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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제 정치∙경제 정세 일반
1. 정세 일반
가. 정치 정세
2003년의 주요 국제 정치 정세 양상으로는 이라크전 발발 및 이라
크 재건과 전후 처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개최, 유럽
의 통합∙확대 움직임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서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안
보, 환경, 초국가적 범죄 등과 같은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
어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강조되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테러와 연계될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
에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기존 노력이 강력
한 반확산 정책으로 더욱 공고화되면서 2003년에는 대이라크 전쟁
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일부 유럽 국가들의 이라크전쟁 반대 움직임
등 9.11 테러 이후 고조되고 있는 미국의 독주 현상에 대한 일정 수준
의 견제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연계 위험성 대두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불량 국가’
또는‘실패 국가’
에 의해 대량살상무기가 테러 조직에 공급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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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는데 적극 나서게 했다. 따라서 2003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체제(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PSI)’
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중국도
WMD의 수출 통제에 대해 공조를 약속하였다.
또한 Bush 행정부는 향후 수년에 걸쳐 세계적 차원에서 해외 주둔
군사력 재배치, 조직 재구성 및 임무 재부여 등‘전면 재조정’
을통
하여 21세기의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나갈 것임
을 밝힘으로써 기존 동맹 관계의 재조정도 불가피한 과제로 대두되
었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자민당 총재(임기
2년)로 재선되고, 2003년에도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권 체제
가 지속된 가운데,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을
위요하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일본은 9.11 테러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대테러전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국제 평화에 대한 공헌
을 통해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일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인 피랍자 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이
여전히 관계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11월 15일 제16차 당대회와 2003년 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全人大) 결과,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쟝쩌민(江澤民)이
계속 보유한 가운데 제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胡錦濤)가 당총서기
및 국가주석직을 모두 승계하고, 우방궈(吳邦國)가 전인대 상무위원
장에 원자바오(溫家寶)가 국무원 총리에, 쩡칭홍(曾慶紅)이 국가 부
주석에, 황쥐(黃菊)가 부총리직에 임명됨으로써 상호 분업적 집단지
도 체제가 확립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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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중국은 제16차 당대회 및 2003년 10월 중국 공산당 16기 3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中全會)를 통해‘3개 대표론’
[공산당이 ① 선진
사회 생산력(사영 기업가), ② 선진 문화(지식인), ③ 광대한 인민(노동
자와 농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 추가 및 사유재산 보호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한 부분적인 헌법 수정을 모색하였다. 양안(�岸, 중국과 대만)
간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중국 지도 체제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전방위 외교정책을 추구해 간다는 대외전
략 기조 하에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 대외 환경 구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ASEAN 지역안보포럼(ARF) 등 아∙태 지역에
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대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 2002년 10월 쟝쩌민(江澤民)의 미국 방문에 이어
2003년 6월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프랑스
에비앙), 원자바오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대미 관계 개선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의 Putin 정부는 체첸 사태와 같은 정국 불안 요인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강력한 국가권력 확립과 경제재건’
에 주안
점을 두고 지방 정부에 대한 통제권의 강화와 헌법 질서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3년 12월에 실시된 국가두마(하원)
선거에서 親크렘린 정파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2004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Putin의 재집권 전망을 밝게 했다. 대외적으로 Putin 정부
는 9.11 테러 이후 反테러 협력을 토대로 미∙러간 및 러∙EU간 관계
개선 등 서구와의 협력 확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안보 협력 지속, 국제 안보 협력, 중국∙일본 등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등 강대국 지위 회복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실리 추구형 全방위 외교’
를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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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진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민주화 추세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안보 질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심
의 역내 협력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 향방에 따른 여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인도네시아의 분리주의 운동 등 역내 안보의 불안정 요인
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02년 10월 발리 폭탄 테러 이후 동남아가
새로운 테러의 온상으로 떠오르면서 2003년에도 인도네시아, 필리
핀, 태국 등에서 수차례 테러가 연속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들은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 실시 및 상호 테러 정보 교환 등 대테
러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9.11 테러 사태 이후 동남
아 지역에 대한 역외 강대국들의 영향력 확보 경쟁은‘ASEAN+3’
