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처리 등

나

최고사법위원회(High Council of the Judiciary)

	사법행정의 최고 기관으로 판·검사의 채용, 보직, 승진, 징계 등 관장
	대통령(위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관대표 16명(전국의 판·검사가 선출, 임기 4년, 연임
불가),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8명(양원 합동위에서 선출, 임기 4년, 연임불가) 등으로 구성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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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지방자치단체
개요

	제2차 세계대전 후 기민당 정부는 공산당 세력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적인 지방자치
제 실시를 1972년까지 연기
	지방행정구역은 20개 Regione(주), 92개 Provincia(도), 7,982개의 Comune(시)로 구분
	헌법상 하기 5개주는 역사적 배경, 민족, 언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치권이 강화된 특별
주로 관리
- 도서지역인 Sicilia, Sardegna
- 북부 국경지역의 Valle d'Aosta, Friuli-Venezia Giulia, Trentino-Alto Adige

나

지방자치단체장·의원 선출 등

	주(Regione), 도(Provincia) 및 시(Comune)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보통
선거로 선출(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18세, 25세)
- 주의회 의원(임기 5년)은 겸직이 금지되며 도·시의원(임기 5년)은 겸직 허용
	각 주에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조정관(Commissioner)이 있으며, 각 주의회가 제정한 법
안은 조정관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중앙정부의 재정부담 관련 사항 등 통제)

다

이탈리아 지역 구분

	북부(전체인구의 45.71%) : Piemonte, Valle d'Aosta, Lombardia, Liguria, Trentino-Alto

Italy

Adige, Veneto, Friuli-Venezia Giulia, Emilia-Romagna
	중부(전체인구의 19.86%) : Toscana, Lazio, Umbria, Marche
	남부(전체인구의 34.43%) : Abruzzo, Molise, Campania, Basilicata, Calabria, Sicilia,
Sardegna, Pug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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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 치

1. 주요 정당
2. 최근 정세

1
가

주요 정당
오성운동당

	정치풍자 코미디언인 베페 그릴로(Beppe Grillo)가 2009년 반체제 대안 정당으로 창당
- 오성(五星)은 공공수도, 지속가능한 이동성, 지속가능한 개발, 접속성, 환경보호주의 등 5
가지 핵심 과제를 상징
-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의 직접 참여를 주창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정의, 반부
패 지향
- 2017.9월 루이지 디 마이오를 총리 후보 겸 당대표로 선출
	2013년 총선에서 반체제 정당으로 25.6% 지지율을 확보한데 이어 2018년 총선에서 최대
정당(32.7%)으로 부상하였으며, 2018.6월 리그당과 연정 정부(콘테1기) 출범
- 디 마이오 당대표, 경제개발·노동사회정책장관 겸 부총리 수임
	2019.8월 연정 파트너 리그당의 연정 탈퇴에 따라, 2019.9월 민주당과 새 연정(콘테2기) 구성
- 2020.1월 디 마이오 당대표 사퇴 이후 크리미 의원이 당대표 대리를 수임
	2021.1월 콘테 총리 사임 및 드라기 새 총리 임명과 함께, 리그당, 민주당, 전진이탈리아당,
이탈리아비바당과 現 거대 연정 구성
- 2021.8월 콘테 전 총리가 당원 투표를 거쳐 당수로 공식 선출

나

리그당

	1989년 북부 지역 자치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연합하여 북부리그 설립 이후 1994년 총선부
터 우파 연립정권에 지속 참여

Italy

	2013년 총선에서 4% 득표에 그쳤으나, 2015년 난민 대규모 유입 사태 발생 이후 강력한 난
민 차단정책을 주장하며 지지율 상승
- 극우 및 유럽회의주의 성향으로 단일소득세 도입, EU내 공평한 난민분산 수용, 대러시아

24

제재 해제 등 주장
	2017년 북부 지역 기반 정당 이미지 불식을 위해 당명을 기존 “북부리그당”에서 “리그당”
으로 변경
	2018년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 前총리 주도 전진이탈리아당 대신 우파연합내 최대 정당
(지지율 17.4%)으로 발돋움한 이후 2018.6.1. 오성운동당과 연정 정부 출범

III

- 살비니 리그당 대표, 내무장관 겸 부총리 수임

정

	2019.8월 리그당 연정을 탈퇴하였으나, 2021.1월 콘테 총리 사임 및 드라기 새 총리 임명과

다

치
  

함께, 오성운동당, 민주당, 전진이탈리아당, 이탈리아비바당과 現 거대 연정 구성

민주당

	2007년 진보 성향 정당들을 규합하여 창당되었으며, 2008년 총선에서 패배한 후 2013년
총선에서 대연정을 통해 집권
- 진보·개혁주의를 표방하며, 사회 통합 및 유럽 통합 지지
	2014년 렌치 신임 사무총장, 대대적인 개혁 제안을 통해 당내 승인을 거쳐 총선 없이 신임
총리로 취임
- 2016.12월 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렌치 총리가 사퇴하고, 파
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 외교장관이 총리직 수임
	2018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에서 원내 제3당(야당, 지지율 19%)으로 위상 변경
- 2019.9월 렌치 전 총리는 중도를 표방하는 민주당 일부 세력과 탈당, 이탈리아비바당 신
당 창당
	2021.1월 콘테 총리 사임 및 드라기 새 총리 임명과 함께, 오성운동당, 리그당, 전진이탈리아
당, 이탈리아비바당과 現 거대 연정 구성

라

전진이탈리아당

	1992년 이탈리아 정치권에 대한 ‘깨끗한 손’ 수사로 기민당, 사회당 등 제1공화국의 기존 정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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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력이 와해되자, 베를루스코니 Fininvest 그룹 회장(언론재벌)이 1994년 우파 대안 정당
으로 창당
- 자유시장경제, 기독교적 전통가치, 유럽 통합지지
- 1994년, 2001년, 2008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우파 연립정권 주도
- 베를루스코니 당대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최장기간 총리 역임(총 9년 2개월)
	2009년 범우파 세력통합을 위해 자유국민당으로 개명되었으나, 2013년 베를루스코니 당
대표의 실형 확정(세금 횡령) 및 상원의원 자격 박탈 이후 전진이탈리아당으로 재출범
- 2018.5월 밀라노 법원 판정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당대표의 공직진출 자격 복권
	2018년 총선 결과 저조한 지지율(14%)로 우파연합(전진이탈리아당, 리그당, 이탈리아형제
당)의 리더 역할을 리그당이 차지하였고, 리그당-오성운동당 연정 정부에서도 배제
	2021.1월 콘테 총리 사임 및 드라기 새 총리 임명과 함께, 오성운동당, 리그당, 민주당, 이탈
리아비바당과 現 거대 연정 구성

2
가

최근 정세
2013년 총선 결과 과반수 확보 정당 부재

	2013.2월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중도좌파연합이 하원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상
원에서는 과반 확보에 실패
- 2009년 출범한 반체제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당이 하원 25.6%, 상원 23.8%
지지율로 원내 제3당 부상

Italy

	나폴리타노 대통령, 2013.4월 여 야 정당의 요청에 따라 정국 수습을 위해 이탈리아 역사상
첫 재선 대통령으로 취임
- 엔리코 레타(Enrico Letta) 민주당 사무총장이 총리 후보로 지명

26

나

레타 내각(2013.4월-2014.2월)

	레타 총리, 대연정 참여를 거부한 오성운동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과 대연정 정부 구성
	이탈리아 상원, 2013.11월 세금 횡령에 대한 대법원 실형 확정을 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의 상원의원 자격 박탈
- 유죄 확정된 의원은 의정 활동을 금지한 반부패법에 따라 공직 진출이 6년간 금지

렌치 내각(2014.2월-2016.12월)

정

다

III
치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피렌체 시장, 2013.12월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이후
2014.2월 당내 승인을 거쳐 총선 없이 이탈리아 헌정 사상 최연소(당시 39세) 총리로 취임
	렌치 총리, 2014.2월 의회에서 의회 개혁(상원 기능 축소, 의원 수 감축 등), 도정부·의회 폐
지, 중앙정부-지방정부 권한 조정, 근로 및 세제개혁, 행정부 개혁 등 개혁 추진 과제 발표
	2014.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지지율 41%)하며, 개혁 추진에 대한 유권자 지
지 확인
	2015.1월 나폴리타노 대통령 사임 이후 세르조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헌법재판관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

라

개헌 국민투표 부결 및 렌치 총리 사퇴(2016.12월)

	렌치 총리, 2016.12.4. 실시된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 사퇴
- 경제 불황, 취업난,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유권자 불만으로 국민투표가 렌치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변모한 결과

마

젠틸로니 내각(2016.12월-2018.6월)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 외교장관,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
을 받아 내각(대연정) 구성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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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의회, 2017.10월 차기 총선(2018.3월)을 앞두고 상·하원 선거법을 일원화하는 새
로운 선거법 통과
※ 기존 상.하원 선거법과 로사텔룸(Rosatellum) 개정안 비교

기존 선거법

의원 수

개정 선거법

하 원

상 원

하 원

상 원

630명

315명
(종신 의원 별도)

630명

315명
(종신 의원 별도)

선거제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36% 및 비례대표제 64%

연정 허용 여부

불허

허용

허용

의석 배분
최저 기준
(threshold)

전국 투표율
3% 이상

전국 투표율이
단일정당 8%,
연정시 20%

전국 투표율이
단일정당 3%, 연정시 10%

보너스 조항

40% 이상 득표한
다수당이
340석 (54%)
확보하도록
보너스 의석 배분

-

-

바

2018.3월 총선 결과 과반수 확보 정당 부재

	우파연합(리그당, 전진이탈리아당 등), 오성운동당, 중도좌파연합(민주당 주도) 모두 과반
수 의석 확보에 실패
	반체제 성향의 오성운동당, 창당 9년만에 단독 정당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32.6%) 확보하
며, 의회내 최대 정당으로 부상
	극우 및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리그당, 베를루스코니 前총리 주도 전진이탈리아당 대신 우

Italy

파연합내 최대 정당 지위 확보
	오성운동당-리그당, 2018.5월 연정 구성에 합의하고 행정법 교수 출신 주세페 콘테
(Giuseppe Conte) 총리 후보 공동 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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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콘테 내각(2018.6월~ )

	오성운동당-리그당 연정은 서유럽 최초 포퓰리즘 정부이며, 콘테 총리는 루이지 디 마이오
(Luigi Di Maio) 오성운동당 대표,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 리그당 대표를 각각 부총
리로 하는 내각 구성
- 디 마이오 대표, 핵심 공약인 저소득층 대상 기본소득 제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경제개
발·노동사회정책장관 수임

III

- 살비니 대표, 지지층 주요 관심 사항인 불법이민자·난민 문제를 관할하는 내무장관

정

수임

치
  

- 연정 파트너간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해 총리, 양당 대표 및 상·하원 원내대표 등이 참여
하는 정책조율 위원회 신설
	양당은 2018.6.1. 연정 신정부 출범에 앞서 5.18 양당의 주요 총선 공약을 반영한 연정
협약에 합의하였으며, 각각 당원·지지층 대상 투표를 통해 연정협약에 대한 추인 절차
완료
	연정협약 주요 내용
- 외교 : 국익 중심(centrality of national interest) 외교정책 추진
•NATO 회원국 지위 및 미국과 특별 동맹(privileged ally) 관계 재확인
•러시아는 위협이 아닌 잠재적으로 보다 중요한 경제·상업 파트너이며, 대러시아 제재
해제를 통해 지역 분쟁(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관련 전략적 협력 상대로 활용 필요
•이슬람 극단주의, 난민 불법유입 등에 취약한 남부 국경(지중해) 관리 강화 및 유관 국
가와 대테러 협력 확대
- 경제 :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EU와 재정협약 재협상, 단일소득세 도입, 기본소득제도 실시,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중단, 부가가치세 인상 철폐 등
•공공 부문 예산 낭비 차단, 투자 촉진을 통해 재원 조달
•세금 인상이나 긴축 재정이 아닌 GDP 성장을 통한 공공 부채 축소
•국익에 반하는 각종 EU 규정 재검토, EU-캐나다 FTA (CETA) 등 공정·지속가능한 경
쟁을 저해하는 통상협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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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 불법이민 신속 송환 및 EU 회원국간 균등한 책임 분담 추진
•주재국내 불법이민자 18개월내 국외 송환 추진
•신속 송환을 위해 주별 최소 1개 난민 임시보호 시설 설치 등
•더블린 조약 개정을 통해 EU 회원국간 균등한 책임 분담
- 건강과 환경
•공공 수도 서비스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반 시설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탄소감축을 목표로 녹색 경제사업 실시
•산업 이익의 일부를 재생가능 자원(토양, 수자원, 삼림) 개발 및 육성에 재투자

아

드라기 내각(2021.2월~ )

	2019.9월 출범한 오성운동당(M5S)-민주당(PD) 연정(콘테2기)은 2020년 들어 코로나19 보
건위기하 ESM(유로안정화기구) 자금 활용 여부 등 여러 정책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었으며,
특히 ‘Recovery Plan’(EU회복기금 계획)을 두고 이탈리아비바당(IV, PD에서 분화)에 의해
갈등이 본격화된바, 2021.1월 콘테 총리 사임과 함께 콘테2기 정부 종료
	드라기 前ECB 총재, 2.12 마타렐라 대통령 앞 총리 선서를 통해 現 제18대 국회(18.3월 출
범) 세 번째 정부가 출범
- 드라기 정부는 2.17 상원 신임표결 및 2.18 하원 신임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득하면서
1946년 이탈리아 공화국 수립 이래 67번째 내각 공식 출범
- 드라기 정부는 2011년 몬티 정부(556표), 1978년 안드레오티 정부(545표)에 이은 역대 3
번째 지지표(535표)를 얻으면서, 경제, 외교, 사법, 인프라, 복지 등 현안에 대한 근본 이념
및 성향이 상이한 여러 정당을 포함한 거대 연정 탄생
	(국정 운영 기조) 드라기 정부는 유럽주의(Europeanism), 대서양주의(Atlanticism), 환경주

Italy

의(Environmentalism)이라는 3대 주요 원칙 下 운영을 국정 방침으로 설정
- 신정부는 대규모 'Recovery Fund'(EU회복기금) 운영 부처인 핵심 분야(경제·재무, 인프
라, 환경, 디지털분야) 요직에 기술관료를 포진 시키는 등 “다양한 정치적·기술적 스펙트
럼을 통합”한 내각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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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위기와 경기침체 극복이라는 최대 도전에 직면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성공적
완수 및 EU회복기금의 효율적 계획 수립·운용이 신정부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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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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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외정책

1. 대외정책 기조
2. 주요 대외관계

1

대외정책 기조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서 G7 및 NATO 원
회원국이자, 프랑스, 독일 등과 더불어 유럽연합(EU), 유로존을 창설하는 등 유럽의 통합과
정에 적극 참여
2014년 하반기 EU 의장국 수임, 2014.10월 ASEM 정상회의 주최, 2015년 밀라노 엑스포
개최, 2017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G7 의장국, 2018년 OSCE 의장국 수임, 2021년 G20 의
장국 수임 및 세계보건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무대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이탈리아의 핵심 이해 지역은 유럽, 대서양 지역(미국 및 NATO), 지중해 지역(발칸 반도, 중
동 포함)이며, 서방 국가중 러시아와 가장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중국, 일
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협력 확대에도 적극적

2
가

주요 대외관계
유럽연합 관계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1957.3월) 회원국 6개국 중
하나로서 유럽연합의 정치·경제 통합과정에 적극 참여
	독일, 프랑스에 이어 유로존 3대 경제대국으로서 2002.1월 유로화 최초 도입시 참여한 12개
국 중 하나
	EU 주요 국가로서 로마노 프로디(Romano Prodi) EU 집행위원장(1999-2004),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고위대표(2014-) 등 다수의 EU 고위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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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유럽의회에서 독일(96명)에 이어 프랑스와 더불어 두 번째로 많은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
(73명)하며, 다비드 사쏠리(David Sassoli) 의원이 유럽의회 의장(2019-) 수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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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2%(2.3조 유로)인 상황에서 2008년 이후 경기 후
퇴에 따른 장기 경제 침체, 취업난 등 관련 재정지출 확대 문제를 둘러싸고 EU와 갈등
지속
	2018.6월 오성운동당-리그당 연정 정부 출범 이후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제공, 단일세 도입
관련 재정적자 GDP 3% 초과, 정부 부채 60% 초과하는 회원국에 대해 구조적 개선 노력을
요구(1997년 및 2005년 EU 안전성장협약)하고 있는 EU와 대립
	2013년 이후 약 69만명 난민(경제적 이민 포함)이 유입되는 등 난민 문제가 2018.3월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하였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한 연정 정부는 여타 EU 회원국의

IV

공평한 책임 분담을 강력 요구 중

대외정책

	이탈리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EU 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국가 중
하나로 EU를 통해 2021-2026년 간 총 1,915억 유로(보조금 689억, 1,226억 대출)의 회복기
금(Recovery Fund)을 할당 받았으며, 2022년까지 79% 집행 및 2026년까지 진행중인 프로
젝트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나

미국 및 NATO 관계

	이탈리아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적으로 국제문제에 있어 친미적 자세를 유지
	미국의 對이라크·중동 정책을 지지하고, 이라크 재건 및 평화유지활동에도 적극 동참함으
로써 미국의 국제 전략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對테러전 수행, 핵안보·비확산 등에서
도 EU내 미국의 가장 긴밀한 협력 파트너중 하나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6개 지역 통합사령부중 이탈리아는 유럽 사령부
와 아프리카 사령부에 공통 소속되는 전략적 지역으로 미국은 이탈리아내 5개 대규모 군사
기지(육·해·공군) 운영
	NATO 창설 회원국으로서 남유럽 및 지중해 방어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NATO 예하 기관인 해상사령부, 방위대학, 항공통제센터, 심해연구센터 등이 소재
	미국 내 5번째로 큰 민족그룹인 이탈리아계의 막강한 경제·사회적 영향력은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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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중해 관계

	로마 시대부터 ‘우리 바다(마레 노스트룸)’라고 여겨온 지중해 지역에 대해 역사적·지정학
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 수행
	지중해 남단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2014년 이후 약 69만명의
대규모 난민(경제적 이민 포함)이 이탈리아로 유입됨에 따라 EU내에서 지중해 지역 문제
에 가장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
	아랍의 봄, 시리아 사태 등으로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국들과 불법이민 차단 공조 체제가 상
당 부분 와해되면서, 불법이민 대응을 위한 외부 국경을 지중해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인 사
헬 지역으로 확장하고, 불법이민자 출신국, 통과국, 목적국과 긴밀한 협력하에 다면적, 통합
적인 접근 추진
	이탈리아의 주요 대응방향은 ①개발협력 등을 통한 불법이민의 근본원인 해결, ②통과국
등과의 불법이민 차단 공조, ③이탈리아 도착 불법이민자의 신속한 송환 및 EU 회원국간
공평한 책임 분담 등으로 구분
	2016.2월 2억 유로 규모 Italian Fund for Africa(IFA)를 조성하여 EU의 아프리카 긴급신탁
기금에 약 1억 유로를 지원, 불법이민 최대 유입 경로인 중부지중해와 연결되는 니제르 등
사헬 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협력 및 능력배양 사업 시행
	프랑스 등 EU 개별 회원국 및 EU와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사헬 지역을 대상으로 이주
관리 정책개발, 법제화 지원, 이주 관리 일선 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훈련, 장비, 정보수집
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교육, 보건, 농업개발 등 적극 지원
	지중해 불법이민자들의 주요 통과국이자 과거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던 리비아와는 2017.2
월 불법이민, 인신매매, 밀수 근절 및 양국간 국경 강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리비아 통합정부 소속(GNA) 해안경비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협조
체제 재개

Italy

	리비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이자 투자국으로서 2015.12월 로마에서 ‘리비아 국
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리비아 통합정부 및 리비아 서부 국민군(LNA)간 무력분쟁 종식 및
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중재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7.1월에는 서방 국가 중 최초로 주
리비아 공관 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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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기 총리는 2021.2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리비아를 방문하는 등 지중해 지역 및 리
비아에 대한 이탈리아의 관심 지속

라

중동 관계

	중동 지역은 지중해 지역과 더불어 이탈리아가 역사·지정학적으로 특수한 이해관계를 갖
는 지역으로 국제사회의 對테러 공조, 대량살상무기 및 극단주의 확산, 이라크, 시리아, 레
바논, 팔레스타인 문제 등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
	이라크에는 2003년 NATO 일원으로 3000명의 병력 파견(2006년 철군)에 이어 지방재건

IV

팀(PRT) 설치, 경찰력 강화를 위한 훈련 교관 파견 등 유·무상 원조를 비롯한 비군사적 지

대외정책

원 지속
	시리아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난민의 유럽 유입이 EU내 가장 중요한 우선과제라는 인식
하에 국제시리아지원그룹(ISSG)의 일원으로 인도주의 지원 및 휴전을 위한 제네바 Task
Forces 활동을 적극 지원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핵 문제를 고립보다는 대화를 통한 협력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으며, 2018.5월 미국의 이란핵 합의(JCPOA) 탈퇴 관련 이탈리아는 EU 동맹
국과 이란과 기존 합의를 지속 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 표명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에 1,000여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2018.3월에는 레바논 지
원그룹(ISG) 장관급회의 및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지원 장관급회의의 로마
개최
	또한 2021.6월 미국과 공동으로 反ISIS 국제연대 장관급회의를 로마에서 개최하는 등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마

러시아 및 발칸 국가와의 관계

	서구 국가 중 러시아 관계에 있어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균형자 역할을 하며 구소련 해체 이
후 러시아가 EU, NATO, WTO, OECD 등을 통해 서방과 관계 개선을 하도록 협조
	러시아와 정치, 경제, 에너지(석유, 가스 각각 15%, 30% 수입), 문화 다방면에서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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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유지해왔으나, 2013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왔으며,
2018.3월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 관련 로마 주재 러시아 외교관 2명 추방 및 2021년
러시아 스파이 활동에 따른 외교관 2명 추방 등 미국, EU 회원국과 공조 유지
-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300억불에 달하던 러시아와 교역 규모는 2016년 176억불(전년 대
비 –18%), 2017년 203억불(전년 대비 +16%)으로 대폭 축소
	2018.6월 출범한 오성운동당-리그당 연정정부는 러시아를 경제적·전략적 파트너로 인식,
양당간 합의한 연정협약에 對러시아 제재 해제를 포함하는 등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관심
-	이에 앞서, 이탈리아 민주당 정부도 2017.5월 양국 정상회담(소치)에서 에너지, 교통 분야
에서 실질협력 합의
	발칸반도의 구유고 지역은 이탈리아 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이탈리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왔으므로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탈리아는 국제적 및 양자적 차원의 다양한 평화정착 노력에 적극 참여
	1995년 보스니아 사태 당시 이탈리아는 NATO에 공군 기지를 제공하고 NATO군의 일부
로 2,500명의 병력을 파견하였으며, 발칸반도 6개국이 창설한 다국적 신속대응군에 미국
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
	이탈리아는 2008년 코소보 독립 당시 독립 국가로 승인함과 동시에 세르비아와도 우호관
계를 확인하였으며, 발칸반도 문제는 이탈리아 반도를 포함한 유럽 전체의 안정과 직결된
다는 인식하에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EU 가입을 통한 친유럽화와
NATO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

바

아시아 관계

	1970-80년대 비동맹 전성기에 서방 국가 중 비교적 활발히 중국, 인도와 정치대화를 진행
하였으며, 1970년 선도적으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여 여타 유럽 국가들의 중국
과의 수교를 촉진하였으며, 이후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Italy

	과거 베니스를 중심으로 동·서방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한 점을 근거로 이탈리아가 아시아
에서 유럽으로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제적 매력을 부각하며,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실질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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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과는 2004.5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이탈리아 방문을 계기로 장관급 정부간 위
원회를 설치하여 경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며, 2017년 기준 이탈리아의 대중국 교
역량은 420억 유로로써 전년대비 9.2% 성장
	이탈리아는 콘테 정부 시기 G7 국가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구상(OBOL,
BRI)에 참여*하였으나, 親대서양 동맹을 내세우는 드라기 총리 下에서는 對中협력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관찰
* 2019.3월 시진핑 국가주석 方伊계기 伊-中 일대일로 협력 MOU 체결

사

IV

유엔 관계

대외정책

	이탈리아는 한국,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등과 더불어 유엔 안보리 개혁에 있어 상임이사
국 증설을 반대하고 정기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 이사국의 증설만이 유엔의 민주
성과 책임성, 투명성, 대표성을 증진시킨다는 입장을 갖는 12개 중견국 모임인 Uniting for
Consensus(UfC) 그룹에 속해 있으며, 다수의 고위급 UfC 회의를 로마에서 개최하는 등 주
도적 역할 수행
	특히 지역 대표성 증대와 관련하여 이탈리아가 밀접한 이해를 갖는 아프리카의 대표성을
안보리 내에 증진시켜야 하며, 안보리에 대한 총회(General Assembly)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지지
	FAO, WFP, IFAD 등 식량관련 유엔 기구를 비롯하여 5개의 국제기구를 로마에 유치하고
있으며 토리노에 유엔대학(UN Staff College)이 소재하는 등 제네바, 비엔나, 헤이그와 더
불어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한 국가로서 유엔과의 관계에 각별한 비중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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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발전 역사
국가 주도의 산업 근대화

	이탈리아는 과거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했었으나, 1930년대 및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대에 각각 국영기업을 설립하고,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통신, 해운, 항공, 도로 등
기간산업과 금융·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산업 근대화 추진

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도성장 달성

	국가 주도로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지방의 전통산업을 바탕으로 발
전해 온 민간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특화지역이 발달함에 따라 1950-1960년대 고도성
장(연평균 5.5%)을 달성하면서 선진국가로 발돋움

다

EU 통합 참여를 통한 경제발전

	이탈리아는 195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당시부터 유럽공동시장 형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발전에 도움을 받았으며, 산업 분야에서도 역내 수출 기회 확대
	EU의 통합·확대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EU의 경제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경제성장
추구
- 1998년 유럽경제통화동맹(EMU) 가입, 2002.1월 유로화 도입, 유럽중앙은행(ECB)과의
경제정책 보조 유지 노력 등
	브렉시트 이행 협상에서 EU의 주축국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탈리아의 EU내 역할 강화가 예상되며, 영국에 위치한 EU기구 및 다국적 기업 은행의 이

Italy

탈리아 내 유치를 위한 노력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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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경제의 특성
중소기업 중심 경제

	이탈리아는 GDP 규모 세계 제8위(2020년), 유럽 제4위의 경제대국으로 전문 분야별로 세
계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이 발달
	산업구조는 2019년 기준 농수산업(2.2%), 제조업(18.8%), 서비스업(79%)으로 구성, 주요산
업은 자동차, 기계, 화학, 가구, 의류·직물, 가죽·신발, 식품가공, 관광 등
※ 이탈리아 교역 현황(2020년, 伊 외교부)