협력 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중간 경쟁 양상에 더하
여 동남아 지역에서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입장으로 더욱 강화
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 각국은 2003년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미국∙
러시아 및 유럽 국가들로부터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등 전력 증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2년 1월 1일 단일 통화인‘유로(Euro)’
화를
전면 통용시킨 데 이어 12월 12~13일 개최된 코펜하겐 정상회담에
서 체코∙폴란드∙헝가리∙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슬로
바키아∙슬로베니아∙몰타∙키프로스 등 10개국을 2004년 5월 신규
가입시키기로 결정하고, 2003년 이들 국가들과의 EU 가입 절차를
모두 마쳤다. 따라서 2004년 5월 이후에는 EU가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됨으로써 인구 4억 5천만명, GDP 8조 8,000억
달러, 교역액 5조 달러의 세계 최대 경제 블록으로 재탄생될 예정이
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또한 2002년 11월 21~22일 체코 프라
하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 등 舊소련권 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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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004년 3월 29일 신규 가입시키기로 확정하고, 2003년에 이들
국가들과 가입 협상을 진행해 왔다.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유럽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주요한 행위 주체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EU는 세계무대에서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정된 유럽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펴고
있다. EU는 9.11 테러 사태 이후 새로운 국제 안보 환경 하에서 미국
과의 결속 및 상호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동반자 관계를 유지
하는 한편, 냉전 시대의 대미 의존을 벗어나고자 유럽 방위의 주체
성 확립을 모색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3년 브라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
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볼리비아 대통령이 퇴진하는 등 많은 정세
변화가 있었다. 과거 급진∙좌파 노선 표방으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야기했던 Lula 브라질 대통령은 2003년 1월 취임 이후 정치∙경제
안정을 위주로 하는 온건하고 완만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3년 5월 취임한 Kirchner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부정부패 척결
및 인적 청산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국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바, 볼리비아의 경우 야당,
노동자, 농민의 시위로 2003년 10월 Sanchez 대통령이 사임하였으
며, 베네수엘라에서도 급진 좌경 정책에 반대하는 기업∙노조의 총파
업 및 군부의 쿠데타로 Chavez 대통령이 일시 축출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콜롬비아 및 아이티는 게릴라 단체
및 반정부 무장세력의 활동으로 향후 정국 운영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03년 출범한 브라질, 에콰도르 등 좌파 정권의 경우에서처
럼 중남미에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통한 평화
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범죄, 부정 부패, 마약 거래,

22 / 제 1 장 국제정세 및 한반도 주변정세

빈부 격차 확대 등 사회 불안 요인은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지도층과
원주민과의 괴리도 상존하고 있다. 1999년 칠레∙아르헨티나간 국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계기로 중남미 국가간 무력 분쟁 가능성은 희박
해졌으나, 국제 마약 거래, 마약 조직의 국경선 침범, 환경오염, 불법
노동자 입국, 용수(用水) 문제 등과 비전통적인 분야에서의 국가간
분쟁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논란 와중에서 2003년 3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한 연합군이 對이라크 군사 조치를 전격 개
시하여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7월 13일 25인의‘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를 발족함으로써 미국 주도로 이라크 재건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분쟁은 2003년에도 여전
히 악화 국면이 지속되었으며, 팔레스타인측의 자살 폭탄 테러와 이스
라엘 군의 보복 공격이 반복되면서 쌍방의 인명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2005년까지‘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창설을 목표
로 하는 3단계 추진 계획인「중동 평화 로드맵(road map)」가동을
위해 2003년 6월 3일 Bush 대통령, Sharon 이스라엘 총리 및
Abbas 팔레스타인 총리는 동 이행 방안에 합의하였다. 또한 2003년
11월 12일 Qureia 총리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新내각 출범을 계기
로 이스라엘측과 팔레스타인측은 이집트의 중재로 협상을 시도하였
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프리카에서는 최근 들어 이념과 민족주의적인 대립이 점차 약화
되면서 민주화와 경제 개발이 진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치
적으로는 민주적인 직접 보통선거가 확산되고 의회의 활동이 강화되
었으며,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이념과 체제를 떠나 세계화에 합류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며, 1차산
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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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열망에 부응하여 2002년 출범한 아프리카연합(AU)은 2003년
7월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AU의 정착과 제도화에 있어서 한걸
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서부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
(ECOWAS)나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와 같은 지역 경제 공동
체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민주화 확산과 역내 분쟁해결
에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브와르 내전은 2003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라이베리아에서는 Taylor 전대통령이 오랜 내전 끝에
망명하였으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투메 프린시페, 기니비사우,
모리타니아 등지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
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경제 정세
2003년 세계경제는 전반기에 이라크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
실성, 주식시장 버블의 후유증 및 아시아 지역의 SARS 여파 등으로
다소 부진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투자
분위기 회복과 각국의 적극적인 거시 경제정책 운용에 따라 경기 회복
세를 나타냈다.
미국 경제는 1/4분기만 하더라도 이라크전을 앞두고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와 고용시장 악화에 의해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라크전의 조기 종결로 인해 소비 및 투자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2/4분기부터 회복세가 가시화되었다. 특히 3/4분기에는 8.2% 성장
한 것으로 집계되어 분기별 성장률로는 1984년 이래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하였다. 반면, 캐나다 경제는 3월 이후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SARS의 영향이 관광객 감소와 소비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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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에 광우병 발생,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
의 산불,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의 악재가 겹침에 따라 약세를 면치 못
했다.
미국 경제의 완연한 회복세의 영향으로 일본과 EU 경제권 역시
하반기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EU 경제는 상반기 동안
내수부진으로 인해 전기대비 제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로 인해 3/4분기에는 전분
기대비 0.4%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영국은 상반기부터 성장세를 지속하여 2003년 내내 플러스 경제성
장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지속적인 경기부진을
보였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3/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으며,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도 세계 IT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평균 1.5%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국의 경제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EU 경제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2월 이후 8%대의 실업률이 지속되
는 등 고용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확신하기
에 이른 상황이다.
한편, 일본 경제는 2/4분기 이후 주식시장의 회복과 수출 호조 등
에 힘입어 오랜 불황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였다. 2002년 이후 전년
대비 12.2% 증가의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수출은 2003년에도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출호조는 정보기술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재 및 자본재에 대한 설비투자 증대를 유발하였다. 즉,
2003년 일본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주도에 의해 완만한 경기회
복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우에는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대
책과 미국 경제의 회복, 그리고 중국 경제의 견실한 성장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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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국 경제는 SARS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3/4분기까지 8.5%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동아시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 및 급격한 투자 확대
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
되었던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났으며, 대외부문에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대폭 확대하여 수입 증가세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동남아 경제는 전반기에 이라크전과 SARS의 여파로
2002년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소 불안정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
여주었다. 동남아 국가 중 SARS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싱가포
르는 2003년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낮은 1.2%의 GDP 성장률을 보였
으나, 그간 추진해 온 금융 자유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
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지로 부상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싱가포르와 달리 SARS의 영향이 미미했던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경제
는 GDP 성장률이 각각 3.9%와 6.9%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태국 경제
역시 5.3%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필리핀 경제는 만성적 재정적
자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4.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0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인도
네시아 경제는 8월 자카르타 폭탄 테러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4.2%
의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서남아시아는 2년간 연속되었던 가뭄이 해갈됨에 따라 농업 생산
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도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5.4%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는 선진국들이 인도, 스리랑
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생산 완충국가로 간주하여 일정량의 수
입을 유지하려는 전략 하에 이 지역으로 수입선을 전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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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도는 농작물 작황의 호조와 제조업 및 서비스분야의 생산증
대에 따라 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ASEAN과 FTA 체결 시기
등을 명시한 기본협정문에 서명하고, 중국과도 협력관계 강화를 담
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가시화하
였다. 스리랑카 경제는 평화협상의 진전 등으로 지난 20년간 지속되
어 온 내전의 영향에서 벗어나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방글
라데시 역시 정부의 건전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의 성공으로 5%대
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은 전후 복구사업의 지연
과 4년간 지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이 저조하여 극심한 경제
침체 상태에 놓였다.
호주와 뉴질랜드 경제는 2년여에 걸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상품가격 하락,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 등의 원인으로 각각
2.4%와 2.7%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예년에 비해 부진함을 보였다.