- 수출 : 의약품(7.22%), 기계류(10.4%), 자동차(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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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 기계류(6.6%), 의약품(6.5%), 금속제품(5.6%), 광물(8.4%), 섬유·의류·가죽제품(8.3%)

경

나

제
  

강점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기초로 제반 산업이 고루 발달한 가운데 서방선진 7개국(G7) 지위
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GDP 규모에서 세계 제8위, 유럽 제4위(독일-프랑스-영국-이
탈리아) 수준(IMF)
	이탈리아는 GDP 중 제조업 비중이 18.8%로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2위의 제조업 강국이자
대표적인 중소기업 강국
※ 유럽 주요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 : 독일 21%, 스페인 12.6%, 프랑스 9.7%

- 제조업 분야 기업 수는 40만 개, 종사자는 4백만 명, 총매출은 8,700억 유로 수준
- 주요 제조업 산업은 자동차, 기계, 화학, 가구, 의류·직물, 가죽·신발, 식품가공, 세라믹 등
-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이며,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액 비중이 49%로 EU 내 최고수준
	대외교역의 약 60%(2020년 기준 56%)가 EU 역내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고, 구 식민지
(리비아) 및 지중해 인접국(발칸국가, 북부아프리카, 중동)과의 경제협력에 중점
- 자동차, 기계, 화학 등 기술 집약 제품과 섬유, 가구 등 고급 소비재가 주요 수출품이며, 원
유, 원자재, 부품소재 등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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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약점

	연금, 의료, 교육 분야 사회보장지출 부담, 공기업 적자 보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등
으로 공공지출이 확대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하여 정부예산 운용 및 효과적인 경제정책 추
진에 부담으로 작용
- 2019년 기준 국가부채가 GDP의 134% 수준
※ 2020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54% 수준으로 확대

	다수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민간 대기업이 적어 규모의 경제면
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에 제약
-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고, 기업주가 직원 고용 시 높은 사회보
장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실업률이 높고(2020년 기준 9%) 15세-24세 청년 실업률의 경우는 29.7%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도 존재
	산업이 발달된 북부지역(주로 민간 기업들 소재)과 그렇지 못한 남부 농업지역(주로 국영
기업들 소재)간에 소득 격차 존재
- 남부지역은 Abruzzo, Molise, Campania, Puglia, Calabria, Basilicata, Sicilia,
Sardegna가 해당되며, 중북부와 비교 시 농업 인구는 2배인 반면, 제조업 인구 비율은
1/2 미만
- 2019년 기준 1인당 GDP는 북서지역 35,400유로, 북동지역 34,300유로, 중부지역
30,700유로, 남부지역 18,500유로
	각종 경제규제가 복잡하고, 투자환경이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탈리아
경제의 취약점이며,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탈리아 경제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인두스트리아 4.0, Industria 4.0) 등 범정부적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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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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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발전은 중세시대 길드 전통, 르네상스 시대 이래로 이어지는 장인정
신, 가족 중심의 가내공업 전통 등이 바탕이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후 공업화 과정에서 정
부가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중소기업들은 세부 분야별로 독자적인 고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기계를 비롯하여
섬유, 의류, 가구, 피혁, 귀금속, 식품, 공예품, 염색, 디자인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유지
(COTEC-BEI(기업연구 비영리재단) 2021년 보고서) 이탈리아 중소기업(직원 250명 미만)
이 전체 기업 수(440만개)의 99.9%, 고용기준으로 80%, 부가가치 기준으로 70%의 비중
을 차지하는 등, 이탈리아 경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¹⁾

V

※ 마이크로기업(종업원 9명 이하, 매출 200만 유로 이하) 95.1%, 소기업(49명 이하, 1천만 유로) 4.3%, 중기
업(249명 이하, 5천만 유로) 0.5%, 대기업(250명 이상) 0.1%

경
제
  

이탈리아 중소기업은 오랜 역사적 경험, 축적된 기술력, 장인정신에 바탕을 둔 뛰어난 디자
인 감각 등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소량·고품질·다종 생산체제를 바탕으로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가족 중심 경영으로 가족 중심 경영의 특징상 대체로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장점
	반면, 중소 규모임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
고, 인력·정보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가족 중심 경영
으로 인해 경영 투명성이 취약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1) 출처 : EU의 2019년 SBA(Small Business Act) Fact Sheet – Italy 기준
이탈리아
구분

EU

이탈리아

EU

이탈리아

EU

기업수

비 중

비 중

종업원 수

비 중

비 중

부가가치
(10억유로)

비 중

비 중

중소기업
(직원 250
명 미만)

3,791,245

99.90%

99.80%

11,681,707

78.1%

66.60%

490.9

66.9%

56.4%

대기업

3,380

0.10%

0.20%

3,270,222

21.9%

33.40%

242.5

33.1%

43.6%

계

3,794,625

100%

100%

14,951,929

100%

100%

733.3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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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중소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있는 산업 클러스터가 발달해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이탈리
아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
	이탈리아 전국에 200여개의 클러스터가 있으며, Varese 지역의 면직물, Biella 지역의 울,
Ascoli Piceno 지역의 신발, Carpi 지역의 니트웨어, Treviso 지역의 여성의류, Como 지
역의 실크, Bergamo 지역의 섬유기계, Marche 지역의 주방기기 등이 대표적인 산업 클
러스터

4
가

최근 경제 현황
경제지표(2020년도)
*출처 : ISTAT(伊통계청), 伊중앙은행, IMF, Eurostat

	GDP(명목) : 1조 6,516억 유로
	1인당GDP : 26,187유로
	GDP성장률 : -8.9%
	재정적자(GDP대비) : 9.5% (2019년 1.6%)
	국가부채 : 155.6% (2019년 134.6%)
	교역액 (유로)
- 수출 : 4,870억 5,100만 유로
- 수입 : 4,265억 7,900만 유로

Italy

- 무역흑자 : 604억 7200만 유로
	물가상승률 : 0.1% (2019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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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 : 9.4% / 청년실업률(15세-24세)은 29.7% 수준
	직접투자(2019년 기준)
- 외국인의 對이탈리아 투자 : 265억 달러(2018년 329억 달러)
- 이탈리아의 해외투자 : 249억 달러(2018년 327억 달러)

나

최근 경제동향

	2011년 말 경제위기를 이유로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임한 이후 경제학자인 몬티(2011.112013.4), 레타(2013.4-2014.2) 총리가 집권하여 경제개혁을 시도
	이어 집권한 렌치 총리(2014.2-2016.12)도 과감하고 광범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이탈리아 경

V

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노동 유연화, 관료주의 축소(행정절차 간소화), 세금제도
개혁 등 세 가지 목표를 공약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자신에 대한 신임과 연계한 개헌 투

경

표가 부결됨에 따라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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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월 렌치 총리를 대신해 취임한 젠틸로니 총리의 최우선 국정과제 역시 경제였으며,
전임 렌치 총리의 경제개혁 및 일자리 창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2018.3월 총선에 따라 구성된 정부는 이탈리아 경제 개선을 위해 단일세 등 새로운 경제 정
책 도입 추진
- 2017년 경제성장률이 1.5%로서 최근 10여 년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경제성
장의 모멘텀 회복 평가
- 이탈리아 경제의 최대 문제로 대두되었던 은행권 부실채권도 MPS(몬테 데이 파스키 시
에나) 은행 및 2개 지방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으로 심각성이 완화되고, 시중 은행들
도 보유 중인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개선 중
- 산업 4.0, 안정화법, 현금지불제한법, 신에너지정책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이 추진되면서 경
제성장 기반 강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
	이탈리아 경제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가운데 2021.2
월 취임한 드라기 총리는 2,200억 유로 이상의 Recovery Plan 등 경제회복과 국가개혁 정
책 추진중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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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산업
기계산업

	기계산업은 이탈리아의 제1수출산업으로 전체 수출에서 약 20%를 차지하며 국가 산업 전
반의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
	공작기계 분야는 생산총액 총 64억 유로로 세계 4위이며 수출액은 35.8억 유로로 세계 4위
이자 유럽 내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유(2019년도 기준)
	2017~2020년 4년간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주도로 추진되는 ‘인두스트리아 4.0(산업 4.0)’의
직접 수혜품목으로 생산설비 자동화를 추진하는 주요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나

섬유·패션 산업

	이탈리아는 패션명품(고급소비재) 수출 세계 1위국으로서 글로벌 패션시장을 선도하고 있
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과 디자인이 세계적 인정을 받아 ‘Made in Italy’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구축
	전통적인 이탈리아 국내 패션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것은 오랜 기간
에 걸쳐 축적된 장인기술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감각적인 선진기술이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인 것으로 평가
	이탈리아 무역진흥공사(ICE)는 패션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Made in Italy’ 브랜
드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도 2017년 ‘패션기업연합’을 출
범시키고 섬유, 안경, 가죽, 신발, 귀금속 등 패션관련 협회들을 통합하여 패션산업 성장을

Italy

견인

다

식품산업

	이탈리아는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하고, 지역별로 고유한 음식문화를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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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고 있으며, 피자, 파스타는 물론 그간 많이 알려지
지 않았던 다채로운 요리와 식자재들을 앞세워 세계시장 공략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이탈리아 식품 산업도 고전을 겪었으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
고 있는 토마토, 올리브유, 와인 및 각종 유기농 제품들을 앞세워 제품 다양화를 시도하고,
동유럽, 미국, 아시아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다각화에도 노력함으로써 높은 성장세
를 유지
	2015년 밀라노 엑스포는 이탈리아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탈리아 식
품 수출은 2017년 321억 유로, 2018년 336억 유로, 2019년 354억 유로를 기록하여 각각 전
년 대비 7%, 4.7%, 5.2% 증가
- 이탈리아 식품 수출 상위 10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인근 유럽국가가 많
고, 비유럽국가로는 미국, 일본을 포함

V

	주요 특산품으로는 북부지역은 곡물, 육류, 유제품, 남부지역은 과일, 채소, 올리브유, 와인

경

등이 유명하며, 특히 이탈리아는 유럽 최대의 쌀 생산국으로 유럽 내 쌀 생산량의 절반 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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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이탈리아 내에서 생산

자동차산업

	이탈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제조그룹인 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CA)의 주요 생
산공장이 위치해 있고, 피아트(Fiat), 알파로메오(AlfaRomeo), 마세라티(Maserati), 페라리
(Ferrarri) 등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보급형 차량부터 SUV, 럭셔리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량 생산이 가능한 점 등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
	최근 FCA사는 BMW그룹, 인텔 및 모빌아이와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개발에 합류하며 미래
형 차량시장에 본격적인 진입 노력

마

화학산업

	이탈리아는 유럽 내 세 번째 화학산업 강국이며, 유럽 전체 화학제품 생산량의 9.5%를 차
지(독일 27.2%, 프랑스 13.4%)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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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산업 관련 기업수는 2,881개, 종사자는 11만2천 명 수준이고, 이탈리아 화학산업 내수시
장은 620억 유로 규모, 생산액은 550억 유로, 수출액은 305억 유로 수준이며, 화학산업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정밀 화학제 및 특수성분으로 전체의 45% 비중(2020
伊 화학협회, 17년 기준)
	화학산업은 R&D에 거대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
고,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뛰어난 품질을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과는 철저한 분업과 협업을 통해 상
생 추구

바

항공우주산업

	이탈리아 항공우주산업은 연간 총매출액 200억불, 관련 종사자 5만 명 규모로 세계 7위, 유
럽 4위 수준
	항공우주산업은 이탈리아의 하이테크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AVIO,
Leonardo와 같은 대기업 외에 3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활동 중이며, 토리노 폴리텍대학
연구센터를 비롯하여 주요 대학들도 연구개발에 참여 중
	대표 기업으로는 AVIO(우주발사체 분야 선도), Leonardo(경제재정부가 최대 주주로 30%
지분 소유, 핀메카니카에서 레오나르도로 기업명 변경, 헬리콥터, 비행기 등 7개 사업 부문
중에 항공우주와 관련해서는 Aerostructures, Airborne & Space Systems 2개 부문을 운영),
Piaggio Aerospace(1884년 설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행기제조사 중 하나) 등

사

제약산업

	이탈리아 제약산업의 2020년 생산액은 약 340억 유로로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2위
- 다수 제약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진단 관련 R&D를 수행중이며, 코로나 위기관리에

Italy

4100만 유로 기여(2020.10월 伊 제약산업협회)
	제약산업은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지난 10년간 169%의 수출 증가 기록(유럽
평균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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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으로 종사자는 6만6천 명에 달하며, 이 중 43%가 여성 근로자
	R&D 투자 규모는 16억 유로 수준으로, 이 중 7억 유로는 임상연구에 투자

전시산업

아

	이탈리아는 유럽 2위의 전시산업 국가로 세계 3대 전시장인 피에라 밀라노 전시장(47만
㎡)에서 연 80회의 주요 전시회가 개최되며 총 3만여 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전
역에서도 연간 2,000여회의 전시회가 개최

6

V

대외교역 및 투자

경
제
  

가

대외교역

	교역 규모는 9,137억 유로로 전 세계 국가 중 10위이며, 수출은 4,871억 유로로 8위, 수입은
4,266억 유로로 10위를 기록('20년)
	최대 수출국은 독일로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
- 수출 대상국 2위는 프랑스이며, 10대 수출국 중 8개국이 유럽 국가일 정도로 인근 유럽국
으로의 수출이 중심
-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속 증가 추세로 9위에 위치
- 우리나라는 18위 수출대상국과 24위 수입대상국에 위치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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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주요 교역 국가(2020).1-10월 >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伊 통계청)

수 출
순위

국 가

수 입

금 액

점유율

순위

국 가

금 액

점유율

1

독

일

46,094

13.0

1

독

일

49,105

16.2

2

프 랑 스

36,673

10.4

2

중

국

26,944

8.9

3

미

국

34,886

9.9

3

프 랑 스

25,549

8.4

4

스 위 스

20,621

5.8

4

네덜란드

17,802

5.9

5

영

국

18,085

5.1

5

스 페 인

15,981

5.3

6

스 페 인

16,586

4.7

6

벨 기 에

15,073

5.0

7

벨 기 에

12,439

3.5

7

미

국

12,561

4.1

8

폴 란 드

10,490

3.0

8

러 시 아

7,871

2.6

9

중

국

10,017

2.8

9

스 위 스

7,803

2.6

10

네덜란드

9,320

2.6

10

폴 란 드

7,377

2.4

18

한

3,788

1.1

24

한

2,549

0.8

국

국

	수출입 상위 품목 중 수출과 수입 모두 상위를 차지하는 제품은 기계류, 자동차류, 전자기
기, 의약품 등

< 이탈리아의 주요 교역 품목(2019) >
(단위: 십억달러, %)

Italy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기계류

102

19.3

에너지

64.7

13.5

2

자동차류

41.9

7.98

자동차류

46.6

9.72

3

의약품

34.3

6.53

기계류

46.5

9.7

4

전자기기

31.9

6.08

전자기기

36.9

7.7

5

플라스틱

21.4

4.08

의약품

27.4

5.71

6

철강제품

18.5

3.53

플라스틱

20.6

4.29

7

가

12,093

2.7

철강제품

18.4

3.83

구

자료원: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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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대외무역은 EU 집행위원회가 정한 EU 무역정책에 따라 시행
-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며, 집행위원회를 통해 반덤핑품목 검사 및
지정 등 EU 공통의 대외무역 정책 적용
- 비관세장벽 또한 EU와 공동으로 취하고 있는 CE(유럽공동체 인증)가 대표적

나

투자진출

	이탈리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큰 폭의 변화 시현
- 2012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직접투자 유입액이 전년 대비 99.7% 감소한 후 꾸준히 200억
달러 수준의 투자유입액 유지
- 2019년의 경우 약 265.7억 달러 수준의 투자 유입액을 기록하였으나 아직 경제위기 이전

V

수준에는 미달

경

	현재 이탈리아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이탈리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

제
  

합병이 중심
- 특히, 중국은 M&A를 통해 원천기술을 단기간에 획득하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
명 브랜드 확보에 주력
- 일본은 IT, 화학,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 뿐만 아니라 건설, 자동차 부품과 같이 다양
한 부문에서 M&A를 진행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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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회·문화·교육

1. 이탈리아인에 대한 개관
2. 문화 및 예술
3. 스포츠
4. 언론, 방송 및 통신
5. 교육
6. 사회보장제도

1
가

이탈리아인에 대한 개관
민족

	이탈리아는 기원전 천년경 켈트족, 에트루리아족, 그리스족 등 다양한 인도·유럽족이 이동
해 정착한 곳으로 유럽에서는 축복받은 땅, 아름다운 나라(Bel Paese, Beautiful Country)로
지칭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반도국으로서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탈리아인은 유럽 북동부의 독일·슬라브계, 북서부의 프랑스계, 서부의 카탈로니아계, 동
남부의 그리스·알바니아계, 남쪽의 그리스·아랍계가 혼합되어 있어 ‘다름’ 또는 ‘다양성’이
민족성의 근간을 구성
	이탈리아의 민족성은 대체로 온건하고 낙천적이며 실용적이어서 삶을 향유하는 이탈리아
식 생활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명
	서로마 멸망(476년) 이후 이탈리아 반도 통일(1870년)까지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으면서
잦은 외세의 침략으로 새로운 지배세력과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생존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주의, 지역주의가 발달

나

인구

	총 인구 약 5,925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23.5%이며,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12.8%로 사
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출생률은 1.24%로 저조한 상태 (2020년 기준)

다

언어

	공용어는 이탈리아어로서 이탈리아 반도의 6,000만 인구 외에도 전 세계에 퍼져 사는 약 6

Italy

천만 이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문화의 선구자 지위를 유지하던 16세기까지는 서
구 유럽에서 문화인들이 사용하는 국제어로서도 기능
	지역별로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나, 14세기 초 시성(詩聖) 단테가 토스카나 지방의 피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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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으로 지은 신곡이 피렌체 방언을 이탈리아어로 확립시키는데 기초

VI

	1861년 이탈리아왕국으로 독립을 이룬 후 민족문화로서 이탈리아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

사회 문
· 화 교
·육

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라디오·TV 방송 및 의무교육을 통해 지금의 표준어가 보급ㆍ형
성
	이탈리아인들의 영어 구사 수준은 전반적으로 여타 서방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알려
져 있으나, 점차 영어 등 외국어 구사 가능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라

종교

	이탈리아 인구의 66% 이상이 신봉하는 가톨릭은 1929년 이탈리아 왕국과 교황청간 체결
된 라테라노 조약에 따라 국교로 인정되었으나, 1984.2월 이탈리아 총리와 로마 교황청 국
무장관 간에 서명된 새로운 정교협약에 의해 국교로서 지위가 상실되었고, 이탈리아 교육
기관에서 의무적인 종교교육이 폐지되었고, 종교기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도 감소
	가톨릭 66.7%, 정교회(3.1%), 이슬람(3.7%), 개신교 1% 그 외 소수종교가 25.5%를 차지

마

생활 문화

	이탈리아인들은 가족간 유대감이 돈독하기로 유명하며,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다수 가정이
아직도 대가족 제도 유지
	유럽 전반적 기준에 비해 남성중심주의가 강한 편으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세계 63
위(2021년 기준)
	전통적으로 가톨릭 종교의식에 따라 혼인을 하는 편이며, 2019년 혼인건수는 184,088건
- 평균 결혼연령은 신랑 33.9세, 신부 31.7세이고, 이혼건수는 97,474건 기록(2019년 기준)
-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혼인건수의 18.6% 차지(2019년 기준)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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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

바

	생필품 물가는 여타 서유럽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며, 느린 행정 관행으로 인해 전기,
가스, 통신비, 자동차 보험료 등 서비스 요금이 서비스 질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평가
	인구 전체의 약 75.2%가 자가보유 주택에 거주 (2016년 기준)

2

문화 및 예술
문화유산의 우수성

가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르네상스 시기 중 단테,
보카치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등을 배출하며 18세기까지 서양문명의 주류 형
성
- 현재도 문학, 철학, 건축, 미술, 조각, 음악, 패션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문화 주류의
한 축을 형성
	이탈리아 문화의 구조적 특성은 분권적 다원주의로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나폴리 등이 각
기 문화적 분권의 중심을 형성
	이탈리아 문화는 외견상 표현 방식이 자유로우나, 그 저변에는 가톨릭 종주국으로서 강한
보수성이 잠재
	1939년 문화재보존관리법 제정 및 1974년 ‘문화유산 및 환경부’ 설치
- 1998년 ‘문화유산·활동부’로 명칭 변경
- 2006년 ‘체육부’ 별도 설립

Italy

- 2013년 ‘문화유산·활동·관광부’로 명칭 변경
- 2021년 ‘문화부’ 및 ‘관광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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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재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VI

	이탈리아는 예술의 본고장, 세계문화의 수도, 열린 박물관 등 역사 유물이 전국에 산재하여

사회 문
· 화 교
·육

‘전 국토가 문화재’로 인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총 55개가 등재(문화유산 50, 자연유산 5)되어 전 세계 1위 기
록(2021년 기준)

< 이탈리아 세계문화유산 목록 >
문화유산 Cultural (50)
Rock Drawings in Valcamonica

1979

Church and Dominican Convent of Santa Maria
delle Grazie with The Last Supper by Leonardo
da Vinci

1980

Historic Centre of Rome, the Properties of the
Holy See in that City Enjoying Extraterritorial
Rights and San Paolo Fuori le Mura

1980
1990

피렌체 역사 지구

Historic Centre of Florence

1982

베네치아와 석호

Venice and its Lagoon

1987

Piazza del Duomo, Pisa

1987

Historic Centre of San Gimignano

1990

The Sassi and the Park of the Rupestrian
Churches of Matera

1993

City of Vicenza and the Palladian Villas of the
Veneto

1994
1996

나폴리 역사 지구

Historic Centre of Naples

1995

시에나 역사 지구

Historic Centre of Siena

1995

Crespi d'Adda

1995

Ferrara, City of the Renaissance,
and its Po Delta

1995
1999

Early Christian Monuments of Ravenna

1996

Castel del Monte

1996

발카모니카의 암각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와
도미니크 수도원 및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최후의 만찬’
로마 역사지구 및 바티칸

피사의 두오모 광장
산 지미냐노 역사 지구
마테라의 동굴 주거지와 암석교회
베네토의 비첸차 시와
팔라디오 양식 건축물

크레스피 다다
르네상스 도시 페라라와 포 삼각주
라벤나의 초기 기독교 기념물
몬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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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lli of Alberobello

1996

Historic Centre of the City of Pienza

1996

Cathedral, Torre Civica and Piazza Grande,
Modena

1997

Residences of the Royal House of Savoy

1997

수 누락시 디 바루미니

Su Nuraxi di Barumini

1997

아그리젠토 고고학 지구

Archaeological Area of Agrigento

1997

Villa Romana del Casale

1997

18th-Century Royal Palace at Caserta with the
Park, the Aqueduct of Vanvitelli, and the San
Leucio Complex

1997

아말피 해안지구

Costiera Amalfitana

1997

파도바 식물원

Botanical Garden (Orto Botanico), Padua

1997

Portovenere, Cinque Terre, and the Islands
(Palmaria, Tino and Tinetto)

1997

폼페이 및 허큐라네움과
토레 아눈치아타 고고유적지

Archaeological Areas of Pompei, Herculaneum
and Torre Annunziata

1997

아퀼레이아의 고고 지구와 가톨릭 성당

Archaeological Area and the Patriarchal Basilica
of Aquileia

1998

Historic Centre of Urbino

1998

Cilento and Vallo di Diano National Park with
the Archeological sites of Paestum and Velia, a
Padula

1999

Villa Adriana (Tivoli)

1999

City of Verona

2000

Assisi, the Basilica of San Francesco and Other
Franciscan Sites

2000

Villa d'Este, Tivoli

2001

Late Baroque Towns of the Val di Noto (SouthEastern Sicily

2002

Sacri Monti of Piedmonte and Lombardy

2003

알베로벨로의 트룰리
피엔차 역사 지구
모데나의 대성당, 토레 치비카,
피아차 그란데
사보이 궁중 저택

카살레의 빌라 로마나
카세르타의 18세기 궁전과 공원,
반비텔리 수도교, 산 레우초

포르토베네레, 친퀘 테레와 섬들

우르비노 역사 지구
치렌토·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
파에스툼과 벨리아 고고 유적지
티볼리의 빌라 아드리아나
베로나 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과
프란체스코회 유적

Italy

빌라 데스테, 티볼리
시칠리아 남동부 발 디 노토의
후기 바로크 도시
피에몬테와 롬바르디아의 사크리 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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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르차
체르베테리와 타르퀴니아의
에트루리아 인 네크로폴리스

Val d'Orcia

2004

Syracuse and the Rocky Necropolis of Pantalica

2005

제노아 역사지구

Genoa: Le Strade Nuove and the system of the
Palazzi dei Rolli

2006

Mantua and Sabbioneta

2008

알불라·베르니나 지역의 래티셰 철로

Rhaetian Railway in the Albula / Bernina
Landscapes

2008

알프스 주변의 선사 시대 호상 가옥

Prehistoric Pile dwellings around the Alps

2011

이탈리아의 랑고바르드
(AD568년~774년 권력의 장소)
메디치 빌라와 정원
피엔몬테의 와이너리 언덕 전경
아랍-노르망 팔레르모와 체팔루와
몬레알 주교좌 성당
16-17세기 베네치아의 방어시설 :
스타토 다 테라-서쪽의 스타토 다 마르
이브레아, 20세기 산업도시
파도바의 14세기 프레스코화 유적
볼로냐의 아케이드

사회 문
· 화 교
·육

시러큐스와 판탈리카 바위 네크로폴리스

만토바와 사비오네타

VI

Etruscan Necropolises of Cerveteri and Tarquinia 2004

Longobards in Italy. Places of the power (568-774
2011
A.D.)
Medici Villas and Gardens in Tuscany

2013

Paesaggi vitivinicoli del Piemonte: Langhe-Roero
2014
e Monferrato
Arab-Norman Palermo and the Cathedral
Churches of Cefalu’and Monreale

2015

Venetian Works of Defence between the 16th
anch 17th Centuries : Stato da Terra-Western
Stato da Mar

2017

Ivrea, Industrial City of the 20th century

2018

Padua’s fourteenth-century fresco cycles

2021

Porticoes of Bologna

2021

자연유산 Natural (5)
Ancient and Primeval Beech Forests of the
Carpathians and other Regiongs of Europa

2007,
2011,
2017

Isole Eolie (Aeolian Islands)

2000

성 죠르조 산

Monte San Giorgio

2003,
2010

돌로미티 산맥

The Dolomites

2009

Mount Etna

2013

카르파티아 산맥의 원시림
너도밤나무 숲
에올리에 제도 섬

에트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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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의무를 헌법(제9조)에 명시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페라라, 아씨시, 시에나 등은 도시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등재