호주 경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의 급감이 경제전반
에 영향을 미쳤으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급증하는 이민 유입을 통해
통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을 일정 정도 흡수할 수 있
었다.
러시아를 비롯한 중∙동부 유럽의 체제전환 국가들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폴란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안정적 경제성장세를 지속
하여 왔다. 2003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되었으며, 폴란드 역시
뚜렷한 경제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러시아 경제는 약 7% 내외의 성장
률을 기록함으로써 5년간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는
1998년 외환 위기에 따른 루블화의 평가절하와 이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 석유∙가스 등 주요 수출 상품의 세계적 고가 추세, 경제 개혁,
엄격한 재정 정책, 비용 감소를 가져온 실질 임금의 하락 등에서 비
롯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대외 신인도 역시 점차 상승하여, 10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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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기관인「무디스」
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사상 처음 투자
적격 등급(Baa3)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중동 경제는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전쟁 위험이 고조
됨에 따라 투자와 생산의 위축, 관광수입 감소 등을 경험하였으나,
이라크전 기간 동안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상회하고, 종전 이후에
도 예상과 달리 급락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5%대의 성장을 기록하
였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고유가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 이후
각국의 경제개혁 정책의 성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란은 민영화, 외국인 투자 자유화 정책들을 본격 추진하면서 6%대
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요르단 역시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혁에 힘입어 예년보다 더욱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였다.
중남미 경제는 연말경부터 다소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전반기
중 주요 경제권의 침체 및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1%대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주요국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사상 최대치인
543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달성하고 물가 상승률이 3.98%로 떨어
지는 등 안정세를 보인 반면, 제조업의 부진으로 경제 성장률이 저하
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의 난관을 겪었다. 브라질은 Lula 정부
출범 이후 초강도 긴축 정책 및 개혁 정책 시행으로 금융시장∙물가
등 경제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이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되었다. 한편 시장 친화적인 수출 정책으
로 대외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성장우선 정책 추진에 따라
산업 생산 및 외국인 투자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1999년 이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는 아르헨티나는 주요 수출 품목인 곡
물과 원유 가격 상승, 수입대체 상품 생산 활성화 등으로 인해 2003년
에는 7%대의 고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 성장은 지난
4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 규모가 25% 축소된 데 따른 반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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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극빈 개도국 경제는 거시경제정책의 개선,
국제기구를 통한 다양한 채무경감 이니셔티브 등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경제는 농산물이나 공업 원료
등 1차산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3.7%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남
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유로화의 평가절
상에 따른 유럽시장의 수입수요 확대로 5.9%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
으며, 마그레브 지역 역시 4%대의 높은 성장을 거두었는데 모로코와
튀니지는 경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한편, 알제리 경제는 5월
대규모 지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기후조건과 건설수요의 증가, 국제
유가의 상승 덕분에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경제의
이러한 성장세가 1차산품의 일시적인 국제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
므로 의미 있는 경제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
한편,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경제정세 속에서 무역 자유화 및 확대
를 통한 세계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2002년 1월에 시작
된 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협상
은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칸쿤 각료회의 실패의 표면적인 원인은 투자, 경쟁정
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의 싱가포르 이슈를 놓고 모든
분야의 협상개시를 주장하는 측과 1개 분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측의
대립이 지속된 것 때문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업, 비농산물, 싱가
포르 이슈 등 주요 협상 분야에 대한 선∙개도국간 이견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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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라크 사태
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은 안보 위협요인 제거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1월 의회에 제출된‘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 NPR)’
, 동년 9월 발표된‘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 NSS)’등을 통해 특정 국가 및 불특정 그룹에
의한 비대칭적 위협(Asymmetric Threats)에 대한 대응원칙을 수립
하고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제거를 국가안보정책의 최우
선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반테러 국제연대 및 동맹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필요시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도 불사한다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보전략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9.11 테러 사태 직후‘반테러법안(일명 애국법안 : PATRIOT Act)’
을 통과시킨 데 이어 2003년 3월에는‘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를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미국의 국내외적 국가
안보정책을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9.11 이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기술이전을 막기 위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비확산’정책은 물론 요주의 세력들의
WMD 보유의지를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사전 억제하려는 강력
한‘반확산’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Bush 미 대통령은 2003년
9월 UN 총회 연설에서 WMD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재
천명하고, 5월 폴란드에서 가진 연설에서 테러단체의 WMD 획득 방지
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 추진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불법무기나 미사
일 등의 수∙출입 및 테러단체 유입을 국제공조를 통해 차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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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골자로 하는‘확산방지구상(PSI)’
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호주, 일본 등 11개국이 PSI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2003년 6월 스페인에서 1차 PSI 회의를 갖고 WMD 확산방지를 위한
의지 확인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7월 호주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회원국간 정보공유 및 합동군사훈련 실시에 합의
하였고, 9월 프랑스 파리 3차 회의에서는 10여 차례의 합동훈련 실시
에 관한 합의를 이룬바 있다. PSI의 성공 여부가 참여국 확대에 달려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앞으로 PSI 참여국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이라크 전쟁
1) 이라크 전쟁의 배경과 개요
미국은 대테러전쟁의 맥락에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미국
의 안보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2002년 1월
Bush 미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WMD와 미사일의 보유, 테러
지원 등의 이유를 들어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을‘악의 축’
으로 규정
하였다. 미국은 이들 세 국가 중에서 특히 이라크를 WMD의 보유와
확산 의혹국으로 지목하여 UN에 의한 이라크 무기 사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적 대응방안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미국이 이라
크 보유 WMD의 위험성을 한층 강조하고 후세인 정권 축출 의지를
표명한데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면적
인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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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 대통령은 2002년 9월 UN 총회 연설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및 WMD 즉각 폐기, 테러지원 중단, 국민억압 중지, 걸프전 피해배상
및 실종자 문제 해결, UN 식량-석유 프로그램(UN’
s Oil-for-Food
Program) 준수 등 이라크에 대한 최후통첩성 요구 5개항을 발표함
으로써 미국의 대 이라크정책 방침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 이 연설
에서 Bush 대통령은 향후 UN이 주도적으로 이라크 문제의 해결에
나설 것을 공식 촉구하고, 미국은 UN 안보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나 UN 차원의 문제 해결이 실패할 경우 일방적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한편 미 의회는 2002년 10월 미 대통령의 대 이
라크 무력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켜
미국의 기존 UN 안보리 결의안 이행 및 신규 결의안 채택 노력에 대
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UN 안보리는 2002년 11월 대 이라크 결의 제1441호를 만장일치
로 채택함으로써 이라크가 무장해제 의무를 준수할 최종 기회를 부여
함과 동시에 보다 강화된 사찰체제 수립을 천명하고, 만약 이라크가
동 결의안에 순응하지 않을 시‘심각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
시하여 대 이라크 공격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하였다.
이에 이라크는 11월 Naji Sabri 외무장관 명의의 UN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이라크의 WMD 개발을 부인하고 안보리 결의 제1441호
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이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무기사찰 수용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UN의 이라크 WMD 사찰은 1998년 UN 무기
사찰단의 완전 철수로 중단된 지 약 4년 만인 2002년 11월 말부터
재개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UN 사찰위원회(UNMOVIC)와 IAEA 사찰단원 약
300명이 과거의 의혹시설을 검증하고 미 정보기관들이 화학무기 저
장고로 지목한 시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찰을 전개하였으며,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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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정부는 2002년 12월 1만 2천 쪽 분량의 자체 보고서를 UN 사찰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사찰활동과 이라크측 보고서 분석내용에 의거
하여 UN 사찰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하여 안보리에 제출한
이라크 WMD 실태 평가보고서는 이라크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여 왔고, 핵개발 관련 부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찰활
동에 완전히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찰기간의 연장 여부 및 즉각적 대응 문제를 놓고 안보리
내에서는 미국, 영국 등 소위 주전(主戰) 진영이‘이라크 무기사찰 실
패’
를 주장하며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 승인을 요청하는 새 안보리
결의안 상정을 추진하기 시작한 반면,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반
전(反戰) 진영은 사찰 연장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군사력 동원에는 반
대함으로써 양 진영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결국 미국, 영국, 스페
인은 3월 17일 이라크 무력공격을 허용하는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노력 포기를 선언하고, 이라크에 대한 최후통첩을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48시간의 최후통첩 시한이 지난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자국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대의명분 하에 영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대 이라크 전쟁(작전
명 Iraqi Freedom)을 개시하였다.