3

스포츠

인기 종목은 축구·배구·테니스·농구·육상·사이클·자동차경주·모터사이클 경주·스키 등이
며, 특히 축구는 지역별로 해당 지역 소재 구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국민적 스포츠
로 각광
-	빗장수비로 유명한 이탈리아는 2006년 독일 월드컵을 포함, 통산 네 번의 월드컵 우승
을 차지한 전통의 축구 강국
※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는 수준별로 1부(세리에 A), 2부(세리에 B), 3·4부 (세리에 C1·C2)로 구성, 세리
에 A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와 함께 세계 4대 리그
※ 이탈리아 축구 클럽은 7만 여개, 등록 선수도 110만 여명에 이르며, 클럽 간 평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
는 것이 특징

여름철에는 수영·요트 등 수상 스포츠와 사이클이 인기 있으며, 겨울철에는 알프스 주변 유
럽 최고 수준의 스키장에서 즐기는 스키가 국민 스포츠로 인기
이탈리아 인구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운동을 하는 응답자는 35% (2019년, 이탈리아 통
계청)
스포츠협회 등록 체육인 4백70만 여명, 스포츠협회는 6만3천여개 (2017년, 이탈리아 올림

Italy

픽 위원회 CONI)

62

4

V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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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언론, 방송 및 통신

	이탈리아는 자유 언론의 상징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기 간행물과 방송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
	헌법 제21조에 표현의 자유 및 검열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신문과 잡지는 등록만으
로 발행 가능

나

신문

	110여종의 신문(약 1,200만부)과 천여 종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으며, Il Corriere
della Sera, La Repubblica 양대 일간지를 비롯하여 여러 전국지와 유력 지방지 외에 유럽
유수의 경제일간지 Il Sole 24 Ore 발행
- 주요 일간지는 La Nazione(설립 연도 1859년), La Stampa (1867년), Il Corriere della
Sera(1876년), Ⅱ Messaggero (1878년), La Gazzetta di Mantova(1735년), Il Giornale de
Bergamo(1812년), Il Resto del Carlino(1885년) 등
- 지방지는 Lazio(Rome) 17개지, Lombardia 17개지, Puglia 7개지, Emilia-Romagna 6개지,
Sicilia 5개지, Liguria (Genova) 4개지, 기타 지방 1-3개지
- 이탈리아에는 신문 배달제도가 없으며 뉴스 스탠드 판매 방식 또는 정기구독자에게 우편
발송 방식으로 배포
	주요 신문 발행 부수
- Il Corriere della Sera(밀라노) : 유료부수 25.4만부, 중도우익
- La Repubblica(로마) : 유료부수 16.3만부, 중도좌익
- La Stampa(토리노) : 유료부수 13.9만부, 중도좌익
- Il Messaggero(로마) : 유료부수 7.4만부, 중도우익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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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
- Il Sole 24 Ore(밀라노) : 유료부수 9.5만부, 경제
- La Gazzetta dello Sport(밀라노) : 유료부수 9.1만부, 스포츠
- Avvenire(로마) : 유료부수 11.1만부, 가톨릭
※ 각 신문사별 배포 현황을 수집 및 인증하는 기업인 ADS (http://www.adsnotizie.it)의 2021년 5월 공식
자료 기준, 유료부수는 2021년 5월 종이신문+디지털 구독 수 합계

다

잡지

	약 6,000여 종의 잡지 발행
	주요 주간지는 Panorama, Sorrisi Canzoni TV, Settimanale DiPiu, Telesette, Venerdi di
Repubblica, Io Donna, Famiglia Cristiana 등
	주요 월간지는 Focus, Al Volante, Quattroruote, Cucina Moderna 등

라

통신사

	대부분 Roma에 본부를 둔 다수의 통신사가 있으며, 주요 통신사로는 ANSA(Associated
National Press Agency), ADN KRONOS, A.G.I.(기업 경제 중심), ASKANEWS(전반 포
괄) 등

마

TV 및 라디오

(1) 개 요
	1924년 첫 라디오 방송 실시하였으며, 현재 2,000여개 라디오 방송국 활동중

Italy

	TV는 1954년 첫 방송(color 영상 1978년 송출 시작)하였고, 현재 TV 방송국 수는 500여개
	1975년까지 라디오 및 TV 방송은 RAI(국영 방송)의 독점체제였으나, 불법적인 사설 방
송에 대한 RAI의 제소에 대한 위헌(언론의 자유) 판결로 다수의 지방 방송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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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방송(RAI)

VI

	공영방송인 RAI는 국영기업인 IRI의 출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1~제5 채널 외 8개 채

사회 문
· 화 교
·육

널을 공중파로 방영하고 5개의 해외용 채널 및 3개의 온라인 전용 채널 보유
	전체 운영경비는 시청료(TV 보유 가구당 연간 90유로), 광고료 등으로 충당
	RAI 뉴스 프로의 공정성을 위해 상·하원 의원 40인(상원20, 하원20)으로 구성된 국회
방송위원회가 감독
- 국회 상·하원 의장이 RAI 회장과 이사회 위원 4명을 추천하고 회장과 이사회가 RAI
사장 선출
	RAI의 직원 수는 13,058명(기자 1760명, 2018년 기준)으로서 세계 굴지의 규모이며, 우
리나라와 방송 협력협정 체결

(3) 민영 지방 TV 방송
	로마, 밀라노 등 대도시와 주요 지방도시에 각 100여 개의 민간 지방 TV 방송이 소재
	전국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민영 방송 중 Rete 4, Canale 5, Italia 1, Italia2, La5 등 11
개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Mediaset 그룹(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소유), Cairo 그룹의 의
La7 와 Sky Italia 그룹의 TV8 채널이 대표적인 민영 방송

바

유·무선 통신

	유선 통신 : 2001년 민영화된 Telecom사는 총 2,500만 회선 등록, 700만 ADSL 가입자, 1
억520만㎞의 기존의 구리전화선 연장선 및 370만㎞ 광케이블 연장선 보유
- ADSL 인터넷 접속 전체 가구의 74.7%(EU 평균 52%)가 인터넷에 접속
* 출처: 이탈리아 통계청 ISTAT, 2019 자료 기준

	무선 통신 : 이탈리아에는 Tim 이탈리아 무선통신회사 외에도 Wind Tre, Vodafone,
Iliad, Poste Mobile 등 외국계 무선통신회사가 있고 만 18세 이상 인구의 93.1%가 스마트
폰을 이용
* 출처: Eurispes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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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교 육
개요

	학제는 초등학교 5년(6-10세), 중학교 3년(11-13세), 고등학교 5년(14-18세), 대학교 3-5년
- 초·중등 8년간은 의무교육
- 학기는 9월 시작, 6월 종료
- 초등·중등학교는 1주일 5일, 고등학교는 1주일 6일 수업
- 수업시간은 초, 중·고등학교 1일 5~8시간
	학교는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사립학교, 주정부 운영의 직업학교가 있으며, 전체 학교
의 90%가 국·공립학교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공립학교에 취학
	국·공립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 및 지방정부가 부담하여 학
부모의 부담 경미
	중앙정부의 교육비 지출은 2017~19년 460억 유로(정부예산의 약 10%)이며, 지방정부의 교
육비 지출은 약 51.7억 유로

나

주요 교육기관

(1) 유치원(Scuola dell' infanzia)
	입학 가능 연령 : 3-5세 (의무교육은 아니나 일반화)
	종 류 : 국립, 지방공립, 사립

Italy

	교사자격 : 대학의 유아 교육관련 특수학위 소지자

(2) 초등학교(Scuola primaria)
	학 제 : 5년제(6-10세) *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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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자격 : 대학의 초등교육 관련 특수학위 소지자

VI

	시험제도

사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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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말 고사로 진급 결정
- 졸업 종합고사에 합격해야 졸업 가능
	재 정
-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부모 부담은 없으며(교과서도 학교에서 지급),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부담, 사립의 경우 학부모 부담
•국

가 : 교원 및 행정요원 급여 부담

•지방정부 : 잡무고용원 급여, 교육자재, 시설, 건물, 난방 부담

(3) 중학교(Scuola Secondaria di I grado)
	학

제 : 3년제(11-13세) * 의무교육

	교사자격 : 대학의 전공학위 소지하고 공개 채용시험을 통과한 자
	시험제도
- 초등학교 졸업 종합고사 합격자가 중학교 입학자격 취득
- 입학시험은 없으며 지역별로 배정
- 학년말 고사로 진급 결정
- 졸업 종합고사에 합격해야 졸업 가능
	재 정
-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없으며(단, 교과서는 학부모 부담), 국가 및 지방
정부가 부담, 사립학교의 경우 학부모 부담
•국

가 : 인건비 부담

•지방정부 : 시설, 교육자재, 건물, 난방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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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각 학교는 24학급 이하여야 하며, 1학급의 학생은 25-30명 수준

(4) 고등학교(Scuola Secondaria di II grado)
	학제 : 3-5년제(14-16세 또는 18세)
* 의무교육이 아님.

	시험제도
- 중학교 졸업시험 합격자가 고등학교 입학자격 취득
- 입학시험은 없으며 지역별로 배정
- 학년말 고사 결과 3과목 이상 낙제인 경우 유급
- 졸업년도에 고등학교졸업자격시험 실시
	종 류
- 일반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5년제, 한국의 문과 해당) - Liceo Classico
•과학고등학교(5년제, 한국의 이과 해당) - Liceo Scientifico
•언어고등학교(5년제) - Liceo Linguistico
- 교원고등학교(Teachers Training High School)
•사범고등학교(4년제 : 초등학교 교사 양성)
•교원훈련학교(3년제 : 유치원 교사양성)
- 기술고등학교(5년제, 직업학교, 이론 중심) : 8개 분야(Agricultural, Commercial,
Surveying, Nautical, Aeronautical, Industrial, Social Active, Tourism)
- 직업전문고등학교(3-5년제, 직업학교, 실습 중심) : 6개 분야(Agricultural, Industrial,

Italy

Technical, Sanitary, Commercial, Hotel)
- 예술고등학교(3-5년제)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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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는 교육세(100-120유로)와 교과서 비용을 부담하며, 학교의 특수활동 및 특수

VI

시설 경비를 학부모회가 결정하고 부담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정부 부담

사회 문
· 화 교
·육

•국가 : 교원 급여 부담
•지방정부 : 행정직원 및 잡무고용원 급여, 시설, 교육자재, 건물, 난방비 등 부담

(5) 대 학(Università)
	학제 : 3-5년제
- 3년제 제1단계 학사학위 + 2년간 제2단계 전문학사학위(5년제로서 기존의 Laurea
학위)
•제1단계 학사학위만을 취득한 자는 제1단계 석사학위과정에만 진학 가능
•제2단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제2단계 석사학위과정, 연구 박사과정 또는
Scuola di specializzazione에 진학가능
- 단, 의대는 6년, 공대 및 건축대는 5년
	시험제도
-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Maturità) 합격자는 졸업시험 성적으로 전공과목 및 대학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입학인원(정원) 제한이 없고 지역제도와 무관
- 3년제 학사학위과정은 180학점 취득, 5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은 120학점을 추가하
여 총 300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이 통과되어야 졸업 가능
-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약 10%만이 대학졸업

(6) 음악전공 교육기관
	국립음악원(Conservatorio)
- 5-10년제 과정으로 전문 음악인 양성에 필요한 기초적인 전 과목을 이수하는 국립음
악교육기관
- Diploma 수여

이탈리아 개황

69

	아카데미아(Accademia)
- 국립음악원 2년제 상급교육과정으로 일반 사설 음악교육기관과 구별되며, 국립과 사
설 교육기관의 차이는 ‘정규학사과정 졸업증서발급’ 여부
- 전문연주인의 자질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고 과정의 음악 교육기관
	재 정
- 학부모는 교육세 및 교재만 부담
- 기타 경비는 국고 부담

(7) 직업학교(Vocational Training School)
	주정부에서 운영하며, 보통 3년제

(8) 사립학교
	민간재단/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있으며, 국립학
교에 비해 교육비가 높아 전체 학생의 5-10%만 취학
	국립학교보다 시설, 교육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6
가

사회보장제도
노동자 복지제도

Italy

(1) 헌법, 법률상 보장
	헌법 38조 및 관련 법률은 노동자의 사고,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에 대한 복지를 보장
	헌법 39조에 의거, 노조결사 등 제노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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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제도

VI

	매월 총소득의 약 40.6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연금, 가족수당, 실업수당, 퇴직수당

사회 문
· 화 교
·육

등의 혜택을 수혜
- 피고용자의 경우는 총소득의 8.89%에 해당하는 기여금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31.8%
는 기업주가 부담
	연금수혜 연령은 남자 66세 7개월, 여자 65세 7개월이며, 2019.1.1.부로 각각 5개월 연기
예정
	취업 중 타의로 실직, 노동부 산하 지방 취업 알선소에 실업자로 등록된 경우 실업수당
지급

(3) 보험 관리기관
	근로자의 약 90%인 약 2천만 명의 기여금과 수당을 종합관리하고 있는 사회보험청
(INPS : I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 노동자 재해보험기관인 INAIL,
기타 전문직종에 따른 20여개의 보험 관리기관 존재
	노동부는 20개주와 94개군에 노동감독청과 취업알선사무소를 설치하여 각각 노동관
련 법규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실업자의 취업 알선 및 관리

나

노조 조직

	전국규모 주요 노조기관은 CGIL, CISL, UIL 등 3대 노조가 있으며, 기타 자영노동자 그룹
인 CISAL이 존재
	주요노조별 특징
- 이탈리아 노동자 총연맹(CGIL : 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 1944년
설립, 좌파연합 지지기반, 가입자 약 560만 명(이중 54%인 280만명이 연금수혜자)
- 이탈리아 노동자 노조연맹(CISL : 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 :
1950년 설립, 가톨릭계 정당지지 기반, 가입자 약 430만 명(이중 51%인 220만명이 연
금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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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노조연합(UIL : Unione Italiana del Lavoro) : 1950년 설립, 구사민, 사회당 지
지기반, 가입자 약 200만 명(이중 28%인 56만명이 연금수혜자)
- 이탈리아 자영노동자 노조연맹(CISAL : 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i Autonomi
Lavoratori) : 약 10여개 업종별로 조직된 자영노동자 노조 조직을 전국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연맹으로 가입자는 약 170만 명

다

의료보장제도

(1) 개 요
	1977년부터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전 국민이 총소득의 6-7%에 해당하는 의료세를
납부하고 국가는 국가보건계획에 의거, 의료혜택을 부여하여 왔으나 1999.1.1부터 동
의료세를 폐지, 소득세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보험개념이 아닌 무소득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해 의료 보장

(2) 조 직
	국립의료자문회의 등이 국가보건계획을 입안하고, 지방 정부에 예산을 할당
	지방정부는 관할병원 및 단위보건소(USL : Unita Sanitaria Locale)를 지원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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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병원 및 단위보건소, 약국 등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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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국 방

1. 개관
2. 국방기관 현황
3. 방산 현황

1
가

개 관
군의 임무

	이탈리아 국방백서에 명시된 군의 임무는 국가방위, 대서양과 지중해 지역 방위, 국제 평화
유지 및 안보 기여, 특수임무 및 합동작전 수행으로 구분

나

병력규모

	주재국 병력의 규모는 295,066명(2019년 기준)
	군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다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군사경찰군

계

295,066

104,534

38,063

43,813

108,656

장교

24,098

10,564

4,005

5,400

4,129

준/부사관

106,760

22,864

14,428

26,534

42,934

병

142,896

63,839

10,079

7,843

61,135

군무원

21,312

7,267

9,551

4,036

458

국방예산

	2020년 기준 국방예산은 231억 유로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국방 총 예산

인 력

훈 련

전력투자

계

23,104.08

10,365.8

2,146.7

2,810.7

Italy

※ 국방예산 중 인력, 훈련, 전력투자 예산 기재, 기타 예산 항목 생략

라

병역 제도

	n.226/2004 법률에 근거하여 2005.1.1일자로 징병제 유예조치 및 지원제(모병제)를 도입하

76

였으며, 국가위기 상황 발생시 징병제 부활 및 전역자 재입대 제도 시행 가능
	병역제도의 변화는 군의 역할이 전통적인 국방안보의 의무에서 국제평화유지 및 안정화
작전 참여까지 확대되는 한편 특수한 국제환경 군사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

VⅠI

문적 직업군인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서 기인

국
방
  

2
가

국방기관 현황
국방부

	국방장관의 임무는 작전분야와 기술·행정분야로 구분되며, 전자는 국방참모총장이 후자는
국방사무차관(병기본부장 겸임)이 담당
* 현 국방장관은 로렌초 궤리니(Lorenzo GUERINI)

나

국방참모본부

	국방 참모총장은 국방관련 장관에 대한 최고 보좌책임자로서 군사작전 지침을 작성 및 하
달하며 군사작전에 관해 각 군 총장을 통제
* 현 총장은 엔초 베차렐리(Enzo VECCIARELLI) 육군대장

다

육군

	1861년 왕립육군으로 창설되었고, 1999년 최초로 여군을 모집
	육군의 주요임무로는 국가영토 수호, NATO 및 유럽연합 연합작전 참여 및 상기 지역의 이
익보호,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 특별재난이나 위급사항 발생 시 투입 등으로 구분
* 현 육군참모총장은 살바토레 파리나(Salvatore FARINA) 중장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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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군

	1861년 왕립해군으로 창설
	해군의 주요임무는 국가 및 NATO, 유럽연합의 해역에서 국가이익 보호,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국내외 작전 실시, 해상교통로 보호 및 안전을 위한 기여로 구성
* 현 총장은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Giuseppe CAVO DRAGONE) 중장

마

공군

	1923년 왕립공군으로 창설
	공군의 주요임무는 국가적으로는 항공지역 수호, 전투준비태세 유지, 재난구조, 다른 군과
의 협력 및 작전 지원 등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NATO 시스템 내에서의 영토수호 및 연
합작전 참가, NATO, 유럽연합조약에 따른 작전 지원태세 완비 등 포함
* 현 총장은 알베르토 로쏘(Alberto Rosso) 중장

바

군사경찰군

	1816년 프랑스 헌병을 모델로 창설되었으며, 2000년까지는 육군에 통합되어 운영되다가
독립
	군사경찰군의 주요임무는 군사적으로는 조국수호, 국내외 군사작전 참가, 국제조약에 의한
해외 군사경찰군 작전 참가 등이 있으며, 경찰 임무로서는 공공의 치안과 안전을 보호하며,
국가적 재난발생시 시민들을 구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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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사령관은 테오 루치(Teo LUZI)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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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방산 현황
방산수출 현황

VⅠI

	세계 방산수출시장의 2%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 대

국

상 지역을 확대

방
  

	주요 수출품목은 항공기, 헬기, 레이더 및 전자시스템, 방어 및 보안 시스템, 함정시스템, 함
포등

나

방산 수·출입 실적
(단위: 만불)

구 분

’
16

’
17

’
18

’
19

계

수출

16.7

66.5

896

270.9

1,250.1

수입

468.3

1,246.5

999.8

492.5

3,207.1
출처 : 이탈리아 외교부

다

주요 방산업체 : Leonardo사

	레오나르도는 이탈리아 최대 방산업체로서 주식의 30.2%를 정부(경제재무부)가 소유
	총 직원수는 약 45,600명으로 2020년도 영업이익이 134.1억 유로에 달하며, 연 수익의 11%
를 기술개발 혁신에 투자
	총 사업 분야는 7개 영역으로서 헬기, 항공기, 항공기 구조, 우주, 지상 및 해상장비, 방어체
계, 보안 및 정보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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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정무 관계
2. 경제·통상 관계
3. 문화·홍보 관계
4. 영사 관계
5. 협정체결 현황
6. 이탈리아 소재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1
가

정무관계
외교 관계 수립

(1) 교류 및 수교
	한국-이탈리아 교류는 16세기말 임진왜란 이후 일본, 중국에 체류하던 이탈리아 신부
들을 통한 간접교류로 시작
	1866.8월 일본·이탈리아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탈리아인들의 일본 방문이 활
발해지면서 이탈리아의 한국에 대한 관심 제고
- 1880.8월 Vettor Pisani호 함장인 디 사보이아(Di Savoia)가 원산항에 정박하고 수교
를 요청하였으나 불발
	1884.6.26에 독판교섭통상사무 김병시와 이탈리아 특명전권대신 페르디난도 데 루까
(Ferdinando de Luca, 주중 흠차대신)간에 한·이 수호통상조약 및 부속통상장정, 한·이
수호통상조약 세칙 및 세칙장정 서명
- 1886.7.24 한양에서 전권대신 서상우와 크라비오사(Federico Craviosa) 해군총병관
사이에 비준서 교환
	양국 간의 외교관계는 1905.11월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될 때까지 지속

(2) 재수교
	한국전쟁 발발 당시 UN 회원국이 아니었던 이탈리아는 국제적십자연맹과 보조를 맞
추어 1951.11월 이탈리아 제68 적십자병원 부대를 파한하여 1955.1월 철수할 때까지 의
료 지원과 구호활동 실시
- 연인원 189명의 의료부대(영등포 우신초등학교 소재)가 23만명 치료(입원환자 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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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외래환자 222,885명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양국은 1956.11.24 국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1957년 양국
에 설치된 공사관을 1959.4.16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대사관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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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양국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국가원수 간 기념 메시지 교환 등 다양한
수교기념사업 실시
	2004.6월 양국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 한·이탈리아 포럼을 로마에서 개최하
고 문화행사 등 다양한 수교 행사 개최
	2014.6월 양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한·이탈리아 창조경제 비즈니스 포럼을 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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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정무·경제·문화 행사 개최

1884.6.26

한·이 수호통상조약 체결

1886.7.24

한·이 수호통상조약 비준서 교환

1897.1

민영환 구주 6국 공사에 임명

1897.8

Pansa 주중국 흠차대신, 조선 겸직

1898.5

성기운 이탈리아, 영국, 독일 전권공사에 임명

1902.1.12

민영돈 주이탈리아 특명전권공사에 임명

1902.2.27

Di Malgra 주한 이탈리아 상주영사 부임

1902.11

Carlo Rossetti 영사 부임

1903.5

Attillio Manaco 공사 겸 총영사 부임

1951.11-55.1

이탈리아 제68 적십자병원 부대 한국에 파견

1956.11.24

국교 재수립에 합의

1957.7.4

김영기 초대공사 신임장 제정

1957.9.18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공사관 개설

1957.12.17

주한이탈리아 공사관 개설

1958.2.17

Giorgio Spalazzi 초대 주한 공사 신임장 제정

1959.4.16

양국 공사관 대사관으로 승격(한·이 공동성명)

1959.9.9

김영기 초대대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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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외교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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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9.2

Giorgio Spalazzi 초대대사 신임장 제정

1961.6.25

이종찬 대사(2대) 신임장 제정

1961.11.4

Gabriele Paresce 대사(2대) 신임장 제정

1966.8.29

Dr. Mario Filo della Torre Santa Susanna 대사(3대) 신임장 제정

1967.9.25

유재홍 대사(3대) 신임장 제정

1969.10.21

Dr. Giuliano Bertuccioli 대사(4대) 신임장 제정

1971.2.12

문덕주 대사(4대) 신임장 제정

1975.2.4

상호 대사(5대) 신임장 제정

1976.8.27

Mario Crema 대사(5대) 신임장 제정

1978.7.12

주밀라노 총영사관 개설(초대총영사 : 변정현)

1979.7.11

안광호 대사(6대) 신임장 제정

1979.12.14

주나폴리 명예영사 임명(초대 명예영사 : Antonio Spagna Musso)

1981.4

이원호 제2대 주 밀라노 총영사 부임

1981.10.15

Emanuele Costa 대사(6대) 신임장 제정

1982.2.28

주밀라노 총영사관 폐쇄

1982.10.18

지연태 대사(7대) 신임장 제정

1985.5.30

이남기 대사(8대) 신임장 제정

1985.10.4

Graziella Simbolotti 대사(7대) 신임장 제정

1989.4

김석규 대사(9대) 신임장 제정

1990.4

Dino Volpicelli 대사(8대) 신임장 제정

1992.4.30

이기주 대사(10대) 신임장 제정

1994.2.1

Guido Martini 대사(9대) 신임장 제정

1995.4.27

신두병 대사(11대) 신임장 제정

1998.2.10

Carlo Trezza 대사(10대) 신임장 제정

1998.6.25

정태익 대사(12대) 신임장 제정

주밀라노 명예총영사 임명

2000.9

김석현 대사(13대) 신임장 제정

2002.5.1

Francesco Rausi 대사(11대) 신임장 제정

2002.10

송영오 대사(14대) 신임장 제정

2004.9

조영재 대사(15대) 신임장 제정

2006.5.26

주 파도바, 팔레르모 명예영사 임명

2006.8.23

Massimo Andrea Leggeri 대사(12대) 신임장 제정

2007.9.18

김중재 대사(16대) 신임장 제정

2007.10

주파도바, 팔레르모 명예영사 임명

2008.12

주밀라노총영사관 개설(주밀라노명예총영사는 해촉)

2010.10.6

김영석 대사(17대) 신임장 제정

2011.2.8

Sergio Mercuri 대사(13대) 신임장 제정

2011.7.12

주풀리아(바리) 명예영사 임명

2013.9.11

배재현 대사(18대) 신임장 제정

2014.12.20

Marco della Seta 대사(14대) 신임장 제정

2015.6.17

이용준 대사(19대) 심임장 제정

2017.5.18

최종현 대사(20대) 신임장 제정

2019.5.23

권희석 대사(21대) 신임장 제정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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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0.1.25

정무 분야 협력

(1) 정무 분야 협력 개요
	양국 관계는 2000년 한국 정상의 첫 이탈리아 방문 이래 10여년간 양국 정상의 방문이
9차례나 성사되고 G20 등 다자회의 계기의 양자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그 격과 중요성이 크게 제고
	이탈리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2000.1월 G7국가 중 최초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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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와 신뢰 증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일관되
게 지지하면서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
인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 견지
- 2017.10월 북한 신임대사 신임장 접수 거부 및 강제 출국
	이탈리아는 2014년 ASEM 정상회의 주최 및 EU 의장국 수임, 2015년 EXPO 주최,
2017년 G7 의장국 및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2021년 G20 의장국 수임 및 세
계보건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무대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국은 UN,
ASEM, G20, EU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조
	유엔 안보리 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은 “합의를 위한 연합” (UfC)의 핵심멤버로 적
극 협조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공조 원활

(2) 정무 분야 협의체 운영 현황
	양국 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외교부간 정책협의회를 5차례 개최
- 제1차 : 1995. 6월 로마 개최(이시영 차관-스카마카 차관)
- 제2차 : 1999.10월 서울 개최(선준영 차관-마르텔리 차관)
- 제3차: 2007. 9월 서울 개최(심윤조 차관보-베르네티 차관)
- 제4차 : 2010. 3월 로마 개최(신각수 차관-크락시 차관)
- 제5차 : 2012. 5월 서울 개최(안호영 차관-데 미스투라 차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공식 이탈리아 방문 계기 양국 외무차관간 전략대화 개최가 합
의 되었으며 1차례 개최
- 제1차 : 2020.10월 화상 개최(최종건 차관-Di Stefano 차관)
※ 코로나19 발발로 화상 개최