미국은 개전과 동시에 대통령궁과 정부청사, 후세인의 은신 추정처
등 소수 목표물에 제한적인 정밀폭격을 시작하고, 이후‘충격과 공
포’작전을 본격화하며 수도 바그다드 및 주요 거점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함으로써 이라크군의 지휘체계 및 방어망을 무력화시키
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영 연합군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개전
직후 바로 지상군을 투입하여 3월 22일 이라크 최대 석유수출항인
남동부 지역의 바스라를 점령하고 이를 거점 삼아 바그다드를 향해
빠르게 진격하였다. 속전속결을 위해서 미∙영 연합군은 기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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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중요하지 않은 표적들은 우회하며 중요 표적에 대해서는 특수
부대, 전투부대 및 정밀무기를 총동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
었으나, 이라크 정규군과 민병대의 거센 저항과 전선의 확대로 인해
통신∙보급선이 위협받고 사상자도 속출하게 되자 진격속도를 조절
하고 후방 지역 게릴라 소탕에도 힘을 기울였다.
연합군은 4월 4일 바그다드로 진격해 사담 후세인 국제공항을 장악
하고, 4월 7일에는 바그다드 중심가까지 진입하였다. 4월 9일에 영국
군이 바스라 임시지방행정부를 구성한데 이어 다음날인 4월 10일 미국
은 바그다드를 완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고, 4월 14일에는 미군이
이라크의 최후 거점인 북부 지역의 티크리트에 진입하면서 전면전이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Bush 미 대통령은 5월 1일 함상 연설
을 통해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은 개전 후 약 40여
일 만에 사실상 끝나게 되었다.
2) 이라크 전쟁의 국제적 영향 및 도전요소
이렇게 이라크전은 종결되었으나 전쟁의 파장은 국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는 전쟁 돌입 이전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의 반대로 미국이 추진한 UN의‘대 이라크 군사공격 승인 결의
안’
이 좌절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유럽 및 기타 국가들의 다극주
의가 대치되는 새로운 국제적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라
크에 대한 UN 차원의 군사력 사용 필요성과 명시적 정당성을 확보
하지 못한 것이 미국의 국제적 전후처리 노력에 부담으로 작용하였
다. 전후 처리를 두고서도 연합군의 잠정적인 군정 실시 이후 과도정
부를 거쳐 이라크 자치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미국 주도의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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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과 반전파였던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 주장하는‘UN의 이라크
관할통치안’
이 맞서 갈등이 재차 노정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라크전은 막대한 전비가 지출된 가운데 전후복
구에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었
다. 미 국방부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이라크전 종료 시점까지 지출된
전비는 약 2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라크 주둔 유지 및 향후 철수에
도 추가적으로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라크
전후 복구 및 경제 재건 비용은 산출근거 및 주체에 따라 연간 최소
35억 달러(전쟁 직후 Bush 행정부 추정치)에서 1,000억 달러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 CSBA)까지
추산되는 등 정확한 총 소요액수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비지출을 위한 재원마련 계획에 있어 동결되었던 해외 이라크 자산
이용, 석유수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라크 지원기금(Iraqi
Assistance Fund) 이용, 미국 정부의 추가경비 지출, 국제사회의
비용 분담 등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라크 자체로부터 추출
가능한 경제자산이 미미한 현 상황에서 결국 외부 지원 및 투자가 긴
요한 상황이다.
최근 각종 테러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악화 양상을 보인 반미
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는 향후 이라크 사태 전개에 있어 도전요소
로 부상하고 있다. 이라크전 종전 선언 이후 UN 사무소와 외국 공
관, 주요 시설 및 인원들에 대한 테러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2003년
12월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도 저항세력의 폭탄
테러는 계속 이어졌다. 또한 이라크에 중동 지역 이슬람 과격단체 테
러리스트들까지 잠입하여 연합군은 물론 비군사표적에 대한 무차별
적 폭탄테러가 자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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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1. 동북아 정세
2003년에 동북아에서는 주요 강대국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과 견제
가 상호 교차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한편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불안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중국 등 주변국들과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북한 핵문
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을 성사시켰다. 한편 미국은 4월의 3자회담
과 8월의 6자회담을 통해「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라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을 위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북한은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
(HEU) 프로그램 문제로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 핵문
제 뿐만 아니라 북∙미 양국간 모든 현안을 동시행동 원칙하에 일괄
타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은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을 협상 수단으로 하여 정권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미국의「CVID」원칙과 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북∙미간 입장
차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였다.