	이탈리아는 한반도 평화정착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신뢰구축 도모를 위해 200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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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매년 남북한 및 관련국 인사를 초청, 비공식 라운드테이블(일명 코모 세미나)을 개최
해왔으나, 2009년부터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중단
- 2002년 : 대북전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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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 북한 경제개발 지원
- 2004년 : EU-북한관계 지원
- 2005년 : 동북아에서의 협력적 안정
- 2006년 : 북한핵실험으로 취소
- 2007년 : 북핵 및 6자회담

VIII

- 2008년 : 6자회담 및 북한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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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 분야 협력 현황
1) 한국전 관련
	한국전 당시 이탈리아는 적십자 군사본부 소속 제68 야전병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영등포 지역(현 우신초등학교 위치)에 병원을 개설하고, 총인원 23만명에 대한 의료지
원 활동 실시
	참전용사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용사는 조반니 리볼디(Giovanni Riboldi) 옹으로 이탈리
아 북서부 해안마을인 피에뜨라 리구레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중
2) 군사교류 현황
	한측 인사의 이탈리아 방문
- 공군총장('95.5), 육군총장('02.5), 해군총장('08.2), 기무사령관('11.2), 정보본부장
('11.6), 기무사령관('16.5), 국과연 소장('19.5), 합참대 총장('19.6)
	이탈리아측 인사의 한국 방문
- 국방차관('95.5), 육군총장('00.10), 해외정보원장('11.5), 국방정보국장('12.9), 국방장관
('13.7.26), 병기본부장('14.11), 해외정보원장('15.9), 국방차관('17.9), 병기본부장('21.6)
	한국측 이탈리아 방문(교육)
- 합동참모대 1명(소령) 위탁교육(1년 과정, 매년)
- 국제군사경찰과정 2명(중령)
- 나토국방대 1명(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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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생도 상호교환방문(1주일, 매년)
- 공사생도 상호교환방문(1주일, 매년)
- 해군 순항훈련 전단 입항/친선교류(2∼3년 간격)
	이탈리아측 한국 방문(교육)
- '89.1-'90.3 육군대학 수학 (Fabrizio Salerni 예비역 준장)
- 육사 및 공사생도의 상호 단기 교환방문 시행중

다

친선단체 현황

(1) 한·이 의원친선협회
	우리측 회장단
- 최초 결성일 : 1978.3.10
- 회장 : 홍영표 의원
- 부회장 : 박찬대 의원, 소병철 의원
- 이사 : 도종환 의원, 민형배 의원, 황운하 의원, 성일종 의원

(2) 한국전 참전용사회
	설 립 일 : 1985.2.23 한국전 참전 병원선 귀국 30주년 계기 결성
	회

장 : Dr. Ragazzoni

	생존회원 : 1명
※ 참전용사 후손을 중심으로 참전협회 재구성 추진중
※ 이탈리아의 한국전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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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부대 : 제68 적십자병원
- 참전인원 : 연인원 189명
- 참전기간 : 1951.11-1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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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위치 : 영등포 우신초등학교
-성

과 : 23만명 치료(입원환자 7,250명, 외래환자 222,885명 등)

(3) 이·한 의원친선협회
	설 립 : 1973.12.17

VIII

	회 장 : Ivan Scalfarotto(민주당,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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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원 : Nadia Pizzol(리그, Lega), Andrea Orsini(전진이탈리아, FI), Giuseppina
Occhionero(비바이탈리아, VI), Manuel Vescovi(리그, Lega), Loredana Russo(오
성운동, M5S), Marta Grande(오성운동, M5S), Umberto Buratti(민주, PD), Marco
Di Maio(비바이탈리아, VI), Nicola Caré(민주, PD), Diego Zardini(민주, PD), Lia
Quartapelle(민주, PD), Osvaldo Napoli(용맹이탈리아, CI), Gabriele Toccafondi (비바
이탈리아, VI), Antonio Tasso(혼합, Mix)

라

주이탈리아 명예영사관 현황
	주팔레르모 명예영사
-성

명 : Antonio di Fresco

- 전화번호 : 091-226178
	주제노아 명예영사
-성

명 : Gregorio Gavarone

- 전화번호 : 010-249-8232
	주나폴리 명예영사
-성

명 : Dario Scalella

- 전화번호 : 335-648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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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피렌체 명예영사
-성

명 : Riccardo Gelli

- 전화번호 : 055-5048-516
	주제노바 명예영사
-성

명 : Carlo Cavalleri

- 전화번호 : 010-5455-5111
	주몰타 명예영사
-성

명 : Matthew Sullivan

- 전화번호 : +356-22-296-164

2
가

경제·통상 관계
경제관계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G7, G20, OECD, EU 등 다자경제협력의 틀을 통해 이탈리아와
경제정책 공조 지속 강화
	양국간 경제협력은 이탈리아 시장 및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등 다원적인 특성을 가진 점을 감안, 전시회 참가, 경제사절단 방문, 경제·투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 노력 전개
- 이탈리아 기업의 한국 투자유치, 한국 상품의 이탈리아 진출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노력
경주
	우리 중소기업 육성 관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탈리아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확대를

Italy

위한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 중소기업협력 세미나 개최 등 노력
	경제사절단 상호 방문,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정부 및 기업 차원의 교류 활성화
- 2014.6월 수교 130주년 기념 한-이탈리아 창조경제 비즈니스 포럼 개최(밀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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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3월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100여명 경제사절단 방한
- 2017.10월 대사관 주최로 중소기업협력 세미나 개최(로마)
- 2015.12월-2019.12월 대사관 주최로 비즈니스 포럼 7회 개최(밀라노 5회, 로마와 시칠리아
각 1회)
	각종 예술·문화·학술 교류를 국가, 경제, 상품 이미지 제고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강구

나

VIII

통상 관계

우리나라와의 관계

	양국 교역은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 2018년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으
며, 2019년 수출 16.0% 감소, 2020년 14.6% 감소함에 따라 2020년도 교역액은 98억 7000
만 달러로 감소
	對이탈리아 무역수지는 한국이 적자를 보이는 구조로 2014년 27.9억 달러의 최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고 2020년 기준 한국은 34.3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 2020 한-이탈리아 교역현황(한국무역협회)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액(한→이)

3,163

3,758

4,494

3,773

3,221

수입액(이→한)

5,425

5,696

6,303

6,449

6,649

수출증감률

-10.4

18.8

19.6

-16.0

-14.6

수입증감률

-6.9

5.0

10.7

2.3

3.1

무역수지

-2,261

-1,938

-1,808

-2,675

-3,428

교역규모

8,588

9,454

10,796

10,223

9,871

< 시기별 한국상품의 이탈리아시장 점유율 >
2001

2006

2011

2016

이탈리아 시장 점유율(%)

0.89 (22위)

1.05 (20위)

0.81 (27위)

0.81 (25위)

세계시장 점유율(%)

2.5

2.7

3.1

3.1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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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는 2020년 기준 한국의 26위 수출대상국이자 14위 수입대상국으로, 유럽내 수출
대상국으로는 5위(독일,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이자, 수입대상국 3위(1위 독일, 2위 네덜란
드)를 차지
	전체 교역 기준 20위 국가로 한국과 이탈리아는 교역규모 기준 전 세계에서 9위(한국)와
10위(이탈리아)를 기록한 세계 10대 교역대국
	한국의 수출품은 승용차를 제외하면 주로 부품류 및 원자재이며, 수입품은 고급 소비재가
대부분

< 對이탈리아 10대 수출입품목(2020) >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372

-47.4

가방

1,304

22.3

2

합성수지

269

-32.3

신발

497

9.7

3

기타정밀화학제품

260

581.3

의약품

308

11.2

4

열연강판

204

-9.9

직물제 의류

295

-1.7

5

냉연강판

199

-22.3

승용차

214

-16.1

6

의약품

105

86.6

편직제 의류

209

10.0

7

자동차부품

90

-13.5

쥬얼리

167

23.4

8

아연도강판

87

-3.5

나프타

144

427.5

9

전기자동차

83

260.2

기타정밀화학제품

118

44.8

10

축전지

72

104.7

원동기

88

13.1

3,221

-14.6

합 계

6,649

3.1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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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한국 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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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이탈리아 10대 수출품목 및 비중변화 >
순위

2006년
품

목

2016년
비중(%)

품

목

2020년
비중(%)

품

목

비중(%)

승용차

27.91

승용차

19.03

승용차

11.55

2

무선전화기

21.69

합성수지

12.23

합성수지

8.35

3

선박

6.09

열연강판

8.22

기타정밀화학제품

8.07

4

냉연강판

5.34

냉연강판

4.70

열연강판

6.33

5

합성수지

3.31

금속절삭가공기계

3.03

냉연강판

6.18

6

금속절삭가공기계

2.21

지동차부품

2.75

의약품

3.26

7

냉장고

1.57

타이어

2.39

자동차부품

2.79

8

타이어

1.41

아연도강판

2.07

아연도강판

2.70

9

열연강판

1.34

기타정밀화학원료

1.67

전기자동차

2.58

10

건설중장비

1.33

폴리에스텔섬유

1.38

축전지

2.24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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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한국 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對이탈리아 10대 수입품목 및 비중변화 >
순위

2006년

2016년

2020년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직물제의류

5.12

가방

10.77

가방

19.61

2

의약품

4.73

의약품

5.10

신발

7.47

3

자동차부품

3.20

신발

4.72

의약품

4.63

4

편직제의류

2.67

직물제의류

4.05

직물제 의류

4.44

5

원동기

2.58

밸브

3.24

승용차

3.22

6

기타정밀화학원료

2.55

승용차

3.03

편직제 의류

3.14

7

현악기

2.18

편직제의류

2.12

쥬얼리

2.51

8

기타가죽

2.16

원동기

2.04

나프타

2.17

9

기타가구

2.14

주철

1.84

기타정밀화학제품

1.77

10

금속절삭가공기계

2.12

기타정밀화학원료

1.82

원동기

1.32

* 자료원: 한국 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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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

	투자현황(신고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 對한국 투자(2020년말 누계) : 331건, 8억4,858만 달러
※ 2020년 對한국 투자는 13건, 9천3백만 달러

- 對이탈리아 투자(2020년말 누계) : 365건, 11억7,300만 달러
※ 2020년 對이탈리아 투자는 15건, 6천3백만 달러

	(對한국 투자) 중소기업 중심인 이탈리아 산업구조상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전반적으
로 활발하지 않으며, 주요 산업 기반과 수요시장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주요 신흥시장
투자 대상국이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집중되어 對한국 투자는 미미
	화학 분야 굴지의 기업인 Versalis가 1억 4천만불을 투자, 2013년에 롯데케미컬과 Joint
Venture(50:50)를 설립하고 2017.11월부터 여수에서 특수합성고무 생산 공장을 완공·운영중
	중장비 부품업체인 Usco가 2011년 경남 진주 소재 케이유티사 지분을 100% 인수한 것 등
이 성공적인 한국 투자 사례

< 이탈리아 對韓 투자 동향 >
(단위 : 천달러)

연 도

이탈리아의 대한 투자
신고건수

신고금액

업체수

투자금액

2018년

10

4,803

5

7,746

2019년

12

55,123

10

52,911

2020년

13

92,528

8

51,479

총계(1988~2020년)

331

848,577

164

519,065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對이탈리아 투자) 우리 기업들의 對이탈리아 투자는 의류, 무역업,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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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출형태는 현지 판매법인 및 지사 설립이 주류
	POSCO(2013.10월 베로나 소재 이탈리아 스테인리스 메탈공장을 인수), 세아제강(2014.2
월 파도바 소재 이탈리아 철강업체를 인수)이 이탈리아 기업을 인수하여 영업 및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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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의 융화에 성공적으로 운영중
	주요 진출 기업은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대한항공,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
링, 삼성패션, 세아제강, 셀트리온, 아시아나, 이노션, 제일기획, 포스코, 한국타이어, 현대모
비스, 현대상선,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효성, GS건설, LG전자, LG화학, LG 패션, 대
한항공, 아시아나, 씨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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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對이탈리아 투자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건)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18

38

14

33

59

2019

20

8

208

271

2020

15

5

63

31

총계(1968~2020년)

365

141

1,173

1,016

우리나라와의 관계

연도

출처 : 수출입은행

라

항공 협력

	1991.6

대한항공 여객기 서울-로마 취항

1991.10 대한항공 및 Alitalia 화물기 서울-밀라노 취항
	2009.2 	한-이 항공회담 개최, 양국 간 항공기 운항 횟수 및 노선 확대 : 여객(주 2회→ 14
회), 화물(주 3회→ 9회), 노선(1개→ 3개)
	2013.1
2015.6

한-이 항공회담 개최 : 화물(주 9회→ 12회), 중간이원지점(3개→7개)
아시아나 여객기 서울-로마 취항

	2016.3 	한-이 항공회담 개최 : 여객(주 14회→ 21회), 화물(12회→3/4자유는 14회 증가, 5
자유 12회 유지), 노선(3개→4개), 중간이원지점(7개 유지)
	2018.5

아시아나 여객기 서울-베니스 취항
※ 2020.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 여객기 취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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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질협력 분야 정부간 협의체 현황

(1)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관련근거 : 한·이 경제협력협정(1982.5 발효) 제4조
1983.11 제1차 회의 개최(서울)
※ 수석대표 : 우리측 노재원 외무차관, 이측 Corti 외무차관

1985.12 제2차 회의 개최(로마)
※ 수석대표 : 우리측 유종하 제2차관보, 이측 Corti 외무차관

1989.1

제3차 회의 개최(서울)
※ 수석대표 : 우리측 홍순영 제2차관보, 이측 Bonalumi 외무차관

1999.11 제4차 회의 개최(로마)
※ 수석대표 : 우리측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 이측 Martelli 외무차관

2002.10 제5차 회의 개최(서울)
※ 수석대표 : 우리측 박상기 지역통상국장, 이측 Martini 아·태국장

2005.10 제6차 회의 개최(로마)
※ 수석대표 : 우리측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 이측 Bettamio 외교차관

(2)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관련근거 : 1984.2 한·이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정부 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 관련근거 : 한·이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84.2 발효) 제4조
제1차 회의 개최 (서울, 1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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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회의 개최 (로마, 1988.4)
제3차 회의 개최 (서울, 1991.7)
※ 수석대표 : 우리측 과기처 기술협력국장, 이측 외무부 문화국장

96

제4차 회의 개최 (로마, 1994.12)
※ 수석대표 : 우리측 과기처 연구기획조정관, 이측 외무부 문화국장

제5차 회의 개최 (서울, 1996.9)
※ 수석대표 : 우리측 과기처 기술협력국장, 이측 주한대사

제6차 회의 개최 (로마, 2001.2)

VIII

※ 수석대표 : 우리측 과기부 과기협력국장, 이측 외교부 문화국장

제7차 회의 개최 (서울, 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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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대표 : 우리측 과기부 차관, 이측 교육·대학·연구부 차관

제8차 회의 개최 (로마, 2006.12)
※ 수석대표 : 우리측 과기부 과기협력국장, 이측 외교부 문화국장

제9차 회의 개최 (서울, 2009.12)
※ 수석대표 : 우리측 교육과학부 국제협력국장, 이측 외교부 과학기술담당국장

제10차 회의 개최 (로마, 2012.11)
※ 수석대표 : 우리측 교육과학부 글로벌협력담당관, 이측 외교부 과학기술협력팀장

제11차 회의 개최 (서울, 2017.11)
※ 수석대표 : 우리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이측 외교부 연구혁신국장

제12차 회의 개최 (화상, 2021.3)
※ 수석대표 : 우리측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이측 외교부 연구혁신국장

	우리측은 한국과학재단(KOSEF), 에너지자원연구소(KIER),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
센터(RDCER) 등이, 伊측은 국가과학심의회(CNR) 산하의 에너지연구소(TAE), 에너지
환경연구소(ENEA) 등이 참여

(3) 중소기업 협력 위원회
	2000.3 대통령 이탈리아 방문시 ‘중소기업협력 공동선언’ 발표
- 2000.7월 산자부 장관과 이탈리아 산업통상장관간 ‘중소기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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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6 제1차 한·이 중소기업협력위 개최(서울)
- 전기·전자, 부품, 정밀기계, 섬유패션, 환경장비 등의 산업협력 활성화 추진 합의
	2006.10 제2차 한·이 중소기업협력위 개최(로마)
- 양국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합의

(4) 산업기술협력 위원회
	2014.10 정상 이탈리아 방문 계기 한-이탈리아 산업기술협력 MOU 체결하고 동 MOU
에 근거, 산업기술협력 위원회 개최
	제1차 회의 개최 (로마, 2015.11)
※ 수석대표 : 우리측 산업부 1차관, 이측 경제개발부 차관

	2000.3월 대통령 이탈리아 방문시 ‘산업디자인협력 공동선언’ 발표
- 2000.7월 산자부 장관-이탈리아 산업통상장관 간 ‘산업디자인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06.4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와 피에몬테주 상공회의소 국제협력센터
(CECCP) 간 산업디자인협력약정 체결

바

KOTRA 및 민간 부문 경제협력 현황

(1) KOTRA-이탈리아 해외무역공사(ICE) 간 협력
	1980년, 1984년, 1999년, 2014년, 2018년 무역투자협력 MOU 체결
	2015.6 밀라노 엑스포 계기 KOTRA 주최 투자유치 설명회(밀라노)에 ICE 사장 축사
	2015.9 KOTRA 주최 Italy M&A Deal Sourcing Plaza 행사(서울)에 ICE 협조

Italy

	2016.3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이탈리아 대표단 방한) 개최 관련 협조
	2017.6 KOTRA 주최 한-이탈리아 상생협력 포럼 행사(밀라노) 협조
2018.10 KOTRA 주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로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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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해외무역공사(ICE : Istituto nazionale per il Commercio Estero, Italian Trade Commission)

- 설 립 일 : 1926년 농산물 수출진흥기관으로 발족
- 성격 :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정부투자관리)
- 주요업무 : 국제무역동향 조사, 해외시장 조사 및 무역 정보 수집, 이탈리아 수출상품
해외홍보, 전시회 개최 등
- 해외 79개 무역관 운영

VIII

- 서울 지사 : 1979년 설치(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번지 이마빌딩 12층,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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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0811, FAX : 757-2927, 이메일 : seoul@ice.it)

(2) 한·이 경제협력위원회(Korea-Italy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1976.12월 양국 전경련 주관 민간 경제협의회로 시작
개최현황
- 1980.8

제1회 합동회의 개최(서울)

- 1984.11

제2회 합동회의 개최(서울)

- 1985.6

제3회 합동회의 개최(로마)

- 1989.6

제4회 합동회의 개최(서울)

- 1996.6

제5회 합동회의 개최(로마)

- 2000.3

제6회 합동회의 개최(밀라노)

- 2007.4

제7회 합동회의 개최(서울)

(3) 과학기술협력 포럼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개최되는 포럼으로 에너지, 생명공
학,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발표로 진행
	개최현황
- 2003.9

제1차 과학기술협력 포럼(서울)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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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

제2차 과학기술협력 포럼(피사)

- 2007.4

제3차 과학기술협력 포럼(서울)

- 2010.6

제4차 과학기술협력 포럼(나폴리)

- 2014.9

제5차 과학기술협력 포럼(서울)

- 2018.11

제6차 과학기술협력 포럼(토리노)

기타

사

	KOTRA는 밀라노 무역관 운영중
- 관장 1명, 차장 1명, 과장 1명 외 현지 인력 근무
	우리 지상사 현황
- 밀라노에는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대한항공,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패션, 세아제강, 셀트리온, 아시아나, 이노션, 제일기획, 포스코, 한국타이어, 현대모비
스, 현대상선,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효성, GS건설, LG전자, LG화학, LG 패션 등
이 주재(2020년 기준)
- 로마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재
- 제노바에는 씨젠 주재

3
가

문화·홍보 관계
개요

Italy

	양국간 문화교류는 1970.3월 발효된 한·이탈리아 문화협정 체결 이후 지속 증진
	1984년 한·이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에서 시행된 다채로운 기념사업은 양국간 문
화관계 및 기존 우호협력 관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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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간 새로운 문화협정을 2005.10월 서명하고, 이를 근거로 연극 영화, 학술, 교류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상호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한·이탈리아 문화교류계획서를 2007.2월 달레
마 외교부총리 방한시 체결
	로마에 한국문화원 개원(2016.10.26.)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협력사업 및 교류행사를 활발
하게 이행

나

VIII

문화 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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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내 한국학 진흥
이탈리아 내 한국학 강좌 설치
- 1958년 나폴리 동양학대학, 1979년 이탈리아 국립동양학 연구소(ISMEO)에 한국어
강좌가 설치되어 꾸준히 보급
- 3개 국립대학 동양학부에 한국어· 문학 전공 설립
(베니스대학, 로마대학, 나폴리 동양학대학)
※ 베니스대학 카포스카리 대학 (Università Ca’Foscari Venezia)
•국제교류재단에서 1998년 말부터 비정규직 교수 1명 지원
•국제교류재단 2004-2005 원어민 강사 1명 지원
•2012년말 세종학당 신설 (2017년 폐강)
•2017년 시간강사 2명 포함, 총 교원수 4명
※ 로마 사피엔차 대학 (Sapienza Università di Roma)
•학술진흥재단, 2001년 말부터 3년간 비정규직 교수1명 지원
•로마대학 자체 예산으로 2003년부터 원어민 강사 1명 확보
•2005.3월초 석사학위자(Simone Cirillo) 배출
•2006.3월부터 5년간 한국학 부교수직 교수 1명 지원
•2012. 박사학위자 (Andrea De Benedittis) 배출
•2017년 정규교수 1명 포함 총 교원수 4명
※ 나폴리 동양학대학(Università degli Studi di Napoli L‘Orientale)
•1982년 이래 나폴리 동양학대학에 한국인 교수 1명을 파견, 한국학 강의
•1990년부터 이탈리아인 Riotto Maurizio가 한국 유학 후 교육부 지원을 받아 나폴리 동양학대학 한
국학 교수로 강의했으며, 1998.11월 주재국 최초로 한국학 부교수로 임용
•1990년부터 Riotto교수 재직(현재 부교수)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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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D̀urso교수, Burno교수 등은 동 대학 석사과정 이수자
•한국어/문학 교양과정 설립 대학
※ 시에나 외국인 대학 (Università per Stranieri di Siena)
교육·연구학과 - 한국어· 문학과목
•과목설립 2007학년도, 담당교수 정임숙
※ 밀라노 국립 대학 (Università degli Studi di Milano Statale)
어문학과- 한국어·문학과목
•과목설립 2010학년도, 담당교수 조민상
※ 볼로냐 대학 (Università di Bologna)
정치학과 - 극동아시아 정치제도 및 역사
•과목설립 2008학년도, 담당교수 Antonio Fiori 교수
•국제교류재단 지원

한국 관련 서적 번역 및 보급
- 나폴리 동양학과 Maurizio RIOTTO 교수는 외국인 학자로서는 최초로 1996.11월 ‘한
국문학통사'를 집필 및 출판한데 이어 2005.12월 ‘한국사’ 출판

Italy

- 1992년 이후 이문열 작가 소설 등 다수의 한국 문학 작품이 이탈리아어로 번역 출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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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연도

원 서 명

원작자

번역자/공역자

출판사

199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마우리치오 리오토

Giunti Editore

1993

황금알을 낳은 새

이문열

마우리치오 리오토

Giunti Editore

1998

시인 김삿갓

이문열

마우리치오 리오토

Giunti Edit.

1998

한중록

혜경궁홍씨

빈첸차 드르소

O Barra O edit.

2001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

한말숙

줄리에메떼 데니스

O Barra O edit.

2001

그노래 다시 부르지 못하네

이청준

수산나 데오르메

O Barra O edit.

2002

구운몽

김만중

마우리치오 리오토

Sellerio Edit.

2004

홍길동

허균

마우리치오 리오토

O barra O edit.

2004

이어도

이청준

안토넷타 브루노

O barra O edit.

2005

한씨 연대기

황석영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

Baldini C. Dalai

사람의 아들

이문열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

Bompiani

2005

구상시선

구상

빈첸차 드르소

Cafoscarina

2005

아내의 상자

은희경

빈첸차 드르소

Cafoscarina

2006

순간의 꽃

고은

빈첸차 드르소

Cafoscarina

2006

을화

김동리

정임숙

O barra O edit

2006

손님

황석영

옴브렛타 마르켓띠

Baldini C. Dalai

2006

원미동 사람들

양귀자

빈첸차 드르소

Cafoscarina

2007

무기의 그늘

황석영

빈첸차 드르소

Baldini C. Dalai

2007

봉순이 언니

공지영

-

Baldini C. Dalai

200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마우리치오 리오토

Bompiani

2008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김영하

정임숙

O Barra O

2009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빈첸차 드르소

Baldini C. Dalai

2009

고은시선

고은

빈첸차 드르소

Lieto Colle

2011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빈첸죠 민쟈르디

Neri Pozza

2012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파올라 베르딴테

Mondadori

2013

빛의 제국

김영하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

Metropoli d'Asia

2014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신경숙

베네덱타 메를리니

Sellerio

2014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영하

안드레아 데 베네데띠스

Metropoli d'Asia

2015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

Metropoli d'Asia

2016

채식주의자

한강

밀레나 제미라 치치마라

Adelph

2017

소년이 온다

한강

밀레나 제미라 치치마라

Adelph

2017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스님

수산나 오를라오

Monda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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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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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푸른 개 장발

황선미

베레니체 카파티

Bompiani

2018

파친코

이민진

페데리카 메라니

Piemme

2019

어우야담

유몽인

안토넷타 브루노

Caracci

2019

내 여자의 열매

한강

밀레나 제미라 쿠치마라

Adelphi

2019

리진

신경숙

벨리아 페브루아리

Piemme

2019

설계자들

김은수

알베르토 페쪼따

HarperCollins Italia

2019

종의 기원

정유정

마씨모 가르델라

Feltrinelli

2020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

배수아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

ADD Editore

2021

개밥바라기 별

황석영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

O Barra O

(2) 문화 예술 행사 개최 현황 : 부록 참고

(3) 방송분야 협조
프로그램 교환, 방송인 상호방문, 간행물 및 정보교환
1985.9월 KBS-RAI간 협력협정 체결
1990, 1991년 KBS 연수생 파견(각 1명)

(4) 교육분야 협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간 ‘세종시 분교 설립을 위
한 양해각서’ 체결(2017.2) 등 양국 대학, 연구기관간 협력 및 교류 활성화

Italy

공공도서, 출판물 및 잡지 교환

다

한·이 문화공동위 개최현황

관련근거 : 한·이 문화협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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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현황
- 제1차 회의(1979.11.6-9, 로마)
- 제2차 회의(1981.9.27-28, 서울)
- 제3차 회의(1983.3.2-4, 로마)
- 제4차 회의(1985.10.30-31, 서울)

VIII

- 제5차 회의(1988.12.6-7, 로마)
- 제6차 회의(1993.8.5, 서울)

우리나라와의 관계

- 제7차 회의(1998.11.10-11, 로마)
- 제8차 회의(2018.9.13., 로마)

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현황

경주시-폼페이시

: 1985.10.14 자매결연 체결

서울특별시-로마시

: 2000.3.18

자매결연

충청북도-피에몬테주 : 2000.11.15 우호결연
광주광역시-토리노시 : 2002.11.19

우호결연

서울특별시-밀라노시 : 2007.2.1.

우호결연

전주시-피렌체시

: 2007.3.28

우호결연

남원시-베로나시

: 2008.10.15. 우호결연

인천시-베네토주

: 2010.9.16.

자매결연

대전광역시-피렌체시 : 2010.11.12 우호결연
영동군-벨레트리시

: 2011.4.12

우호결연

강원도-베네토주

: 2011.10.25 우호결연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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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크레모나시

: 2014.11.10. 동서양 문화경제교류협약

대구광역시-밀라노시 : 2015.07.02. 자매결연
성남시-볼로냐

: 2015.11.16. 우호협력

남양주시-살레르노시 : 2016.06.20. 자매결연
서울시-롬바르디아주 : 2017.09.11. 우호결연
의정부시-루카시

4
가

: 2019.05.17. 우호결연

영사 관계
교민 사회

(1) 개 요
	교민 사회는 한국전 이후 신부·수녀들의 로마 지역에 유학을 오면서 시작되었으며, 밀
라노 지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상사 진출로 형성
	1980년대 중반 성악·미술 전공 유학생 일부가 관광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
민사회가 확대되었고, 밀라노 지역도 지·상사 및 교민 기업인 증가로 확장
	교민 1.5세 및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이 시작되는 추세

(2) 교민 현황

Italy

	교민·체류자 총 인원 : 약 4,089명 (2020.12.31. 기준, 재외동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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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계

라치오주(로마)

롬바르디아주(밀라노)

기타 지역

인원(명)

4,089

1,185

1,771

1,133

	교민 구성
- 유학생 : 420여명(11%)
- 종교인(신부, 수녀 등) : 440여명(11%)
- 자영업(관광, 요식, 무역 등) : 540여명(15%)
- 고용·노동(피고용인) : 640여명(17%)

VIII

- 동반가족 : 1,600여명(42%)
	진출 기업체 : 30여개 업체

우리나라와의 관계

- 지·상사는 밀라노에 집중되어 있으며, 베로나, 파도바에서 우리 기업이 현지 철강업
체를 인수·운영 중
- 자영업 종사자는 관광·무역이 대다수

(3) 교민단체 조직현황
	일반 단체
지역

단 체 명

회 장

창립일

회원 수

재이탈리아한인회

최병일

1961.04.03

1,200명

로마가이드협회

김광년

2000.10.13

100명

재이탈리아한인여성협회

홍명주

2013.02.26

61명

재이탈리아한인음악협회

신인철

2017.01.18

73명

재이탈리아한국미술가협회

조경희

2016.09.12

40명

한이 차세대협회

이상렬

2016.12.10

150명

입양인 협회(Koria)

Jose

2012.3월

50명

이탈리아한인회

문흥출

1980.01.01

1,500명

북부이탈리아지상사협의회

이인덕

1979.02.05

30개사

이탈리아한인경제인협회

정일규

2001.09.07

50개사

이탈리아 한국음악인협회

길홍신

2018

35명

제노바

제노바한인회

이현주

2008.01.25

50명

토리노

토리노한인회

김춘자

2016

50명

로 마

밀라노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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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학교(주말)

나

학 교 명

교 장

개교일

학생 수

로마 한글학교

안영신

1994.10.8.

70

피렌체 한글학교

장은영

2017.10.8

15

밀라노 한글학교

이광성

1984.2.7

70

베니스 한글학교

피진자

2015.9.26

20

인적 교류현황

(1) 우리국민 방문 현황
	이탈리아 통계청은 우리국민 방문객수를 ’19년 약 100만명으로 집계하는 등 증가 추세
였다가, ’20년 팬더믹 상황 발생

< 우리국민의 이탈리아 방문 동향(이탈리아 통계청)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우리국민 방문객(명, 연중 누적)

99.6만명

100.6만명

미발표

	우리 국민 장기체류자도 증가 추세였다가 ’20년 코로나-19 팬더믹 상황 이후 감소한 것
으로 파악

(2) 이탈리아인 한국 방문동향
	이탈리아인의 한국 방문은 연간 4~6만명 수준이다가 2020년 큰폭 감소(6천여명)하였

Italy

으며, 등록 체류자는 지난 3년간 증가 추세

108

< 장기체류 우리국민 수 동향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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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인의 한국 방문 동향 >

5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입국자(명, 연중 누적)

46,546

49,815

6,617

등록체류자(명, 12월말 기준)

737

861

903

협정체결 현황(발효일 기준)

	1961.6

특허권 및 상표권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1961.3 서명)

	1965.3

무역협정(1965.3 서명)

1970.6

문화협정(1965.3 서명)

	1975.5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1975.4 서명)

	1982.5

경제협력협정(1982.5 서명)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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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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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2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84.2 서명)

	1992.6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 협정(1989.1 서명)

	1992.7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 협약(1989.1 서명)

	2000.7

중소기업협력 양해각서(2000.7 서명)

	2000.11

관광협력협정(2000.3 서명)

	2002.5.4

운전면허상호인정 교환각서(2002.2월, 3월 각서교환)

	2005.4

사회보장협력협정(2000.3 서명)

	2007.2

외교부간 양해각서(2007.2 서명)

	미발효

기본협정(2010.10 서명)

	2012.4

소득에 대한 조세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협약(1989.1 서명)

	2014.10

워킹홀리데이협정(2012.4 서명)

	2014.10

소득에 대한 조세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추가)(2012.4 서명)

	2019.11

신문화협정(2005.10 서명)

	2019.11

과학기술협정개정(2007.2 서명)

	미발효

국방협정(2018.10 서명)

	미발효

항공협정(2018.10 서명)

6
가

이탈리아 소재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UN 농업관련 기구 현황
UN세계식량계획
(WFP)

UN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창설연도

1945

1963

1977

회원국수

194

195

177

직원수(명)

3,700

19,660*

620

예
산
(백만 불)

1,005.6
(2020-2021)

8,900
(2020)

1,200
(2019-2021)

주요사업
내
용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
농업기술·농업 정책
컨설팅, 농업 정보 수집 및 예측,
가축 질병 대응, 사회 보호 등

긴급 지원사업, 구호 복구사업,
개발사업, 특별 사업

농촌개발 및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장기 저리 융자 및
원조 자금 제공

한국가입
연
도

1949

1963

1978

'21년 한국
정규 분담금

6,137천불+4,352천 유로
(전체 회원국 분담금의
2.267%, 11위)

’20년 자발분담금 88,610천불
(전체 공여 정부 기준 11위)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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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식량농업기구
(FAO)

4,530천불
(’19-’21년12,000천불, 전체
기여금 조성 계획의 1.14%, 18위)

* WFP : 본부, 지역 및 국가사무소 근무 비정규 직원 포함

나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

(1) UN 식량농업기구(FAO)
	FAO 상주대표단
- 1968년 FAO 상주대표단 등록
- 대표단 구성 : 대표(대사), 교체대표(농무관) 등으로 구성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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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Director-General) : 취동위(Qu Dongyu, 屈冬玉)
※ 중국 농업농촌부 차관(’15∼현재), 닝샤후이(Ningxia Hui) 자치구 부지사(’11∼15), 2019.6월 FAO 사무총
장 당선(임기 4년, ~2023.6월)

- 당선 직후, 취임(2019.8.1.) 전 2019.7월 방한
	한국의 FAO 내부 활동
- (이사국) 1965-1967 최초 이사국 수임, 제24차 총회에서 이사국(1989-1991) 선출 후
현재까지 이사국 지위 지속 유지(2021.6~2024.6 3년 임기)
- (위원회) 재정위(1999) 위원국
- (지역그룹) OECD그룹 의장국(2002상, 2017하), 아시아그룹 의장국(1990, 1995, 2011
하, 2018상)
	한-FAO 협력사업(자발적 분담금)
- (농업) 스마트팜 활동 지원(4.2백만불, ’20~’24), 아프리카 쌀 가치사슬 활동 지원(1.7백
만불, ’20~’24), 아시아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초국경 가축전염병 통제 역량 강
화 기술 지원(4.0백만불, ’20~’23) 등
- (산림) 국제산림경관복원 FLRM(3.7백만불, ’14~’20) 등
- (수산) 군소도서개도국(SIDS)의 지속가능한 수산 가치사슬 개발(5.3백만불, ’20~’25) 등
	FAO 관련 회의
- 거버넌스 : 총회(홀수년도), 지역총회(짝수년도), 이사회, 프로그램위, 재정위, 헌장법
률위
- 기술위원회 : 농업위원회(COAG), 산림위원회(COFO), 수산위원회(COFI), 식량안보
위원회(CFS), 상품문제위원회(CCP)
- 기타 사무국 :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식물위생조치위원회(CPM), 동식물유전자원
회의(ITPGRFA) 및 산하 정부간 작업반 회의, FAO/WHO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
회) 회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

Italy

- 지역그룹회의 : 한국은 7개 지역그룹 중 아시아그룹('18상 의장국) 및 OECD그룹('17
하 의장국) 참여
- FAO 정규회의 외 국제영양컨퍼런스(2014.11), 국제상품교역 및 거버넌스 고위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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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등 부정기 개최
※ 한국 개최 FAO 관련 회의:  제30차 FAO 아태지역총회(’10.9.27~10.1, 경주), 제12차 국제식물보호협
약(IPPC) 총회('17.4.5~11, 인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22.5.2~6, 서울)

	우리나라의 2021년 FAO 정규 분담금은 6,137천미불 + 4,352천유로로 194개 회원국 중
11번째(2.267%)
	2021.7월 기준, 국가별 쿼터 대상 한국인 정규직원 수는 아태지역사무소장(ADG) 1명

VIII

포함 총 15명으로 적정 인원(17~23명) 대비 미달(under-represented)

우리나라와의 관계

(2) UN 세계식량계획(WFP)
	1966.10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회원으로 가입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 사우스 캐롤라이나州 하원의원(’79~’95), 주지사(’95~’99, 공화당), 2017.3월 WFP 사무총장 취임(임기
5년, ~2022.3월)

	우리 수원액은 1964-84년간 총 23개 사업 1억 3백만불
	현재 우리나라는 2019~21년 3년 임기 집행이사국 수임 중, 2021.4월 UN 경제사회이사
회(ECOSOC)에서 2022-24년 임기 집행이사국으로 재선출
※ 2011-12년 첫 집행이사국 수임 이후, 2015년 두 번째로 WFP 집행이사국으로 선출

	2015.2월 한-WFP 기본협력 협정문 체결 이후, 매년 10월 한-WFP 연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7.21.자로 한-WFP 기본협력 협정문 개정안 발효
	WFP를 통한 우리 대북식량지원 현황
- 1996년부터 대북식량지원 참여
- 2001년 16.3백만불(옥수수 10만 톤)
- 2002년 15.9백만불(옥수수 10만 톤)
- 2003년 16.6백만불(옥수수 10만 톤)
- 2004년 23.4백만불(옥수수 10만 톤)
- 2007년 19.7백만불(WFP의 식량구매용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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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00만불(현금지원) 모자보건사업
- 2015년 210만불(현금지원) 모자보건사업
- 2019년 450만불(현금지원) 영양강화사업
- 2020년 10백만불(현금지원) 영양강화사업
	WFP를 통한 개도국(북한 이외) 지원 실적
- 2016년 3,900만불(아프간 1,300만불, 쿠바 180만불, 에콰도르 120만불, 이란 450만
불, 이라크 100만불, 네팔 200만불, 르완다 300만불, 스리랑카 100만불, 티모르 160
만불, 말리 150만불 등)
- 2017년 2,900만불(아프간 400만불, 쿠바 100만불, 에콰도르 100만불, 엘살바도로
100만불, 말리 100만불, 중동 및 동유럽 400만불, 네팔 200만불, 팔레스타인 100
만불, 르완다 400만불, 스리랑카 150만불, 시리아 150만불, 수단 38만불, 예멘 50만
불 등)
- 2018년 6,807만불(시리아 및 주변국 350만불, 이라크 150만불, 아프간 500만불, 엘
살바도르 100만불, 에콰도르 100만불, 니카라과 100만불, 니제르 130만불, 운하스
75만불, 예멘 75만불, 국내산 쌀 지원(예멘,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4개국) 4,355만
불 등)
- 2019년 7,493만불(아프간 500만불, 시리아 및 주변국 160만불, 이란 150만불, 이라크
100만불, 예멘 276만불, 운하스 75만불, 콜롬비아 250만불, 카메룬 150만불, 스리랑카
118만불, 방글라데시 88만불, 국내산 쌀 지원(4개국) 4,057만불 등)
- 2020년 8,861만불(아프간 260만불, 이란 250만불, 시리아 및 주변국 280만불, 사막메
뚜기떼(남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 300만불, 운하스 250만불, 비지정 기여 260만불,
쿠바 230만불, 캄보디아 190만불, 국내산 쌀 지원(4개국) 3,729만불 등)
- 2021년 7월, 6,413만불(로힝야 난민(미얀마, 방글라데시) 110만불, 시리아 및 주변국
250만불, 캄보디아 190만불, 운하스 140만불, 방글라데시 125만불, 부탄 102만불, 국
내산 쌀 지원(기존 4개국 외 시리아, 라오스 등 6개국) 4,510만불 등)

Italy

	2020.12월 기준 한국인 50명 근무(정규직원 14명, 컨설턴트 15명, JPO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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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President) : 길버트 호웅보(Gilbert F. Houngbo)
※ 토고 총리(’08~’12), ILO 부총재, UNDP 사무차장보 역임. 2017.4월 총재 선거 당선(임기 4년), 2021.2
월 재당선(임기 4년, ~2025.2월), 방한(2018.5월, 2019.5월, 농식품부 주최 제2차, 3차 국제 ODA 포럼
참석)

	한국의 활동

VIII

- List C2 집행이사국(’81-’83, ’87-’89, ’95-’96, ’04-’05, ’08, ’09, ’14, ’15-’17, ’18-’20, ’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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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AS(Performance-Based Allocation System) 워킹그룹 위원(’18-’20)
	10차 기금(16-18) 조성 계획 11.7억불 중 8백만불 기여(0.68%), 11차 기금(’19-’21) 12억불
계획 중 12백만불 기여(1.14%)
- 전제 회원국 중 기여금 순위 18위
- ’21.7월 기준 우리나라의 투표권은 29.893표로 전체 투표권(5,546.927표) 중 0.54%
차지
	한-IFAD 협력사업: 보충펀드 총 3건 중 2건 진행 중
- (농식품부) 아-태 소농 ICT 활용 시장접근성 개선사업 2단계 (’16~’22, 2백만불), 태평
양 도서국가 위기대응능력 강화 사업 (’15~’23, 2백만불)
- (KOICA) 소농 기후변화 적응펀드 ASAP 1차 사업(’15~’17, 3백만불)
	2021.7월 기준 정규직 2명 근무 중(P-5, P-4)
※ 전문요원 훈련사업(SPO) 참여 중(농식품부 국장급 1명 파견)

(4)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우리나라는 1981.6.25 회원국으로 가입
	1989-92간 매년 1명씩 한국인 1명을 Research Staff으로 파견
	1994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유병화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총장이
UNIDROIT 집행이사회 이사에 피선(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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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의 재정은 이탈리아 정부의 기본 보조금과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며, 분담
금은 1-8등급으로 구분하여 총회에서 결정
- 우리나라는 2021년 현재 2등급(55,660유로)

(5)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 센터(ICCROM)
	1968년 회원국 가입
	2003.11월 한양대 김병모 교수가 ICCROM 집행이사회 이사로 재선되었으며, 2007년
임기 종료
	2011.11월 김용한 문화재보존과학연구센터장이 ICCROM 집행이사회 이사에 피선
(2011.11-2015.11 임기)
	2012.5.18 문화재청-ICCROM 협력 약정 체결
- 5년간 신탁기금 100만달러 지원
	2013년도 분담금 : 84,266유로
	2016년도 지원금 : 총252,293유로
*분담금 74,893유로 + 기부금 177,400유로

Italy

	2017년도 분담금 : 총74,893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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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북한과 관계

1. 관계일지
2.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3. 주요인사 교류
4. 경제 관계
5. 친북 단체

1

관계일지

	1977.7.2.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ICE)와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간 통상대표부 설
치협정 체결 (미설치)
1977.11.14 북한, FAO 가입 (제19차 총회)
1978.9.18

북한, 駐 로마 FAO 대표부 개설

2000.1.4

외교관계 수립

	2000.7.27. 駐이탈리아 북한대사관 개설
※ 이탈리아는 駐韓대사관에서 북한 겸임

2
가

이탈리아 북한대사관
설치 일지

	1977.11.14 북한, FAO 가입 (제19차 총회)

Italy

1978.2.28

북한, FAO 사무국을 통하여 이탈리아 정부에 상주 대표부 설치 요청

	1978.8.4.

이탈리아 정부, FAO 대표부 설치 허가

	1978.9.18

북한, FAO 대표부 개설

2000.1.4.

이탈리아-북한간 수교

	2000.7.27. 북한대사관 개설 (FAO 대표부 업무도 겸임)

120

나

역대 상주대표 및 대사

	초대 상주대표 황 헌 (1978.9-81.8)
	2대 상주대표

송호경 (1981.9-85.3)

	3대 상주대표

이종혁 (1985.4-93.8)

	4대 상주대표

최택산 (1993.11-97.1)

	5대 상주대표

김흥림 (1997.2.15-2002.7, 前 駐스웨덴 대사)

IX

	초대 상주대사 김흥림 (2000.1.4 부로 초대 상주대사)
최택산 (2002.7-2007.4)

	3대 상주대사

한대성 (2007.5-2012.5)

	4대 상주대사

김춘국 (2012.5-2016.2)

	대사 대리

백성철 참사관(2016.2-2017.8)

	5대 상주대사

문정남 (2017.8-2017.10, 신임장 미제정 및 추방)

	대사 대리

조성길 1서 (2017.10-2018.11)

	대사 대리

김천 참사관 (2018.11~현재)

3

북한과 관계

	2대 상주대사

주요 인사 교류

가

북한 인사의 이탈리아 방문 : 부록 참조

나

이탈리아 인사의 북한 방문 : 부록 참조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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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관계

	교역현황
- 2008~11년 이탈리아의 수출(석유화학제품, 기계류, 식물, 비료 등)이 증가하였으나, 2012
년 이후 EU의 대북한 제재(전략물자 및 사치품 대북수출 차단) 강화, 북한의 경제 침체 등
으로 수출 규모가 대폭 감소
- 이탈리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악기, 음료ㆍ주류, 의료용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악
기, 고무 제품, 종이류 등
(이탈리아 기준, 단위 : 만유로, Istat)

구분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2,380 2,815 3,288 1,729

550

94

90

145

111

24

25

13

15

82

86

43

28

17

13

1

1

5

수입

5
가

242

2009

58

2010

75

43

친북단체

이탈리아-북한 의원친선협회(비공식)

	결

성 : 이탈리아-북한 수교(2000.1월) 계기 출범

	회

원 : Napoli 하원의원(現 회장) 등 10여명

	주요 활동 : 북한 개최 주요 정치 행사 참석 및 이탈리아 기업인 동행 방북을 통한 이탈리

Italy

아-북한간 의회·경제 교류 증진

가

	결

122

이탈리아-북한 친선협회
성 : 이탈리아-북한 수교(2000.1월) 계기 2002년 출범

	회

원 : Jean-Claude MARTINI 회장 등 10 여명

	창설 목적 : 이탈리아-북한간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
	주요 활동 : 웹사이트 운영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북한 홍보

IX
북한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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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부 록

1. 약사
2. 드라기 정부 내각 명단
3. 이탈리아 역대 대통령 명단
4. 이탈리아 역대 내각
5. 역대 주이탈리아대사 명단
6. 역대 주한이탈리아대사 명단
7. 이탈리아 주요 인사 인적사항
8. 주요인사 교류현황
9. 북한 주요인사 교류현황
10. 문화 예술 행사 개최 현황

1
가

약사
초기 7왕국 시대 (BC 753-BC 509)

	BC 8C경부터 라틴과 사비나 도시국가를 병합하여 에투르스키 왕조를 포함한 7왕국 시대
형성

나

로마 공화정 시대 (BC 509-BC 27)

	귀족을 중심으로 원로원을 구성하였으며 원로원이 매년 선출하는 2명의 집정관(consul)이
통치
	BC 3C경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 BC 146년까지의 카르타고, 마케도니아 병합 과정에서 집
정관의 장기 독재화 현상이 대두하였으며 제1차 삼두정치(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를 계기로 공화정 퇴조

다

로마 제정 시대 (BC 27-AD 476)

	제2차 삼두정치(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하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
누스가 BC 27년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란 칭호를 받고 황제로 추대되면서 제정시
대 개막
	BC 27-AD 180년간 5현제(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의 업적으로 로마제국 최고의 번영과 평화(Pax Romana) 구가
	AD 180년 이후 사회 기강의 이완, 변방 속령의 반란, 게르만 민족의 압박 등으로 점차 쇠퇴
의 길을 걷게 되며, 디오클레티아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등이 로마제국의 부흥을 기
도했으나 AD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당시 동·서 로마로 분열되며 서로마는 AD 4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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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 출신 용병대장인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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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세 도시국가 시대

(1) 도시국가의 형성과 르네상스 (11-16세기)
	서로마제국 멸망 후 이탈리아는 동고트족,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롬바르
드족, 프랑크왕국(샤를마뉴 대제)의 지배를 거쳐, 962년 오토 1세에 의해 성립된 신성로
마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나 11세기 이후 황제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황제와 교황
간의 세력 다툼이 격화되고 지방영주가 통치하는 도시국가 출현
	도시국가의 수공업 및 상업이 발달하면서 베네치아, 제노바, 파비아, 밀라노, 피렌체 등
이 산업, 상업, 금융의 중심지로 대두, 세력 확장

(2) 도시국가의 쇠퇴 (16세기-19세기 초)

X

	물질문명의 발달, 지리상의 발견 등의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부

활발한 학문,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며, 특히 피렌체 메디치가, 로마 교황청 등의 후원으

록
  

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등의 예술가 배출
	1453년 동로마제국의 멸망 후 터키의 지중해 진출과 스페인, 프랑스 등 절대군주제 하
의 강력한 신흥국가 등장으로 베니스, 제노바 등 무역으로 번성했던 도시국가들이 쇠
퇴하게 되며, 이탈리아가 이들 신흥 열강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16세기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유럽 신흥국가들이 도시국가들을 지배

마

이탈리아 국가통일 (19세기 초)

	18세기말 프랑스 혁명이 자유, 평등사상을 이탈리아에 전파함에 따라 민족의식에 눈 뜨게
된 이탈리아인들은 1820년대 결사 조직(Massoneria), 카르보나리당(Carboneria) 등의 비
밀조직 활동을 해 오다가 1831년 마치니가 결성한 이탈리아 청년당을 중심으로 외세로부터
의 독립과 국가통일을 위한 운동 전개
	1848년 이후 사보이 왕국의 임마누엘 국왕과 카보우르 재상, 가리발디 장군이 중심이 되어
프랑스, 오스트리아와의 외교교섭 및 3차에 걸친 독립전쟁을 거쳐 1870년 이탈리아 반도
통일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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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파시스트 정권 시기 (1924-1944)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불 등 연합국측에 가담하여 전승국이 되었으나, 전후
경제침체와 정치 불안이 심화되면서 1923년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정권 대두
	1937년 독일, 일본과 방공(防共)협정을 체결한 무솔리니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이 눈
부신 군사적 성공을 거두게 되자 독일과 추축(Axis) 동맹을 맺게 되나 북아프리카 진출 이
탈리아군이 연합군에 패퇴하고 1943년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하자 권좌에서 쫓겨나고
바돌리오 임시정권(1943.7- 1944.2) 발족
	이후 무솔리니는 독일의 지원으로 북부에서 명목상의 정권을 유지하나 연합군의 이탈리아
공략이 절정에 달한 1944년 항독 게릴라에 의해 살해되며, 파시스트 세력도 완전히 붕괴
	1946.6월 제헌의회 구성, 국민투표 실시 후 1948.1.1 공화국 헌법을 정식 공포

사

기민당 주도 연립정부 시기 (1948-1994)

	1948년 공포된 공화국 헌법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공산당 집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
치로서 ‘비례대표제’ 도입
	제1당인 보수 기독교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다수의 중소정당과 연
정을 구성하여 40여년간 집권
	군소 정당 난립에 기민당 내 파벌 간 알력 등도 작용하여 1996.5월까지 55회 내각변동(평균
집권기간 10개월)
	정계 구도는 제1당인 기민당이 제3당인 사회당 및 기타 중소 정당과 제휴하여 연립여당을

Italy

구성하고 공산당(1991.2월 좌파민주당으로 개명)이 제2당으로서 야당세력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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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당 세력분포의 변화 >
(의석 점유율 %)

주요 정당세력 분포의 변화(의석 점유율 %)
공산당

사회당

제1대 의회 ’48.4

53.1

22.8

9.0

제2대 의회 ’53.6

45.8

24.9

13.0

제3대 의회 ’58.5

45.8

23.5

14.0

제4대 의회 ’63.4

41.2

26.3

13.8

제5대 의회 ’68.5

42.2

28.0

14.0

제6대 의회 ’72.5

42.2

28.4

9.7

제7대 의회 ’76.6

41.7

36.2

9.1

제8대 의회 ’79.6

41.6

31.9

9.8

제9대 의회 ’83.6

37.3

31.4

11.6

제10대 의회 ’87.6

37.1

28.1

14.9

제11대 의회 ’92.4

29.7

16.1

13.6

비

고

공산당의 온건노선 추구로 지지율 확대

X

기민당 세력약화로 사회당 총리 출현

록
  

기민당

부

구분

	기민당의 연정을 통한 장기집권 하에서 정경유착이 구조화된 바, 1992.2월 밀라노 시 사회
당 지부 간부 수뢰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정치권 수사에 전면 착수, 1996.6월까지 전직 총리
4명과 국회의원 440명을 수사하는 등 이른바 ‘마니 풀리테(Mani Pulite, ‘깨끗한 손’이란 뜻
의 부패 척결 작업)’에 의해 기존 정치권이 사실상 붕괴
	소련 및 동구 공산제국의 붕괴로 전후 계속되어온 공산당 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소멸
한 상황에서, 1993.4월 국민투표를 통해 종전 100% 비례대표제를 수정하여 총의석의 75%
를 소선구제로 선출하는 내용으로 선거제도 개정

아

정계 재편 이후 (1994-)