한편, 일본은 미∙일 동맹의 기초 위에서 국제적 공헌을 확대함으
로써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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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걸프전 당시와는 달리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신속하게 대미
지원을 약속하여 대미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6자회담에 참여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12월 8일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전후 처음으로 육상자
위대를 전투가 계속 중인 해외에 파병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차 세
계대전 패전 후 해외 파병을 자제해 왔던 일본의 안보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03년 11월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과 공산당 등 적극적인 호헌세력이 현저히 약화됨에
따라, 일본의 외교정책은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일본 내부의
민족주의적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적극 외교가 강화되었
다.
중국은 또한 2003년 동북아 국제정세에 있어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
하였다. 2003년 3월 후진타오(胡錦濤) 지도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다자간 해결을 주장한 미국측 입장을 수용
하여 60여 차례의 미∙일∙러∙북한간 왕복외교를 통해 중재 외교
활동을 벌임으로써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
서 확립에 있어 자국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 협력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2003년 6월 역외국으로는 최초
로 ASEAN의「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에 가입하였으며, ARF
의 신뢰구축 조치 강구에도 적극적인 협력자세를 표명하였다.
2003년 동북아 안보환경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노정
된 측면이 있지만, 동북아 전략환경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강대국간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여전히 세력균형적인 경쟁양
상이 노정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최근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정치∙군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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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반에 걸쳐 상호 교류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
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
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 핵문제 해결
을 위한 미∙중간의 긴밀한 협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반면, 미국의 對 대만 군사지원 강화, 중국의 위안화의 고정 환율
제도 고수 문제 등은 양국간 주요 현안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ush 미 행정부는 출범 이후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으며, 특히 이라크전과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대외 군사 활동과 자위대의 전력 증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역외
안보 역할 확대를 위해 전수 방위 및 집단적 자위권 금지 등 국내법
적 제약을 폐지하고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공동 배치할 것을 제의
하는 등 군사 협력 강화를 권유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 증대를 규정한 유사법제를 채택하고, 방위청의 성(省) 승격과
미군 지원 법안 추진 등 국내법 정비에 착수했으며,「테러 대책 특별
법」
을 제정하여 아프간전에 자위대 1,500명과 함정 6척을, 이라크전
에는 연료 보급 및 난민 지원을 위해 이지스함을 각각 파견하였다. 또
한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MD 참여 요구 등에 따라
2006년경 미국형 MD(해상 배치 SM-3, 지상 배치 PAC-3)를 도입하
기로 하였다.
일∙중 양국 관계는 센카쿠 열도(釣魚島∙댜오위다우) 영유권 분쟁,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를 둘러싸고 냉각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 5월 후진타
오-고이즈미 총리간 정상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인사의 왕래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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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양국은 2003년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아
실질교류 및 우호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중∙러 양국은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를 배경으로 대미국
견제 및 국제질서의 다극화 등을 위해 경제∙군사 등 제 분야에 걸쳐
실질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2003년 2월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
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러 관계가 2001년 7월 체결된 선린우호
조약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의지를 재차 천명하였다. 또한 후진타오 주석은 취임 후
최초의 해외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택함으로써 대러시아 중시 입장을
과시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러시아 방문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비롯하여 국경 획정문제의 조기 해결, 대테러 협력, 러시아의
WTO 가입 지지 등과 함께 Putin 대통령의 2004년 방중 등에 합의
하였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은 반테러를 중심으로 한 질서 재편과정에서
주도력을 강화해 나가는 미국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가 반영되고 있는 가운
데, 2003년에도 미∙일 안보동맹 강화, 이에 대한 중∙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그리고 일∙중간 협력과 견제 및 미∙중간 경쟁속
의 협력 모색 등의 양상을 보였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일정 지역을 단위로 안보 및 경제 협력 증진
등을 목표로 한 지역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도 제도적인 지역협력체 구축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경우 경제 협력 증대를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가
ASEAN+3 정상회의의 틀 속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정부간 수준