(1) 베를루스코니 우파 연립정부(1994.3)
	1994.3 새 선거제도에 의해 실시된 총선에서 기민당, 사회당 등 기존 연정참여 정당들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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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몰락하였으며 언론재벌 베를루스코니(Berlusconi)의 전진이탈리아당 등 우파연합
이 중도우파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구 공산당 등의 좌파연합을 누르고 승리하고
정계의 세대교체 실현

(2) 프로디 좌파 연립정부(1996.5)
	우파연립정권의 구태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에 따라 1996.4 실시된 총선에서 전
후 최초의 좌파연립내각이 출범
	비정치인 출신 프로디(Prodi) 총리는 1996.5월-1998.10월 전후 두 번째 장수 내각을 이
끌며 유로화 참여를 위한 경제 개혁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건 공산당의 연정 지지 철
회로 집권 중단

(3) 베를루스코니 2,3기 중도우파 연립정부 (2001.6, 2005.4)
	2001.5.13 총선에서 정치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베를루스코니의 중도 우파연합이 승리
하였으나 경제 침체,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인해 2005년 지방선거에 참패
	2005.4월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새로운 내각 구성과 동시에 세금 인하, 기업 경쟁력 제
고, 남부지역 실업해소 등 경제·사회정책 쇄신을 통해 2006년의 총선에 임한다는 전략
을 추진했으나, 재집권에는 실패

(4) 프로디 2기 중도좌파 연립정부(2006.5)
	경기 부진 속에서 집권한 중도좌파연합(l'Unione)의 프로디(Prodi) 정부는 ‘유럽중심주
의 대외정책’ 및 ‘이라크 철군’ 등을 추진하고, 재정적자 감축, 시장자유화 정책 강화, 경
제회복(0%→1.9%) 등 성과
	긴축재정·강도 높은 세금 징수는 기업가·전문직 종사자의 반감을 사기도 했으며, 2008

Italy

년초 중도좌파연합의 결속력 약화로 집권 마감

(5) 베를루스코니 4기 우파 연립정부(2008.5)
	우파연합을 결성하여 2008.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집권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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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안정적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나폴리 쓰레기 문제, 치안강화, 감세정책 등 시급한
과제에 대한 적극 대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정책 추진으로 높은 지지도(50%
상회) 유지
	그러나 세계금융위기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록 및 긴축재정예산 재편성 등 비인기
정책을 실시해야만 했던바, 이로 인해 사회 각계의 저항에 직면하였고, 총리 개인의 사
생활 문제와 민·형사상 소추 문제로 여론도 악화되어 2011.11.8 사임 결정

(6) 몬티 과도 기술내각(2011.11)
	나폴리타노(Napolitano) 대통령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원투수로서 저명 경제학자
이자 EU 집행위원을 2차례 역임한 몬티(Monti)에게 총리직을 제안

X

	몬티는 2011.11.18 정치인을 배제한 채 기술관료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과도내각을 출범시
키고 국내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각종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이탈리아

부

에 대한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록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이 2012.12월 몬티 정부의 경제 부진과 좌파의 영향력 확대
를 이유로 몬티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자 몬티총리는 사임 의사 표명
※ 이후 내각에 대해서는 ‘Ⅲ. 정치’의 ‘2. 최근 정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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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기 정부 내각 명단
Prime Minister
총 리

Mario Draghi

Under Secretary of the Council of Ministers
내각 장관

Roberto Garofoli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외교장관

Luigi Di Maio

Minister of Interior
내무장관

Luciana Lamorgese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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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 of Justice
법무장관

Marta Cartabia

Minister of Defence
국방장관

Lorenzo Guerini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경제·재무장관

Daniele Franco

Minister of Economic Developmen
경제개발장관

Giancarlo Giorgetti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Policies
농림식품산림장관

Stefano Patuanelli

Minister of Ecological Transition
생태전환부장관

Roberto Cingolani

Minister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인프라·교통장관

Enrico Giovannini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policies
노동·사회정책장관

Andrea Orlando

Minister of Education
교육장관

Patrizio Bianchi

Minister of University and Research
대학·연구장관

Maria Cristina Messa

Minister of Cultural Heritage and Activities and for Tourism
문화유산·활동 및 관광장관

Dariuo Franceschini

Minister of Health
보건장관

Roberto Speranza

Minister for Paliamentary Relations
의회관계장관

Federica D’Inca*

Minister of Innovation and Digital Transition
기술혁신·디지털전환장관

Vittorio Colao*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공공행정장관

Renato Brunetta*

Minister of Regional Affairs and Autonomies
지방자치장관

Mariastella Gelmini*

Minister of EU Affairs
EU 관계장관

Paolo Savona*

Minister of Southern Italy and Territorial Cohesion
남부·영토통합장관

Maria Rosaria Carfagna*

Minister of Youth Policies
청년정책장관

Fabiani Dadone*

Minister of Family and Equal Opportunity
가족·기회평등장관

Elena Bonetti*

Minister of Disabilities
장애인복지장관 *

Erika Stefani*

Minister of Tourism
관광장관 *

Massimo Garavaglia*
*無任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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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역대 대통령 명단
성

명

소

속

1946-48

Enrico De Nicola

자유당

2대

1948-55

Luigi Einaudi

자유당

3대

1955-62

Giovanni Gronchi

기민당

4대

1962-64

Antonio Segni

기민당

5대

1964-71

Giuseppe Saragat

사민당

6대

1971-78

Giovanni Leone

기민당

7대

1978-85

Sandro Pertini

사회당

8대

1985-92

Francesco Cossiga

기민당

9대

1992-99

Oscar Luige Scalfaro

기민당

10대

1999-2006

Carlo Azeglio Ciampi

무소속

11대

2006~2011

Giorgio Napolitano

민주당

12대

2013.4 재선

Giorgio Napolitano

무소속

13대

2015.1.31

Sergio Mattarella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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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부

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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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탈리아 역대 내각(1943.7~현재)
내

각

내각 참여 정당

존속기간

戰前
1차

Badoglio

(1차)

43. 7.25 - 44. 4.17
44. 4.22 - 44. 6.17

2차

"

(2차)

3차

Bonomi

(1차)

DC, PCL, PDL, PLI, PSI

44. 6.19 - 44.12.10

4차

"

(2차)

Pd’A, DC, PC, PSI, PDL, PLI

44.12.12 - 45. 6.19

Italy

戰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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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Parri

Pd’A, DC, PC, PSI, PDL, PLI

45. 6.21 - 45.12. 8

2차

De Gasperi (1차)

Pd’A, DC, PC, PSI, PDL, PLI

45.12.10 - 46. 7. 1

3차

"

(2차)

DC, PSI, PCI, PRI

46. 7.13 - 47. 1.23

4차

"

(3차)

DC, PCI, PSI

47. 2. 2 - 47. 5.30

5차

"

(4차)

DC, PSLI, PLI, PRI

47. 5.31 - 48. 5.22

6차

"

(5차)

DC, PSLI, PLI, PRI

48. 5.23 - 50. 1.14

7차

"

(6차)

DC, PSLI, PRI

50. 1.27 - 51. 6.19

8차

"

(7차)

DC, PRI

51. 6.27 - 52. 7.11

9차

"

(8차)

DC

52. 7.16 - 53. 8. 2

DC

53. 8.17 - 54. 1.12

10차

Pella

11차

Fanfani

(1차)

DC, PSDI

54. 1.18 - 54. 2. 8

12차

Scelba

(1차)

DC, PSDI, PLI

54. 2.10 - 55. 7. 2

13차

Segni

(1차)

DC, PSDI, PLI

55. 7. 6 - 57. 5.15

14차

Zoli

DC

57. 5.18 - 58. 6.30

15차

Fanfani

(2차)

DC, PSDI

58. 7. 1 - 59. 2.13

16차

Segni

(2차)

DC

59. 7. 1 - 59. 2.13

17차

Tambroni

DC

60. 3.25 - 60. 7.25

18차

Fanfani

DC

60. 7.26 - 62. 2.20

(3차)

내

각

내각 참여 정당

존속기간

19차

Fanfani

(4차)

DC, PSDI, PRI

62. 2.21 - 63. 6.21

20차

Leone

(1차)

DC

63. 6.22 - 63.12. 3

21차

Moro

(1차)

DC, PSI, PSDI, PRI

63.12. 4 - 64. 7.20

22차

Moro

(2차)

DC, PSI, PSDI, PRI

64. 7.22 - 66. 2.22

23차

Moro

(3차)

DC, PSI, PSDI, PRI

66. 2.23 - 68. 6.21

24차

Leone

(2차)

DC

68. 6.24 - 68.12.11

25차

Rumor

(1차)

DC, PSI, *PSU, PRI
*PSU : PSI 및 PSDI 합당

68.12.12 - 69. 8. 4

26차

Rumor

(2차)

DC

69. 7. 5 - 70. 8. 5

27차

Rumor

(3차)

DC, PSI, PSU, PRI

70. 3.27 - 70. 8. 5

28차

Colombo

DC, PSI, PSU, PRI

70. 8. 7 - 72. 2.26

29차

Andreotti

(1차)

DC

72. 2.17 - 72. 2. 3
부

"

(2차)

DC, *PSDI, PLI
*PSDI : PSU당 명칭변경

72. 6.26 - 73. 7. 6

31차

Rumor

(4차)

DC, PSI, PSDI, PRI

73. 7. 8 - 74. 3. 2

32차

"

(5차)

DC, PSI, PSDI

74. 3.13 - 74.10. 3

33차

Moro

(4차)

DC, PRI

76.11.23 - 76. 1. 7

34차

"

(5차)

DC

76. 2.12 - 76. 4.30

(3차)

DC

76. 7.30 - 78. 1.16

Andreotti

36차

"

(4차)

DC

78. 3.13 - 79. 1.31

37차

"

(5차)

DC, PSDI, PRI

79. 3.22 - 79. 3.31

38차

Cossiga

(1차)

DC, PSDI, PLI

79. 8. 4 - 80. 3.19

39차

Cossiga

(1차)

DC, PSI, PLI

80. 4. 9 - 80. 9.27

40차

Forlani

DC, PSI, PRI, PSD

80.10.18 - 81. 5. 6

41차

Spadolini

(1차)

DC, PSDI, PSI, PRI, PLI

81. 6.28 - 82. 8. 7

(2차)

DC, PSDI, PSI, PRI, PLI

82. 8.23 - 82.11.11

42차

"

43차

Fanfani

(5차)

DC, PSI, PSDI, PLI

82.12. 1 - 83. 4.21

44차

Craxi

(1차)

PSI, DC, PRI, PLI, PSDI

83. 8. 4 - 86. 6.27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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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

3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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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45차

Italy

"

내각 참여 정당

존속기간

(2차)

PSI, DC, PRI, PLI, PSDI

86. 8. 8 - 87. 4. 9

(6차)

DC

87. 4.18 - 87. 7. 9

46차

Fanfani

47차

Goria

DC, PSI, PRI, PSDC, PLI

87. 7.29 - 88. 3.11

48차

De Mita

DC, PSI, PRI, PSDC, PLI

88. 4.13 - 89. 5.19

49차

Andreotti

(6차)

DC, PSI, PRI, PSDC, PLI

89. 7.23 - 91. 3.29

50차

"

(7차)

DC, PSI, PSDI, PLI

91. 4.13 - 92. 6.28

51차

"

(7차)

DC, PSI, PSDI, PLI

92. 6.29 - 93. 4.22

52차

Ciampi

DC, PSI, PSDI, PLI

93. 4.26 - 94. 4.28

53차

Berlusconi (1차)

Polo per le Libertà

94. 5.11 - 95.12.22

※ Dini 내각은 비정치적 성격의
내각으로, 각료 전원이 여·야
어느 정당 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음.

95. 2. 1 - 96. 5.17

54차

Dini

55차

Prodi

(1차)

ULIVO

96. 5.17 - 98.10.9

56차

D'Alema

(1차)

ULIVO

98.10.21 - 99.12.18

57차

D'Alema

(2차)

ULIVO

99.12.22 - 2001.5

58차

Amato

(2차)

ULIVO

2000.4.25 - 2001.5.31

59차

Berlusconi (2차)

PdL

2001.6 - 2005.4.20

PdL

2001.4.23 - 2006.5

L’Unione

2006.5.17 - 2008.5.6

PdL

2008.5.8 - 2011.11

PD, PdL, UdC

2011.11 - 2013.4

60차

Berlusconi

61차

Prodi

62차

Berlusconi

6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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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차)
(2차)
(4차)

Monti

64차

Letta

PD, PdL, SC, NdC, UdC

2013.4 - 2014.2

65차

Renzi

PD, NCD-UdC, SC, Demo.S-CD,
PSI

2014.2 - 2016.12

66차

Gentiloni

PD, AP, PSI, CI, Demo.S-CD

2016.12 - 2018.5

67차

Conte

(1차)

M5S, LN

2018.6 - 2019.9

68차

Conte

(2차)

M5S, PD, LeU

2019.9 - 2021.2

69차

Draghi

M5S, PD, Lega, FI, IV, LeU

2021.2 - 현재

※ 정당 약어 풀이
<주요 정당>
•오성운동당 (M5S Movimento 5 Stelle)
•북부리그당 (LN Lega Nord)
•민주당 (PD Partito Democratico)
•전진이탈리아당 (FI Forza Italia)
•이탈리아형제당 (FdI Fratelli d'Italia)
•이탈리아비바당 (IV Italia Viva)
•코라죠 이탈리아당 (CI Coraggio Italia)
<기타>
•캄비아모 (CI Cambiamo)
•포폴로 프로타고니스타 (PP Popolo Protagonista)

X

•알테르나티바 포폴라레 (AP Alternativa Popolare)
•자유 평등 (LeU Liberi e Uguali)

부

•아르티콜로 우노 (Art.1 Articolo Uno)

록
  

•이탈리아 좌파 (SI Sinistra Italiana)
•에비바 (èV èViva)
•국가와 헌법(PeC Patria e Costituzione)
•이탈리아 사회당 (PSI Partito Socialista Italiano)
•중도연합 (UDC Unione di Centro)
•+유럽(+Eu +Europa)
•중도동맹 (AdC Alleanza di Centro)
•행동 (Az Azione)
•중도민주(CD Centro Democratico)
•정체성과 행동(IDeA Identita‵e Azione)
•이탈리아와 함께하는 우리(Ncl Noi con l'Italia)
•국민에게 힘을!(PaP Potere al Popolo!)
•가치의 이탈리아(IdV Italia dei Valori)
•파치아모 에코(FE Facciamo Eco)
•유럽 중도주의(CpE Centristi per l'Europa)
•신 이탈리아 사회당(NPSI Nuovo PSI)
•퇴직자당 (PP Partito Pensionati)
•이탈렉시트(le Italexit)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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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주이탈리아대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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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재임기간

초대공사

김영기

57. 7. - 59. 9

초대대사

김영기

59. 9 - 61. 5

2대 대사

이종찬

61. 6 - 67. 8

3대 대사

유재홍

67. 9 - 70. 8

4대 대사

문덕주

70.12 - 75. 1

5대 대사

조상호

75. 1 - 79. 1

6대 대사

안광호

79. 6 - 82.10

7대 대사

지연태

82.10 - 85. 2

8대 대사

이남기

85. 5 - 89. 3

9대 대사

김석규

89. 4 - 92. 2

10대 대사

이기주

92. 2 - 95. 3

11대 대사

신두병

95. 4 - 98. 4

12대 대사

정태익

98. 5 - 00. 8

13대 대사

김석현

00. 9 - 02. 8

14대 대사

송영오

02. 9 - 04. 8

15대 대사

조영재

04. 9 - 07. 9

16대 대사

김중재

07. 9 - 10. 8

17대 대사

김영석

10. 9 ~ 13. 6

18대 대사

배재현

13. 7 ~ 15. 4

19대 대사

이용준

15. 5 ~ 17. 4

20대 대사

최종현

17. 5 ~ 19.4

21대 대사

권희석

19.5 ~ 현재

6

역대 주한이탈리아대사 명단
성

명

재임기간
58. 2 - 59. 9

초대대사

〃

59. 9 - 61.11

2대 대사

Gabriele Parescce

61. 11 - 66. 8

3대 대사

Dr. Mario Fillio Pella Torre Santa Susanna

66. 8 - 69. 10

4대 대사

Dr. Giuliano Bertuccioli

69. 10 - 76. 8

5대 대사

Mario Crema

76. 8 - 81. 10

6대 대사

Emanuele Costa

81. 10 - 85. 6

7대 대사

Graziella Simbolotti

85. 10 - 90. 4

8대 대사

Dino Volpicelli

90. 4 - 94. 1

9대 대사

Guido Martini

94. 2 - 98. 1

10대 대사

Carlo Trezza

98. 2 - 02. 5

11대 대사

Francesco Rausi

02. 5 - 06. 7

12대 대사

Massimo Andrea Leggeri

06. 8 - 10. 11

13대 대사

Sergio Mercuri

10. 12 - 14.11

14대 대사

Marco della Setta

14. 12 - 19.2

15대 대사

Federico Failla

19. 3 - 현재

X
록
  

Giorgio Spalazzi

부

초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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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성

이탈리아 주요인사 인적사항
마타렐라 대통령
명 : 세르조 마타렐라 (Sergio MATTARELLA)

	생년월일 : 1941.7.23. (만77세, 팔레르모 출생 )
	학

력 : 로마 라 사피엔자 국립대학교 법대 졸업

	주요경력
- 1967

팔레르모 변호사 명부 등록

- 1967-83

팔레르모 대학 법대교수

- 1983-08

하원 7선 의원

- 1983-08

헌법문제위원회 및 외교위원회 위원, 입법위원장

- 1987-89

의회관계 장관 (고리아, 데미타 정부)

- 1989-90

교육장관 (안드레오티 정부)

- 1998-99

부총리 (달레마 정부)

- 1999-01

국방장관 (달레마, 아마토 정부)

- 2006-08

하원 법사위원장

- 2008

2008년 총선 불출마 및 정치활동 중단

- 2009

국회법률자문위원회 부회장

- 2011.10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5.1.31 제12대 대통령

Italy

	가족사항 : 1남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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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

마리오 드라기 총리
명 :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생년월일 : 1947.9.3(만 64세, 로마 출생)
	학

력 : 로마 사피엔자대학 졸업(경제학 전공)
MIT대학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 2021.2

신정부 총리 임명

- 2013.6월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 의장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 2011

유럽위기관리위원회(ESRB) 의장

- 2006-2011

이탈리아은행 총재

- 2006-2011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

- 2006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 멤버

- 2002-2005

골드만삭스 부회장

- 2000-2001

유럽연합경제금융위원회(EEFC) 의장

- 1991-2001

재무부 국장

- 1984-1990

세계은행(WB) 상임이사

- 1981-1991

피렌체대학 교수(경제금융정책학)

- 1975-1981

경제학 교수(트렌토, 파두아, 베니스대학)

X
록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부

- 2011-2019

	가족사항 : 기혼/ 자녀 1녀1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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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

피코 하원의장
명 : 로베르또 피코 (Roberto Fico)

	생년월일 : 1974.10.10. (만 44세, 나폴리 출생)
	학

력 : Trieste 대학 졸업(언론학 전공)

	주요경력
- 2018.3

하원의장 선출

- 2013-현재

하원 2선(13, 18)

- 2005

오성운동당 전신인 ‘베페 그릴로(설립자)의 친구들’ 나폴리 지부 결성

라

	성

까살레띠 상원의장
명 : 마리아 까셀라띠(Maria Casellati)

	생년월일 : 1946.8.12. (만 72세, 로비고 출생)
	학

력 : 교황령 Lateran대학 졸업(법학 전공)

	주요경력
- 2018.3

상원의장 선출

- 2008-2011

법무부 차관

- 2004-2006

복지부 차관

- 1994-현재

상원의원 6선(94, 01, 06, 08, 13, 18)

Italy

	참고 사항 : 이탈리아 역사상 첫 여성 상원의장

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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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 디 마이오 외교장관
명 : 루이지 디 마이오(Luigi Di Maio)

	생년월일 : 1986.7.6.(만35세, 아벨리노 출생)
	학

력 : 비토리오 임브리아니 고등학교 졸업
나폴리 대학 중퇴(법학 전공)

	주요경력
외교장관(드라기 내각)

- 2019.9

외교장관(콘테 2기 내각)

- 2018.6

부총리 겸 경제개발·노동사회정책부 장관

- 2017-현재

오성운동당 당대표

- 2013-2018

하원의원 초선/ 역대 최연소(26세) 하원 부의장

- 2010

포미아노다르코 시의원 선거 낙선

- 2009-현재

오성운동당 창설 회원

- 2007-2009

「베페 그릴로*의 친구들**」 창설 회원

X
부

- 2021.2

록
  

(*伊 정치풍자 코미디언으로 오성운동당 공동 창립/ **오성운동당 전신)

	가족사항 : 미혼

바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 이탈리아 대사

	성

명 : 페데리코 파일라(Federico Failla)

	생년월일 : 1961.5.6.(만60세, 시칠리아 출생)
	학

력 : 루이스 대학 정치학

	주요경력
- 2017.10-		

외교부 에너지 담당 조정관

- 2015-2017 		

외교부 세계화총국 ASEAN, ASEM 조정관

- 2011-2015 		

주인도네시아 대사

- 2009-2011 		

외교부 전시장화 사업·대학세계화 조정관

이탈리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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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09

외교부 이탈리아-중국정부위원회 조정관

- 2005-2007

외교부 동북아과장

- 2002-2005

주벨기에유럽연합 대표부 선임참사관

- 1998-2002

주광저우 총영사

- 1997-1998

외교부 경제총국 EU 대외협력국

- 1995-1997

외교부 경제총국 북아프리카·중동국

- 1992-1995

주인도대사관 경제참사관

- 1988-1992

주홍콩총영사관 영사

- 1985-1988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 1985

외교부 입부

	가족사항 : 부인(Sin Wah Wong/중국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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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사 교류현황
한국인사의 이탈리아 방문

1964.12

이동원 외무부장관

1973.5

김종필 국무총리

1974.9

한신 합참의장

1974.10

김동조 외무부장관

1981.8

국회 친선사절단 (단장 : 신상우 의원)

1981.11

윤선민 합참의장

1981.11

노태우 대통령 특사 (정무2장관)

1982.9

제69차 IPU총회 대표단 (단장 : 권정달 의원)

1983.4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

1983.5

황영시 육군참모총장

1983.5

이진희 문공부장관

1983.6

김상태 공군참모총장

1983.8

오세응 정무장관

1983.11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제22차 FAO 참석)

1984.1

노태우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1984.2

유치송 민한당 총재

1984.5

오경환 해군참모총장

1984.5

한·이 수교 100주년 국회사절단 (단장 : 김기철 의원)

1984.6

이원경 외무부장관 (공식)

1984.11

이기백 합참의장

1985.5

김인기 공군참모총장

1985.7

정호용 육군참모총장

1985.6

금진호 상공부장관

1985.11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제23차 FAO 총회 참석)

1986.5

손수익 교통부장관

1987.2

노신영 국무총리

1987.2

차규헌 교통부장관

1987.3

오자복 합참의장

1987.5

박희도 육군참모총장

1987.8

한·이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단장 : 박익주의원)

1987.11

김주호 농수산부장관 (제24차 FAO총회 참석)

1988.7

김용식 대통령 특사

1988.10

최세창 합참의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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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2

김대중 평민당 총재 (의원단 11명)

1989.10

이종구 육군참모총장

1989.1

김식 농수산부장관 (제25차 FAO총회 참석)

1990.5

김종호 해군참모총장

1990.5

정용후 해군참모총장

1990.9

이홍구 대통령 특사

1991.5

박동진 대통령 특사

1991.8

한·이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단장 : 김정수 의원)

1991.10

이진삼 육군참모총장

1991.11

조경식 농수산부장관 (제26차 FAO총회 참석)

1992.4

김영준 감사원장

1992.5

한주석 공군참모총장

1993.6

이기택 민주당 총재

1995.5

김홍래 공군참모총장

1995.6

이시영 외무차관 (제1차 한·이 정책협의회 참석)

1995.10

최인기 농수산부장관 (제28차 FAO총회 참석)

1996.1

공로명 외무장관 (팔레스타인 원조 국제회의 참석)

1996.6

박재윤 통산부장관

1996.11

이수성 국무총리 (FAO 세계식량정상회의 참석)

1997.9

이시윤 감사원장

1998.5

추준석 중소기업청장 (아시아·유럽 중소기업회의 참석)

1998.6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1999.11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 (한·이 경제공동위원회)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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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

오재희 ASEM 특사

2001.12

통외통위 의원단 (단장 : 박관용)

2001.12

임좌순 선관위 사무총장

2002.11

최성홍 외교부장관

2003.1

통외통위 의원단 (단장 : 서정화 위원장)

2003.1

국회 정보위 의원단 (단장 : 정형근)

2003.7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단장 : 장영달 위원장)

2003.8

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특위 위원단 (단장 : 김일윤 의원)

2003.9

이명박 서울시장

2003.11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2003.12

국회 스카우트 의원연맹 대표단 (단장 : 송광호 의원)

2003.12

허상만 농림부 장관 (제32차 FAO 총회 참석)

2004.5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특사 (ICAO 이사국 진출 교섭)

2004.6

권인혁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제1차 한·이탈리아 포럼 참석)

2004.11

김대중 前 대통령 (제5차 노벨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 참석)

2005.3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2005.4

이해찬 국무총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조문 사절)

2005.4

정동채 문화부장관 (교황 베네딕토 16세 취임 축하 사절)

2005.6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2005.8

김덕규 국회부의장

2005.8

국회 농해위 의원단 (이방호, 김우남)

2005.10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 (코모 세미나 참석)

2005.11

이명수 농림부 차관 (제33차 FAO 총회 참석)

2006.7

김영춘 한·이의원친선협회장

2006.1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2006.9

정택현 소청심사위원장

2006.9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2006.10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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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

김유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006.11

조준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2007.1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

2007.1

국회 예결위 의원단 (단장 : 이한구)

2007.2

노무현 대통령

2007.3

안광찬 비상기획위원장

2007.3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코모 세미나 참석)

2007.5

장태평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2007.7

이성열 중앙공무원교육원장

2007.10

남기명 법제처장

2007.10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2007.11

임상규 농림부장관 (제34차 FAO 총회 참석)

2008.2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2008.6

박덕배 농림부 제2차관 (FAO 고위급회의 참석)

2008.11

김형오 국회의장

2008.12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코모 세미나 참석)

2009.1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2009.2

신해룡 국회 예산정책처장

2009.3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2009.3

국회 외통위 의원단 (단장 : 문학진)

2009. 7

이명박 대통령 (G8 참석 계기)

2009.11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0. 7

박희태 국회의장

2011. 2

정의화 국회부의장

2011. 9

맹형규 행안부장관

2012. 5

김찬 문화재청장

2013. 3

이병석 국회부의장

2013.6

이동필 농림부장관

2013.7

민형종 조달청장

2013.10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2013.12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

2014.1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2014.6

신원섭 산림청장

2014.6

윤상직 산자부 장관

2014.10

박근혜 대통령 (밀라노 ASEM 정상회의 참석 계기)

2014.12

국회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장 (신기남 의원)

2015.5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 (밀라노 엑스포)

2015.5

서병수 부산시장

2015.6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밀라노 EXPO 참석)

2015.7

박민권 문체부 차관

2015.11

국회 아동인구환경연맹 대표단 (단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2015.11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2016.5

경양호 조달청장

2016.7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2016.7

윤병세 외교부 장관

2016.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단

2017.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단

2017.9

서울시 대표단 (단장 박원순 서울시장)

2018.1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18.1

정구 국회입법차장

2018.1

강경화 외교부 장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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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8.10

문재인 대통령 공식 방문

2021.7

박병석 국회의장 공식 방문

2021.7
		

홍남기 기재부장관 및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2021.7

한정애 환경부장관 방문 (G20 환경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 회의)

2021.7

황희 문화부장관 방문 (G20 문화장관 회의)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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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인사의 한국 방문

1977.11.6-12

Paolo Barbi 상원의원 (이·한 친선협회장)

1978.11.10-16

Giuseppe Bartolomei 농림상 (상원의원)

1980.8.3-8

Delio Giacometti 대외무역성 차관 (제1차 한·이 민간경협위 참석)

1980.9.21-26

Bruno Lepre 상원의원 등 2명

1980.10.27-11.2

A. Musso 나폴리 주재 한국 명예영사

1981.12.13-16

Bruno Corti 외무차관

1982.5.5-10

사회당 의원단 3명 (Gruido Alberini 상원의원 등)

1982.6.20-25

D. Giacometti 의장 등 이·한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3명

1982.10.13-15

Bruno Stegagnini 하원의원 등 기민당 의원 사절단 8명

1983.10.5-7

Giulio Andreotti 외무장관

1983.10

Paolo Bufalini 상원의원 등 제70차 IPU 총회 참석 대표단 12명

1983.10.30.-11.5

Nicola Vernola 하원의원 (전 문화부장관) 등

1983.11.7-9

Bruno Corti 외무차관 (제1차 한·이 공동위 참석)

1984.10

또또네 공군참모총장

1984.11.30.-12.4

Mario Tassone 공공사업성 차관 등 의원사절단 8명

1985.3.28-4.2

Piavano 국방차관

1985.10

Giovanni Goria 재무장관 (IMF/IBRD 총회 참석)

Bruno Corti 외무차관

1986.10

De Giuseppe 상원 부의장

1987.8

De Giuseppe 상원 부의장

1987.10

Bizoniero 국방참모총장

1988.2

Prandini 해무장관 (대통령 취임 경축특사)

1988.5

Di Martino 육군참모총장

1989.1

Bonalumi 외무차관 (제3차 한·이 경제공동위 수석대표)

1989.8

상원교통분과위원단 14명 (단장 : Mariotti 부위원장)

1990.10

Canino 육군참모총장

1991.5

De Michelis 외무장관 (Lenoci 외무차관 수행)

1991.7
		

이·한친선협회 친한의원단
(단장 : De Giuseppe 상원 부의장, 대한항공의 서울-로마 취항 계기)

1993.10

Pallinin 공군참모총장

1993.11

Baratta 무역장관

1995.5

Santoro 국방차관

1996.10

Dini 외무장관

1997.11

Carbone 감사원장

1999.10

Martelli 외무차관 (제2차 한·이 정책협의회)

2000.10

Dini 외무장관

2000.10

Amato 총리

2003.6

Boniver 차관

2003.10

이·한 친선협회 회장단 (회장: De Giuseppe)

2005.3

Selva 하원 외교위원장

2005.5

Bornacin 하원 교통위 부위원장 및 의원단 5명

2005.6

Tofani 이·한 의원친선협회 회장

2005.7

Boniver 외교차관 남북한 동시방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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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

Giovanni 농림정책부장관

2005.10

Martino 국방장관

2006.9

Marzano 국가경제노동위원장

2007.2

D'Alema 외교장관

2007.4

Prodi 총리

2007.9

Vernetti 외교차관

2009.9

Napolitano 대통령 국빈방한

2010.6

Tremonti 재무장관 (G20회의 참석)

2010.11

erlusconi 총리 (서울 G20회의)

2011.5

De Mistura 외교차관

2011.5

Chiti 상원부의장 (서울 G20국회의장회의)

2012.3

Monti 총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013.7

Dassu 외교차관

2013.7

Mauro 국방장관 (정전60주년 행사)

2013.8

Nwanze IFAD 총재

2013.9

Casalino 이탈리아 조달공사 사장

2014.5

Cousin WFP 사무총장

2014.6

Della Vedova 외교차관

2014.9

Cartabia 헌법재판관

2014.10

Degani 환경부 차관

2015.10

Giannini 교육부 장관

2015.12

Grasso 상원의장

2016.3

Della Vedova 외교차관

2016.6

Bianchi 문화관광부 차관

2017.9

Rossi 국방차관

2017.10

Scalfarotto 경제개발부 차관

2018.2

9
가

Lotti 체육부 장관

북한 주요인사 교류현황
북한 인사의 이탈리아 방문

1981.4

황장엽 노동당 중앙위원 (사회당 전당대회 참석)

1983.3

허정숙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공산당 전당대회 참석)

1984.6

황장엽 당비서 (Berlinguer 공산당 서기장 장례식 조문 사절)

1984.10

손성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Andreotti 이탈리아 IPU 위원장 초청)

1985.9

임호봉 대외연락위원 (L'Unita지 축제 참가)

1986.1

김영선 당국제부 부부장 (산마리노 공산당 제11차 전당대회 참석)

1986.2

김봉주 연맹중앙위원장 (이탈리아 노동자 총연맹(CGIL) 총회 참석)

1986.5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비공식)

1987.3

한태혁 대외무역성 부국장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 (ICE) 방문)

1987.12

김용순 노동당중앙위 제1부부장 (Piccoli 하원외무위원장 면담)

1988.11

대외경제총국 대표단

1989.3

허담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비공식)

1989.5

지창익 노동당 중앙위원 (사회당 제45차 전당대회 참석)

1989.10

김달현 대외경제위원장 (나폴리 FIME LEASING사 방문)

1989.12

채의정 합영부장 (대외합작유치사절단 인솔 북부이탈리아지역 방문)

1990.3

김용순 노동당국제부장 (Piccoli 외무위원장 초청)

1990.5

유호준 노동당 중앙위원 (Andreotti 이탈리아 IPU 단장 면담)

X
록
  

김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

부

1981.1

이탈리아 개황

153

1991.1

최종현 교통위 부위원장 (트리에스테시 항만 공단 방문)

1991.2

김재봉 당국제부 부부장 (좌파민주당 전당대회 참석)

1991.6

김형우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위원 겸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1991.11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1992.12

김용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Andreotti,상.하외교위원장 면담)

1993.4

김용순 노동당 비서 (Piccoli 상원의원 면담)

1995.11

림선필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Forza Italia 국제부장 및 좌파민주당(PDS) 국제부 비서실장 면담)

1996.3

김춘국 외교부 구주국장 (외무부 아주국장 및 유엔국장 면담)

1996.5

현준국 노동당 국제부장 (좌파민주당 당수 및 재건 공산당 위원장 면담)

1996.12

장성택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Italy

(Valorie 이탈리아 고속도로회사 Autostrada Spa.사 대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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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

지재룡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이탈리아 재건공산당 3차대회 참석)

1998.12

김춘국 외교부 구주국장

1999.2

농업성 대표단

1999.4

최수헌 외교부 부상

1999.7

노동당 국제부대표단 2명

2000.9

백남순 외무상 공식방문 (伊·北 외무장관회담 개최 및 아마토 총리 예방)

2002.3

리광근 대외무역상 공식방문 (伊·北 외무장관회담 개최 및 아마토 총리 예방)

2004.5

김춘국 외교부 구주국장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및 Selva 하원 외교위원장 예방)

2004.11

김춘국 외교부 구주국장 (Como 개최 대북관계 세미나 참석)

2005.10

리흥식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WFP 및 FAO 방문)

2005.10

궁석웅 외교부상 (Como 개최 대북관계 세미나 참석)

2005.11

국가건설감독성 대표단

2006.5

윤석천 평양시 수도 계획 연구소 대표 (6명)

2006.5

김춘국 외무성 구주국장 (외교부 아주국장 면담)

2006.11

강성민 등 김정일 주치의 대표단 (3명)

2007.3

이학권 북한 상경회의소 소장외 (20명)

2007.3

김춘국 북한 외교부 구주국장 (4명) (코모 대북관계 세미나 참석)

2007.10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4명)

2007.11

북한 백호무역대표단 (박창섭 총사장 등 4명) (북한 예술품 판매사업 여건 파악)

2008.2

북한 신진경제그룹대표단 (리명제 사장 등 4명)
(이탈리아 내 대리석 채굴, 가공 산업 시찰)

2008.6

김춘국 북한외교부 구주국장 (3명) (외교부 아주국장 면담)

2008.12

궁석웅 북한 외교부 부상 (3명) (코모 국제세미나 참석)

2009.9

이웅길 노동당 유럽국장 (4명)

2012.6

이웅길 노동당 유럽국장 (3명) (상원 외교위원장 면담)

2012.11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하원 외교위원장 면담)

2014.5

차건일 외무성 구주국장 (외교부 아태국장 면담)

2014.9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 (상원 부의장 면담)

2014.11

문정남 외무성 부국장 (3명) (FAO 국장ㆍIFAD 부총장 면담)

2015.2

김명호 노동당 유럽부국장 (2명) (Razzi 상원의원 및 민주당 유럽담당관 면담)

2016.4

문정남 외무성 부국장 (3명) (FAO개최 국제식물검역협약 회의 참석)

2017.7

장춘식 외무성 부국장 (3명) (FAO 총회 참석 및 WFP 사무총장 면담)

2017.9

노동당 실무대표단 (김경일, 서광 등 2명) (Razzi 상원의원 면담)

X
부
록
  

나

이탈리아 인사의 북한 방문

1980.4

Berlinguer 공산당 서기장

1980.6

Giancarla 상원의원 (女, 공산당)

1982.3

Leo Canullo 등 사회당 의원단

1984.10

Cresco 의원 등 사회당 의원단

1985.12

공산당 대표단 (Lucio Magri 당지도위원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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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9

Luzzatto 조자통 국제위원회 위원장

1989.11

Piccoli 하원외무위원장(기민), Gabuggiani 외무위간사(공산)

1989.12

駐중국 해외무역공사(ICE) 직원 (伊·北간 무역대표부 개설 타당성 조사차)

1990.2

Orlando 아세아 연구소장(상원외무위원, 기민당), Priori 아세안 연구소 교수

1990.9

북부 이탈리아 지역 통상사절단 (ICE, UNIDO 공동주관)

Italy

1991.4	Bufalini 상원의원(좌파민주당)을 대표로 Vitalone 상원의원(기민당, 외무정무
차관) 등 8명의 대표단 (IPU 평양총회 참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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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

Rossi 주중이탈리아 대사 및 Pini 외무부 아주국장

1993

외무부 아주국장 및 주중국 대사

1994.8

Valorie SME사 회장 (김용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면담)

1996.1

Valorie SME사 회장 (김용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초청)

1996.11

Ballaman 하원의원, Perein 前상원의원,
Loche 아시아연구소 사무총장 (駐FAO 북한대표부 초청)

1997.1

Valorie 이탈리아 국제관계 연구소 총서기

1997.3

Bertini WFP 사무국장 (식량사정 파악 차)

1997.10

농림부산하 AIMA(농산물 유통기관) 직원 1명

1997.11

Marco Pezzoni 하원의원(좌파민주당) 등 3명 (대북지원 식량배분 실상 파악 차)

1998.4

WFP 사무국장 Bertini

1998.6

Fabriano 이탈리아 농구클럽 (북한 농구협회 초청)

1998.7

Scarlata 외무부 아주국장 (駐FAO 북한대표부 초청 및 북한 내부사정 파악차)

1999.8

WFP 사무국장 Bertini

2000.3

Dini 외무장관 공식방문

2000.9

Violante 하원의장 방문

2003.12

Guido Martini 아주국장, EU Troika 대표단(국장급) 인솔 방북
김춘국 구주국장 면담, 백남순 외상 및 궁석웅 외무부상 예방

2005.7

Boniver 외교차관 남북한 동시방문

2005.8

라치오주 여자프로농구대표단 (인민무력부 초청)

2006.8

“마르델리니” 란다우연구소(코모) 사무총장

2007.9

Vernetti 아태담당 외교차관

2007.10

렌구 Piemonte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줄리아나 중소기업협회장 등 피에몬테 경제인 대표단 (5명)

2010.1

伊北의원친선협회 대표단 (Razzi 의원 등 5명)

2010.2

Iannuci 외교부 아태국장 등 3명 (伊北 수교10주년 교류)

2010.11

Sheeran WFP 사무총장 (WFP의 對北사업 현장 점검)

2011.11

伊北의원친선협회 대표단 (Razzi 의원 등 5명)

2012.9

伊北의원친선협회 대표단 (Razzi 의원 등 3명)

2012.12

의원·기업인 일행 (Romani 의원 등 7명)

2013.7

Razzi·Romani 의원 (7.27 행사 참석)

2014.5

Cousin WFP 사무총장 (WFP의 對北사업 현장 점검)

2014.8

의원·기업인 일행 (상하원 의원 7명 등)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등)

2015.5

의원·기업인 일행 (Razzi 의원 등 15명) (이영철 노동당 국제부 副부장 면담 등)

2016.8

의원·기업인 일행 (Razzi 의원 등 12명)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면담 등)

2017.4

의원·기업인 일행 (Razzi 의원 등 6명)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면담 등)

2018.5

駐韓 Marco Della Setta 伊대사
(北 외무성 유럽국장 면담 및 對北 지원 사업 현장 방문)

2018.5

Beasley WFP 사무총장 (WFP의 對北사업 현장 점검)

2018.9

의원·기업인 일행 (Razzi 의원 등)

2019.8

伊北의원친선협회 대표단 (Napoli 의원 등 3명)

2019.9

의원·기업인 일행 (Razzi 의원 등 8명)

X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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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10 문화 예술 행사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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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1.24.-29

한국사진전시회

1988.6.20.-7.10

제43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예술전 참가

1988.9.21.-12.18

제17차 밀라노 트리엔날레

1989.5

토리노 88올림픽 필름 콘테스트 (‘벽을 넘어서’ 작품 우수상 수상)

1989.7-8

88올림픽 후속 홍보사진전 (로마, 라팔로)

1989.8

Albi시 한·이 평화의 동상 제막행사

1989.11

시에나대학 주최 한국인 조각 전시회

1990.6

제44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참가

1990.11

인천 교향악단 공연 (로마)

1992.6

제45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참가

1993.10

Salerno 영화제 참가 (‘한줌의 시간 속에’ 작품상 수상)

1994.6

백남준 비데오 아트전 (밀라노)

1995.6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및 서울예술단 공연
(로마, 밀라노, 페루지아, 베네치아)
제46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참가 (전수천 특별상 수상)

1996.7

산지네지오시 한국의날 행사

1996.9

제6회 베니스 건축전 참가

1997.2-3

한국 도예전 (천사의 성 박물관)

1997.3-4

한국현대미술전 (국립민속박물관)

1997.5

로마지하철 플라미니오역 이두식 교수작품
모자이크 벽화 설치 영구전시

1997.6

제47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참가 (강익중 특별상 수상)

1997.11

제1회 한국학 세미나개최 (국립동양박물관)

1998.2-4

98 한국영화제 이탈리아 순회 개최 (로마, 밀라노, 볼로냐, 안코나)

1998.8

시에나 산 퀴리코도로시 시 한인조각가 그룹 초대전

1998.11

한국 뮤지칼 ‘해상왕 장보고’ 로마 Teatro dell'Opera di Roma 공연
(5회)

1998.11

김복희 현대무용단 공연 (로마, 비떼르보)

1999.2

금호 현악4중주단 공연 (로마, 베니스)

1999.6

제48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참가
(설치작가 이불 특별상 수상)

1999.6

박병천 무용단 공연 (로마)

1999.9

「천년의 소리」 공연 (로마)

1999.6

한국 전통예술 공연 (로마)

1999.7

유니버설발레 이탈리아 순회공연
(밀라노, 피렌체, 로마, 산피에트라 산타 등 4개도시)

1999.9

‘천년의 소리’ (정명훈, 안숙선등 한국 전통음악 및 클래식) (로마)

2000.5

한국 명장전 (대사관)

2000.9

Light Design 전시회 (로마, 밀라노)

2000.10

금호 아시아나 현악사중주 연주회 (밀라노)

2000.11

‘풍무악’ 전통예술단 공연 (피렌체, 볼로냐)

2000.12

오페라 ‘이순신’ 공연 (로마)

2001.7

재이 한인조각가회 전시회 (카라라)

2001.9

2002 월드컵 홍보 민속공연 (로마)

2001.12

제3회 세종대왕상 콩쿠르 개최 (밀라노)

2002.2

로마 한인합창단 공연 (로마)

2002.3

2002 월드컵 홍보 민속공연 (피렌체)

2002.5

2002 월드컵 홍보 ‘한국의 밤' (로마)

2002.6

2002 월드컵 기념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공연 (로마)

2002.9

제8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참가 (작가 김영준 등 9명)

2002.12

오페라 ‘공동경비구역' 공연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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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

제50회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 (황인기 작가 등 3명)

2003.6

서울 바로크 합주단 공연 (토리노 및 아스티)

2003.7

한국영화제 (피렌체)

2003.9

재이탈리아 한인조각가 전시회 (피렌체)

2003.9

한국 전통의상·자수 및 보자기 전시회 (피렌체)

2003.9

한복 패션쇼, 한국 전통음악·무용 공연 (피렌체)

2004.6

한국영화제 (피렌체)

2004.6

서울 현대미술 로마전시회

2004.6

금호영재트리오 공연 (로마 및 밀라노)

2004.7

이선옥 무용단 공연 (피에졸레 및 로마)

2004.8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
(한·이 수교 120주년 기념 계기,
우리나라 국제오페라 단원 30명 출연)

2004.8

경기도 문화예술공연단 (로마, 베니스, 밀라노)

2004.8

김활경 조각전시회 (카라라 인근 몬티뇨소)

2004.9

베니스국제영화제 (김기덕 감독 특별감독상 수상)

2004.9

밀라노 필름페스티벌 (한국 김영성 감독 단편 영화 상영)

2004.9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 한국 건축가 출품

2004.10

한국과 이탈리아 시와 문학의 만남 (베니스)
한·이 수교 120주년 기념/고은씨 등 참석

2004.10

이현 초대전 (베니스 동양박물관)
한·이 수교 120주년 계기/서양화가 이현 유화 작품 전시

2004.11

로마네스카 오페라단 공연
지휘 박지운/로마한인교회 창립 25주년

2004.11

아시아 영화제 (Capracia극장)
홍상수 감독의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상영

2004.11

한인음악회 (로마 La Sapienza 대학)
이탈리아 거주 한인성악가 28명 출연

2005.3

로마 한인협회 ‘재이 한인 오페라’ 공연

2005.4

무속인 김금화 초청공연 (로마 대학교)

2005.4

한국영화제 (로마, 피렌체, 토리노, 밀라노, 볼로냐),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빈집’ 등
대표작 10편 중점 상영

2005.4

극동영화제 (우디네) 배창호 감독 ‘길’ 등 상영

2005.6

베니스비엔날레 개막

2005.7

한국음식홍보행사 (로마 그랜드 호텔)

2005.8

在伊 조각가협회 전시회 (마싸 지방 Castello di Malapina)

2005.9

제62회 베니스 영화제
박찬욱 감독 ‘친절한 금자씨’ 특별상 수상

2005.11

밀라노 한인음악회

2006.2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6.3

로마국립미술원 한국인 동문전시회 (대사관 청운당)

2006.7.3

대전시립전통무용단 로마 공연 (Auditorium, Parco della Musica)

2006.9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2005.10.22.-29

한국영화주간 (로마 트레비 극장)
주최 : 영화진흥위원회, Cineteca
후원 : 주이탈리아대사관

2006.10

섬유 예술전 (대사관 청운당)
주최 : 권오순 경성대교수, 정영진 부산여대 교수

2007.1.18.-23

한국예원문화협회 전시회 (대사관 청운당)
한지공예, 섬유공예, 종이공예 등

2007.3.23.-30

제5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Auditorium Stensen)
임권택 감독전

2007.4.21.-27

서양화가 이정숙 전시회 (대사관 청운당)

2007.6.8.-14

밀라노 한국문화주간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공연, 한인음악제,
김기덕 감독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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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10.-14

사진작가 김용길 개인전 ‘빛이신 예수님’ (대사관 청운당)

2007.9.11.-9.20

밀라노 토리노 한국전통 음악과 무용축제
(MITO SETEMBRE MUSICA 2007)
국립국악원, 정가악회, 왕기석 판소리명창 공연

2008.1.24.

건축전 Seoul Scape (피렌체 SESV GALLERY)
건축가 정구연, 조성용, 김영준, 민형식, 이종호 등 작품 전시

2008.3.7-3.15

제6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피렌체 Cinema Auditorium)
이준익 감독의 ‘라디오 스타’ 등 총 31편 상영

2008.4.19.-13

이탈리아 태권도협회 주관 유럽태권도 대회 (로마 Palalottomatica)
동 대회계기 이용태 풍물단 축하공연 개최

2009.3.20.-28

제7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개최
(피렌체 Cinema Odeon, Teatro Verdi)
이창동 감독의 ‘밀양’ 등 총 35편 상영

2009.3.23.-26

2009국제아동도서전 주빈국 참가 (볼로냐)
주빈국관 및 한국관 개관, 전통공연,
태권도시범, 한글과 한국문학 전시 등

2009.4.25-5.6

강진도자기 유럽 순회전 (국립동양예술박물관)
강진도자기박물관 소장품 등 56점 전시

2009.5.12.-6.12

한국의 아름다운 매듭전 (국립동양예술박물관)
매듭장 김은영씨 등 작가 20명의 작품 전시

2009.6.7.-11.22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작가 양혜규의 설치작품 ‘응결’ 전시

2010, 1.28-2.1

무대설치가 김수희 개인전 (대사관 청운당)

2010.2.18.-2.25

로마 국립미술원 한인유학생 전시회 (대사관 청운당)

2010.3.12.-3.20

제8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2010.4.2-5.12

한국의 나전과 칠예전, 로마 민속박물관

2010.5.26

시인 고은 ‘고은시선’출판기념회, 로마재단내 세미나실

2010.6.15.

6.25 60주년기념 한국영화 상영, 빌라 보르게제내 Casa del Cinema

2010.6.24.

로마 동양예술박물관 한국실 개관

2010.7.25.-30

재이한인 성악가 이탈리아 투어 공연 및 한식 홍보행사,
사르데냐 Forte Village Resort 콘서트실

2010.7.27.

재이한인 성악가 이탈리아 투어 공연, 칼리아리 산타루치아 성당

2010.8.1

재이한인 성악가 이탈리아 투어 공연 피렌체 보볼리 공원내

2010.8.2

재이한인 성악가 이탈리아 투어 공연 로마 마르첼로극장

2010.8.5

재이한인 성악가 이탈리아 투어 공연 파도바 Piovego 강가

2010.8.8

재이한인 성악가 이탈리아 투어 공연, 팔레르모 Kursaal Tonnara

2010.8.26.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2010.9.6-10

화가 최영실 개인전 (대사관 청운당)

2010.10.26.-29

피렌체 국립미술원 한인학생회 전시, 대사관 청운당

2010.10.9.-11.16

한국전통도자 유럽특별전, 파엔자 국제도자박물관

2010.11.25.

‘한식의 밤’, Villa Miani 리셉션홀

2011.6.2

한지예술 ‘품격있는 한지’ 전시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2011.3.25-4.2

제9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피렌체 오데온극장

2011.5.12.-5.30

박찬욱 감독 회고전, 볼로냐 시네테카 (Cineteca)

2011.5.25.

국기원 태권도 시범, 팔레르모 Repubblica 광장

2011.6.3

6.25 60주년 기념 리틀앤젤스단 공연, 로마 Argentina 극장

2011.6.9.-8.7

‘Spirituel-HanJi’ 한지전시회, 로마민속박물관

2011.7.5-7.9

화가 정태관 ‘자연의 숨소리’ 개인전, 대사관 청운당

2011.8.4

재이한인 성악가 이탈리아 투어 공연, 로마 Marcello 극장

2011.10.7

재이한인 성악가 이탈리아 투어 공연,
폼페이 Costanzo Mattiello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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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13	나폴리 ‘한국주간’문화행사 (비지니스포럼, 한국영화상영, 국립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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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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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MACRO Testaccio

2012.1.17

한예종 및 로마 산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재학생 합동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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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4.-2.22

조각가 민경옥, 박신애 ‘Lui e Lei’ 공동전시회, 대사관 청운당

2012.3.16.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강연회, 로마 사피엔자대학

2012.3.19.-3.22

제49회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한국도서전시

2012.3.23.-31

제10회 피렌체 한국 영화제, 피렌체 오데온 극장

2012.4.20

서강대 종교학 김성내 교수, 한국종교 세미나, 로마 동양학과

2012.4.20.-28

우디네 극동영화제 한국영화 10편 초청상영

2012.6.1

나라사랑음악회, 로마 Argentina 극장

2012.7.14.

재이한인 성악가 이탈리아투어공연, 페사로 Astra 극장

2012.8.17, 8.21

재이한인 성악가 이탈리아투어공연,
칼라브리아주 보르쟈시 광장 및 공원

2012.8.25-9.1

제11회 단편영화 페스티발, 한국단편영화 특별전,
피아첸쟈 Raggio Pntenure 야외극장

2012.9.8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김기덕 감독 ‘피에타’ 황금사자상 수상

2012.10.24-10.29

볼로냐 ‘한국문화주간’ 행사
(영화, 태권도시범, 비즈니스포럼, 강연회, 한인성악가 공연,
미술전 등)

2012.10.26.-28

리미니 ‘스포츠 데이’ 국기원 태권도시범

2012.11.8., 11.15

‘Gambero Rosso’ TV 한식소개 프로그램 방송

2012.11.23

한국어 말하기 대회, 로마 사피엔자대학 동양학과

2013.1.21.-1.25

화가 백승수, 박지현, 소수빈 ‘Be into paris’ 공동전시회,
대사관 청운당

2013.2.2-2.12

화가 안나 김 ‘Colors of Korea’ 개인전,
로마 Palazzo Vicariato maffei marescotti 전시실

2013.3.29-6.2

한국현대미술전 ‘White & White’, 로마 Carlo Bilotti 박물관

2013.4.10.-5.12

화가 박한홍 개인전 ‘Rain’, 로마 Spazio 88

2013.4.17.-4.24

로마국립미술대학 한인학생전, 대사관 청운당

2013.5.14.-7.14

한국공예장인전, 로마 동양예술박물관

2013.6.1-8.20

조작가 김영원-이탈리아 Novello Finotti 공동전시회, 파도바 5개소
(시청광장, 시립미술관, 공원내, 라테카 갤러리, 자커만궁 미술관)

2013.6.1-11.1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Who is Alice?’ 한국전

2013.7.12.

한국어 말하기 대회, 로마 사피엔자대학 동양학과

2013.7.12.-7.13

‘한국문화의 밤’ (영화, 도서전, 사물놀이 공연, 서예시범 등),
로마 ‘이솔라 델 시네마’ 티베리나섬

2013.9.30.-10.4

화가 이진형 개인전, 대사관 청운당

2013.10.14-10.21

화가 임영회 개인전, 대사관 청운당

2013.11.18.-20	‘한국학워크샵’ 주재국내 고교교사 대상 한국학 소개행사 및 문화공
연, 베니스 카포스카리대학
2013.12.6-7

로마대학 한국학과, 한국문화의날 행사 개최

X

2013.12.13.-14	유럽10개국 한국문학번역가 및 출판사 관계자 대상 한국문학 번역
워크샵, 로마 대학

2014.3.13.-16

제12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2014.4.8-13

밀라노 디자인위크 한국전통공예전시회 ‘법고창신’,
밀라노 트리엔날레 박물관

2014.5.9

한국세미나 ‘한국근현대와 유럽간 문화교류’, 피렌체대학

2014.6.5

한이 수교 130주년 기념, 한이 창조경제 비즈니스 포럼,
밀라노 Clerici 궁

2014.6.7

제14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황금사자상 수상

2014.6.7.,8,11,13

수교기념 국기원 태권도 시범 및 세미나, 로마, 바리, 나폴리

2014.6.17.-6.20

한·이 130주년 기념, 제86회 ‘Pitti Uomo’ 주빈국 참가, 피렌체

2014.7.24.-7.25

한이문화포럼 ‘소리와 언어사이의 대화’ 및 한인성악가 공연,
포쟈 산타키아라 오디토리움

록
  

‘장영혜중공업’ 미디어 작품 전시, 로마 과학페스티벌, Auditorium

부

2014.1.17.-29

2014.8.11.,17,29,9.6 재이한인 성악가 이탈리아 투어 공연, Amalfi, Filignano,
Sant'Agata dei due Golfi, Torrecuso
2014.8.25.

제29회 메라노 음악페스티벌, 서울시향, 수원시향 초청공연,
메라노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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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28.

한이수교 130주년기념, 푸치니 페스티벌 한국 베세토오페라단 초청
창작오페라공연, 비아레죠 Torre dell Lago 야외무대

2014.9.26.~11.26

재이한인조각가 박은선 작가 로마 유적지 (Mercato Traiano)내
개인전

2014.12.12.

제1회 한-유럽작가 문학포럼 개최 (로마대학)

2014.12.17.~19

한이수교 130주년기념 뉴미디어 특별전시회 ‘Future is Now’
(로마 MAXXI 미술관)

2015.4~8월

뉴미디어 ‘Future is Now’ 순회전시회 (피렌체 Le Murate 미술관)

2015.4.23.~5.7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개관기념‘한국 밥상으로의 초대’ 전시회
(로마 빅토리아눔 박물관)

2015.4.26.~28

로마 한국영화제 개최 (로마 Casa del Cinema)

Italy

2015.6.22.~6.27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개관기념 ‘한국주간’ 행사 (밀라노 총영사관
협력, 밀라노 만조니극장, 사보이아호텔, 도심광장, 엑스포 공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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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6.~9

베니스대학 ‘한글의 날 행사’

2015.11.20.~28

제15회 아시아영화제 개막작 출품 및 개막공연

2015.9.13.

문화원 개원기념, KBS 축하공연 (로마시립음악당)

2016.1.29.~2.1

조형물 ‘Golden Lotus’ 전시 (로마도심 San Silvestro광장)

2016.7.10.

재이한인청년음악인협회 창단기념 음악회

2016.9.13.

문화원 개원기념 피아니스트 손열음 콘서트

2016.10.16.~11.6

문화원 개원기념, 한이청년오케스트라 공연 (총 8회)

2016.10.26.

문화원 개원식 및 개원기념 행사

2017.1.26.~27

설날맞이 체험행사

2017.2.22.

Beautiful Mind 자선공연단체 공연 (2회)

2017.2.15.~3.8

민화작가 서공임 개인전

2017.3.3.

재이한인음악인협회 창단기념 공연

2017.3.22.~4.12

재이한인미술가협회 창립기념전

2017.3.23.~3.31

서공임 개인전 순회전시 (피렌체)

2017.3.29.~4.3

‘아름다운 우리무용’ 이탈리아순회공연 (총4회)

2017.4.7.

재이한인음악인협회 신춘음악회

2017.4.19.~5.10

한국 주요관광 명소 사진전

2017.5.8.~5.11

밀라노 식품박람회 한국관 쿠킹쇼 및 문화행사

2017.5.18.~5.31

‘한지 세계로의 여정’ 전시회

2017.5.24.

케이팝 쇼케이스 ‘바버렛츠’ 공연

2017.5.26.

케이클래식, 앙상블 클라비어 공연

2017.5.31.

문화가 있는 날, 재이한인음악인협회 오페라 공연

2017.6.5.~7

나폴리 한국주간 개최

2017.6.7~6.22

‘한지 세계로의 여정’ 순회전시회 (나폴리)

2017.6.26.~7.16

한국관광사진전 (로마 필하모닉 아카데미)

2017.6.26.

필하모니카 로마나 음악축제 MOKO 개막공연

2017.7.14.~16

움브리아 재즈페스티벌 한국팀 참가

2017.7.26.~27

전북대 ‘신한류 페스티벌’ 개최

2017.7.28.

동서양 악기협연 ‘프로젝트 앙상블’ 공연

2017.7.19.~8.30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계기, 강원도 사진전

2017.8.13.

루카 푸치니오페라축제 ‘선덕여왕’ 공연 참가

2017.8.14.

피에트라산타 한국문화의 날 개최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

2017.9.5.

재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합창단 이탈리아공연

2017.9.7.~10.11

‘나전과 옻칠 그 천년의 빛, 이탈리아를 밝히다’ 전시회

2017.9.13.

전통문화예술단체 ‘울림’ 공연

2017.10.3.~9

전통음악공연 ‘한국의 향기’ 순회공연
(로마, 모데나, 산마리노공화국)

2017.10.20.~11.10

‘한지 세계로의 여정’ 순회전시회 (밀라노)

2017.10.25.~11.15

조각보 전시회

X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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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27
개원기념 문화행사 : 국립국악원 전통음악 공연,
	다도/다식 체험행사, 이선영 한복패션쇼, 케이뷰티 메이크업 시연,
전통공예체험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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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평창올림픽개최기념 기자대상 한이셰프 쿠킹쇼

2017.11.13.~15

케이 재즈페스티벌 ‘Hg Funk Tronic’ 공연

2017.11.21.

RAI-TV ‘요리사의 도전’프로, 한식소개편 촬영

2017.11.22.~12.21

‘Imaging Korea in Documents’ 사진전

2017.11.22.

‘가야금 연주와 함께하는 시낭송’ 행사

2017.12.7.

페루자 사포리요리학교 ‘한식경연대회’

2017.12.13.~17

K-클래식 ‘KoreaArt’ 공연 (로마, 샤르데냐)

2017.16

K-hip hop, ‘Fluido Jam’ 쇼배틀 및 워크숍

2017.12.17.

샤르데냐 ‘한국문화의 날’ 행사

2017.12.19.

재이한인음악인협회 송년음악회

2018.1.9.~1.31

‘나전과 옻칠’ 이탈리아순회전시 (알바노)

2018.1.31.

문화가 있는 날 ‘공예체험’ 행사

2018.2.1.~2.16

평창올림픽기념, 미술공모전 전시회

2018.2.9.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평창의 꿈’ 음악회

2018.2.16.

설날 맞이 ‘체험행사’

2018.2.21.~3.21

서예전시 ‘서예, 붓의 춤, 먹의 울림’

2018.2.28.

문화가 있는 날 ‘김치담그기 체험행사’

2018.3.2.

매달 첫 금요일 정기영화상영회 ‘건축학개론’

2018.3.18.

국제뷰티산업박람회 참가,
‘K-뷰티 트랜드 메이크업’ 시연 (볼로냐)

2018.3.19.

메이크업사 김성희 초청
‘K-뷰티 트랜드 메이크업 시연’

2018.3.23.~4.22

한국콘텐츠사진연구소 회원작품
‘Imaging Korea’ 사진전 (피렌체)

2018.3.25.

‘한국문화의 날’ 문화행사 개최 (포쟈시)

2018.3.28.

전통예술공연단체 ‘울림’ 공연

2018.3.29.~4.18	재이한인미술가연합의 ‘시간의 흔적,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정기
전시회
2018.4.6.

매달 첫 금요일 정기영화상영회 ‘청년경찰’ 상영

2018.4.26.~5.23

한·이양국미술가 공동전시회 ‘백로산책’

2018.4.29.

로마국립음악원 (산타체칠리아)
한인재학생콘서트

2018.4.6.

매달 첫 금요일 정기영화상영회
영화 ‘과속스캔들’ 상영

2018.5.3.~5.5

한복진흥센터 협력, ‘한복워크숍’

2018.5.5.

어린이날 계기, 현지아동대상
‘80일간의 세계일주’ 개최

2018.5.11.

재이한인음악인연합 정기연주회
‘그란갈라 오페라 콘서트’

2018.5.28.~6.1

밀라노 ‘한국주간’ 개최

2018.5.31.~6.11

한인서예가 김병기와 이탈리아 7인 서예가 공동 서예전시회

2018.6.1.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 시범’ 공연

2018.6.14.~7.31

로마국립미술대학 협력. 한지활용 작품전시회

2018.6.15.

로마국립호텔조리고등학교 한식 경연대회

2018.6.15.

세종학당 ‘한국어말하기대회 지역예선’

2018.6.27.

움브리아앙상블&한인성악가의 로시니오페라 콘서트

2018.7.6.

매달 첫 금요일 정기영화상영회
영화 ‘과속스캔들’ 상영

2018.7.7.

필하모니카로마나 여름음악축제 ‘코리아’ 공연

2018.7.25.

문화가 있는 날 현대오페라 ‘Lupa’ 공연

2018.8.3.

매달 첫 금요일 정기영화상영회
영화 ‘터널’ 상영

X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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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0.~9.11

문화가 있는 날 ‘기타 5중주 그랑퀸텟’ 공연

2018.9.19.~10.31

제주도 생태관광사진전시회 ‘화산섬 제주도와 바다의 여인들’

2018.9.20.

전통주 수업 및 막걸리 만들기 체험행사

2018.9.25.~9.28

한지 세미나-워크숍 ‘색의 신비-동서양의 비교’

2018.9.26.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

2018.9.27.~10.2

LDP현대무용단 밀라노 국제페스티발 공연

2018.10.26.

문화가 있는 날, 한중이 6인예술가의 ‘사랑과 희망’ 콘서트

2018.11.6.

한지 디자인 워크숍

2018.11.26.~12.2

로마 한국주간 문화행사

2018.11.30.

국경일 계기, ‘한복 패션쇼’

2018.11.30~12.28

이철수 판화전 개최

2018.12.4.

예술무대 신의 ‘달래이야기’ 공연

2018.12.9.

아동작가 배유정의 ‘춤추는 나무들’ 워크숍

2019.1.23.~24

전통문화예술단 리진의 ‘영혼의 꽃’ 공연

2019.1.25.

로마 알타로마 패션위크 ‘한복패션쇼’

2019.1.30.

문화가 있는 날, 단단스 아트그룹 ‘보따리’창작무용 공연

2019.2.27.

문화가 있는 날, 앙상블 하루의 ‘공명’ 공연

2019.2.28.~3.15

한지전시회 ‘공감각-한지에 관한 연구’

2019.2.28.

‘한국영화의 밤’ 영화상영회 ‘관상’ 상영

2019.3.11.~3.25.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 관련 영화상영회

2019.3.12.~4.12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특별 전시회

2019.3.21.~3.29

제 17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2019.3.22.~4.11

재이한인미술가협회 정기전시회 ‘KoreArt - 존재의 흔적들’

2019.3.27.

문화가 있는 날, 현대무용 ‘훌륭한 사람과 의미 있는 우연’ 공연

2019.3.27.

재이한인유학생 ‘우리의 봄’ 콘서트

2019.3.29.

로마미술고 재학생 대상, 한국영화상영회

2019.4.8.

시에나외국어대학 ‘한국문화의 날’ 행사

2019.4.13.	제29회 유럽한국학회 폐막식 계기 재이한인성악가 남성 4중창단
공연
2019.4.17.

문화가 있는 날, ‘바로크의 영혼’ 피아노, 첼로 공연

2019.4.18.~5.29.

서울을 주제로 한 ‘서울로맨스’ 전시회

2019.5.22.~5.29.

토리노 한국주간 문화행사

2019.5.19.~5.21

오리지널 드로잉 쇼의 ‘드로잉 쇼’ 순회공연

2019.5.22.~5.24

정관스님의 사찰음식 쿠킹클래스 및 체험행사

2019.5.29.

문화가 있는 날, 밀라노 음악인 협회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

2019.6.5.~6.6

젊은 요리사 Esprit Chef팀의 한식만찬과 쿠킹클래스

2019.6.6. 6.8

세계태권도연맹태권도 시범단, 로마 태권도시범 공연

2019.6.12.~7.31

로마국립미술대학 한지전시회 ‘물과 색 속에서’

2019.6.22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음악회’

2019.6.23.~6.29

볼로냐 고전영화제 ‘한국고전영화 7편’ 상영

X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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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26	문화가 있는 날, 이지혜 재즈 퀘텟 초청, 필하모니 로마나 여름축제
공연
2019.7.31.

문화가 있는 날, 움브리아 앙상블의 ‘사랑은 아모레’ 콘서트

2019.8.13.

나르니 여름음악축제 ‘한국영화상영회’

2019.9.30.~10.4

로마 한국주간 문화행사

2019.9.30.~11.13

웹툰전시회 ‘웹툰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2019.10.25.

문화가 있는 날, 피아노 백민정, Alberto Ferro 듀오 콘서트

2019.11.11.~11.15

시에나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풍물’ 특강

2019.11.19.

‘재즈 코리아’ 서수진 콰르텟 콘서트

2019.11.22.

케이팝 아카데미 쇼케이스

2019.11.22.

나폴리 동양학대학 ‘한글과 한국어 워크숍’

2019.11.27.

문화가 있는 날, 로마한인음악인협회의 오페라 ‘팔리아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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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12.31

‘한국의 바다와 섬’ 전시회

2020.1.14.~1.17

한국전통무용 ‘진도북춤’ 특강

2020.1.31.~2.1

로마관광박람회 ‘한국홍보부스’ 운영

2020.2.1.

피아니스트 조성진 콘서트 (피렌체 페르골라 극장)

2020.2.8.

바이올리니스 김 봄소리, 라파우 블레하츠 듀오 콘서트
(피렌체 페르골라 극장)

2020.2.15.

재로마한인회 한국영화상영회 ‘헤로니모’ 상영

2020.2.25.~3.9

미디어 아트 ‘From the Past’ 전시회 및 워크숍

2020.5.29.~5.30

문화가 있는 날, ‘택시운전사’ 상영

2020.5.31.~6.14 	설문조사 ‘문화원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의견 수렴
행사
2020. 6.12

문화가 있는 날, ‘놋- N.O.T’ 온라인 공연

2020.6.26.~6.27

‘더 테러 라이브’ 온라인 상영

2020.7.6.~8.3

한국 관련 그림그리기 대회 ‘Before you go’

2020.7.17.

한국의 주요관광지 ‘경상북도’, ‘전주시’ 영상 게시

2020.7.24.

온라인 공연 ‘사랑하며 춤을 춰라’

2020.7.29. 	온라인 카드뉴스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었니?’ ‘한국의 편의점’편
제작 및 게시
2020.7.31.~8.1

문화가 있는 날, ‘광해’ 온라인 상영

2020.8.1.

로마 아시안영화제 ‘한국영화의 날’ 개최

Italy

2020.8.9.~8.11	제8회 라 구아림바 (La Guarimba) 국제영 화제 ‘한국애니메이션
상영회’

172

2020.8.18.~8.22

세계태권도연맹의 이탈리아순회 ‘태권도 시범’ 공연 영상 소개

2020.8.25.

나르니, 여름축제 ‘한국문화의 날’ 한국 영화상영회 행사

2020.8.27.~9.22

한식 홍보영상 ‘Taste of Korea’ 총 29편 소개

2020.8.31.~10.12

한국관련 영상제작 공모전 ‘카메라(방) 안의 한국,
Corea in Camera’ 개최

2020.8.31.

온라인 카드뉴스 ‘한국의 여름철 별미’ 제작

2020.9.1.~9.24

온라인 공연영상 (콘텐츠) 공모전

2020.9.18.

온라인 공연, 전통타악 연주 ‘동행과 향해’

2020.9.23.~9.30

제 18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2020.9.24.~10.24

전시회 ‘타르시토, 한국과 사랑에 빠지다’ (바리)

2020.9.29.

온라인 카드뉴스 ‘한국의 PC방’편 제작 및 게시

2020.9.30.~10.1

문화가 있는 날, 영화 ‘아저씨’ 온라인 상영

2020.9.30.~10.9

온라인 기자단 및 일러스트 공개 모집

2020.10.1.~10.23

2020년 한글날 행사,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글짓기,
예쁜 한글쓰기대회 개최

2020.10.6.~11.30

한국관련 초단편영화 총 6편 제작 ‘K-Lab’ 사업 진행

2020.10.15.

온라인 카드뉴스 ‘한국의 대중교통’편 제작

2020.10.13.~11.25

온라인 태권도 품새(자유형) 및 격파대회

2020.10.17.~10.29

재이한인미술가협회 정기전시회 ‘KoreArt’

2020.10.25.~11.1

온라인 케이팝 댄스 및 보컬 커버 대회 ‘K-Pop Party 2020’

2020.10.26.

온라인 전시 ‘조선, 역병에 맞서다’

2020.10.26.~10.31

온라인 한식경연대회 개최

2020.10.27.~10.30

온라인 영화제, 한국주간 계기 총 3편 상영

2020.10.29.

한국체험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 1편
‘한복입고 경복궁 관람하기’편 제작

2020.10.30.

온라인 카드뉴스 ‘찜질방’편 제작

2020.10.30.~10.31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공연 ‘Harmony of Light’

2020.10.30.

온라인 뉴스레터 ‘Corea Today’ 10월호 발간

2020.11.11./11.25

온라인 카드뉴스 ‘한국식당’, ‘한국카페’편 제작

2020.11.14.

서울미식주간 ‘쿠킹 클래스’ 현지인 20명 참가

2020.11.21.~12.13

한식 홍보영상 ‘에스터와 마티아의 한식체험기’ 영상 총 6편 제작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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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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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온라인 뉴스레터 ‘Cora Today’ 11월호 발간

2020.11.25.

온라인 공연영상콘텐츠 공모전 선정작 ‘연희별곡’ 영상 게시

2020.11.27.~11.28

온라인 영화, 집에서 즐기는 한국영화상영회영화 ‘버닝’ 상영

Italy

2020.11.27.	한국체험 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 2편 ‘홍대에서 삼겹살과 소주
마시기’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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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2.15

‘한국 관련 영상제작 공모전’ 수상자 제작지원 영상 4편 게시

2020.12.10.

온라인 뉴스레터 ‘Corea Today’ 12월호 발간

2020.12.11./12..14

온라인 카드뉴스 ‘소주와 막걸리’, ‘포장마차’ 제작

2020.12.18.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공연 ‘Across the Universe’

2020.12.19./12.20

온라인 영상콘텐츠 공모전 선정작 ‘진혼’, ‘무인도’ 영상 소개

2020.12.23.

온라인 한국체험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 3편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야경 산책하기’편 영상 제작

2021.1.8.

온라인 공연 ‘Harmony of Light’ 하이라이트 영상 게시

2021.1.14./1.23

온라인 카드뉴스 ‘한국인의 특징’,
‘넷플릭스에 서 볼 수 있는 한국드라마 인기작 8편’ 제작

2021.1.21.

온라인 한국체험 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 4편
‘통인시장에서 길거리 음식 먹기’편 제작

2021.2.10./2.19.

온라인 카드뉴스 ‘설날’, ‘한국패션’편 제작

2021.2.11.

온라인 설날 체험행사 영상 제작

2021.2.19.

온라인 한국체험 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 5편
‘한국패션-홍대’편 영상 제작

2021.2.24.~2.25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그물’ 온라인 상영

2021.2.26.

온라인 실시간스트리밍 공연, 국립국악원 협력‘궁의 하루’ 공연

2021.3.9./3.25.

온라인 카드뉴스 ‘넷플릭스 한국영화’, ‘한국 고등 학교’편 제작

2021.3.19.

온라인 한국체험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 6편
‘한국패션-동대문’편 제작

2021.3.26.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발레 춘향’

2021.3.31.~4.1

문화가 있는 날, 영화 ‘부당거래’ 온라인 상영

20214.9

김장문화 홍보영상 ‘현지인과 함께하는 김치 사랑’ 영상 1편 게시

2021.4.12.~5.25

한국문학작품 독후감대회

2021.4.14.

한국거주 이탈리아인이 소개하는 ‘내가 사랑하는 한국’ 1편
‘한국의 대학생’ 영상 제작

2021.4.15.

온라인 공연영상(콘텐츠)공모 선정작 ‘시의 숲’ 영상 게시

2021.4.15.~5.7

케이팝댄스 및 보컬경연대회 예선전 영상 공모

2021.4.16.

온라인 카드뉴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야식’ 제작

2021.4.22.~5.1

김장문화 홍보영상 ‘현지인과 함께하는 김치사랑’ 2편~5편
영상 제작

2021.4.23.

온라인 한국체험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 7편 ‘안동하회마을’
영상 제작

2021.4.28.~4.29

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한국영화상영 ‘다른 나라에서’ 상영

2021.4.28.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딜레마’

2021.4.30.

재이한인미술가협회 정기전시회 ‘멈춰진 시간’

2021.5.3.

온라인 뉴스레터 ‘Cora Today’ 5월호 발간

2021.5.5.

국내거주 이탈리아인이 소개하는 ‘내가 사랑하는 한국’ 2편
‘디자이너’편 영상 제작

2021.5.7.

2021년 공연영상(콘텐츠)공모 선정작 섶무용단 흑살풀이’ 공연

2021.5.14.

온라인 카드뉴스 ‘한국의 배달문화’편 제작

2021.5.19.

국내거주 이탈리아인이 소개하는 ‘내가 사랑하는한국’ 3편
‘유튜버’편 영상 제작

2021.5.21.

온라인 한국체험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 8편
‘한국의 배달문화’편 영상 제작

2021.5.21.~5.28

제 19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2021.5.24.~5.28

온라인 한국주간, 영화 ‘김씨 표류기’ 상영

2021.5.24.

온라인 전시 ‘이탈리아와 함께하는 공예유람전-9개의 의자’

2021.5.27.

온라인 한국주간, 한복홍보영상 ‘자연을 사랑한 전통의 미’ 게시

X
록
  

온라인 뉴스레터 ‘Corea Today’ 4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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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38~5.30

온라인 한국주간, 온라인 공연 ‘두들팝’ 공연

2021.5.29.

온라인 한국주간, 한식영상 ‘한식의 맛의 비밀, 양념’ 게시

2021.5.30.~6.6

온라인 한국주간, 케이팝경연대회 영상 게시

2021.6.1.~7.31

한식 밀키트를 활용한 온라인 한식강좌

2021.6.7.

온라인 뉴스레터 ‘Cora Today’ 6월호 발간

Italy

2021.6.9. 	국내거주 이탈리아인이 소개하는 ‘내가 사랑하는 한국’ 4편
‘고등학교’편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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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0.

온라인 카드뉴스 ‘한국의 집’편 제작 및 게시

2021.6.11.

온라인 공연영상공모전 선정작 ‘Pizz 가야금’ 게시

2021.6.11.

케이팝 댄스 및 보컬경연대회 우승 발표 영상 게시

2021.6.14.~6.25

2021년 한국어 말하기 및 쓰기 대회 개최

2021.6.18.

온라인 한국체험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 9편
‘한국인들의 여름휴가’편 영상 제작

2021.6.19.

로마 ‘아시안필름페스티발’ ‘한국영화의 날’ 개최

2021.6.23.

국내거주 이탈리아인들이 소개하는 ‘내가 사랑하는 한국’ 5편
‘의료연구원’편 영상 제작

2021.6.25.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발레 심청’ 공연

2021.6.27.~7.11

온라인 한식요리콘테스트 개최

2021.6.30.~7.1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공동비구역, JSA’ 온라인 상영

2021.7.2.

온라인 공연영상콘텐츠 공모전 선정작
‘감성듀오우드x염정제-한시를 노래하다’ 영상 게시

2021.7.4.~8.22

아트리시 재이한인작가 전시회 및 한국영화제

2021.7.5.

온라인 뉴스레터 ‘Corea Today’ 7월호 발간

2021.7.9.

온라인 공연영상콘텐츠 공모전 선정작
‘아트지 스트리트 댄스쇼’ 게시

2021.7.14.

국내거주 이탈리아인들이 소개하는 ‘내가 사랑하는 한국’ 6편
‘요리사 및 국제결혼자’ 영상 제작

2021.7.14.

온라인 카드뉴스 ‘한국의 수능시험’편 제작

2021.7.28.

온라인 한국영화상영회 ‘리틀 포레스트’ 상영

2021.7.30.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국악앙상블 ‘사계’ 공연

2021.7.31.

온라인 ‘한식요리 콘테스트’ 수상자 발표

2021.8.2.

온라인 뉴스레터 ‘Corea Today’ 8월호 발간

2021.8.6.

온라인 공연영상콘텐츠 공모전 선정작
‘V.A.X 당신의 더없는 행복을 바랍니다’ 영상 게시

2021.8.12.

한국소개 초단편영화 제작 K-Lab 총 5편 및 설명판 5편 제작 완료

2021. 8.13

온라인 공연영상콘텐츠 공모전 선정작 ‘가죽가방의 소녀’ 영상 게시

2021.8.11.

온라인 카드뉴스 ‘한국인이 선호하는 피서지 베스트 5’ 제작

2021.8.19.

국내거주 이탈리아인이 소개하는 ‘내가 사랑하는 한국’ 7편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 제작

2021.8.20.

온라인 한국체험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 11편
‘한국인들이 여름에 즐기는 야외활동’ 제작

2021.8.23.

나르니, 여름축제 ‘한국문화의 날’ 영화 <리틀 포레스트> 상영회

X
록
  

온라인 한국체험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 10편
‘한국의 데이트 문화와 데이트 코스’ 제작

부

2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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