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5년 만에 최초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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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사회 분야 등에서의 포괄적 협력에 합의
하였다. ASEAN+3 정상회의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및 동아시
아연구그룹(EASG) 보고서에 따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2003년 말 경제∙안보 분야의 각국
고위공무원∙민간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의 개최를 실현시키는 등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제도적
장치 구축을 이행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역
내 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

2. 북한 정세
가. 개요
북한은 2003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2기 체제를 출범시키
고 선군정치(先軍政治)의 기조하에 체제 결속 강화를 계속 추구하면
서, 시장의 확대 등‘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
로써 경제난 극복을 모색하였다. 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과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와의 관계 증진과 EU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등 대외 관계 개선을 위
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나, 핵문제의 지속으로 국제적 고립은 계속되
었다. 남북한 관계는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당국 및 민간차원의 교류
가 지속됨으로써 남북협력 기조는 계속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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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내 정세
북한은 2003년 9월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김일성 91회 생일 기념 대회, 정권창설 55주
년 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 등을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체제에 대한 충성
심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핵문제 등으로 긴장
된 국제정세 속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도층의 내부안
정을 도모하는 가운데‘선군정치’
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관련 조치들을 추진해 왔다. 그 결
과, 북한에는 많은 시장이 생겨났으며, 개인적인 영리활동이 증가하
였다. 기업에서는 지배인이 자율적인 판단으로 생산에 대한 구체정
책을 결정하고, 근로자는 생산실적에 따라 차등적인 임금을 지급받
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를 지속해 나가려는 분위기
도 어느 정도 확산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물가상승, 공급능력
의 부족 및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 등은 북한 변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경제조치들의 추진이 자칫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사상
해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최근의 경제변화는‘사회주의의 테두
리내에서의 변화’
임을 강조하고, 각 직능별‘열성자대회’
와 각종 사회
단체를 동원한 결의대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내부적 결속과 사상
해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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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외관계
북한은 핵문제로 조성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통적
우방국과의 우호관계를 다지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등
양국 고위급인사의 교환방문 및 고려항공의 평양-북경 노선 운항 재
개 등을 통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러시아와는 로슈코프 대
통령 특사의 북한 방문 및 북한 경공업 대표단의 러시아 공업지대 방
문 등을 통해 정치∙경제면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
하였다. 2003년에는 예년과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외방문행
사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는 핵상황하에서 조심스러운 대외행보를 보
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대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비
동맹회의 참석과 허종 순회대사의 ARF회의 참석 등 국제회의에는
제한적으로 참가하였다.
아울러 2003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북간 3자
회담이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
었으며 남∙북한∙미∙중∙일∙러간 6자 회담이 8월 베이징에서 개
최되어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유지되었다.

라. 대남 관계
북한은 남북 당국간 대화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며 실리 확보를 모
색하였다. 북한은 2003년도에 1, 4, 7, 10월 네 차례 개최된 장관급
회담과 2, 5, 8, 11월 네 차례 개최된 경협추진위원회 등 남북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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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민족공조’
를 계속 강조하였다. 장관
급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
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간 교류협력은 정부차원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적극 추진
되었다. 북측은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문
화∙체육부문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
한 면회소 건설에 합의하여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의 전기가 마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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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역별 정세
1. 아시아∙태평양 지역
가. 동북아 지역
▣일본
(국내 정세)
2003년중 일본의 주요 국내정치 일정으로는 ① 4월 통일지방선거
및 중∙참의원 보궐선거, ②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및 제2차 고이즈
미 내각 발족, ③ 11월 9일 중원 총선거를 들 수 있다.
고이즈미(小泉 純一郞) 총리는 2003년 공명당과의 연립 유지, 비
교적 높은 내각 지지율, 경기회복 추세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정권을 유지하면서 정국을 주도하였다. 자민당은 4월 통일지방선거
및 중∙참의원 보궐선거에서 공명당과의 선거협력, 야당의 구심력
상실 등에 따라 선전하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고이즈미 총리는 9월
20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승하여 임기 3년의 자민당 총재에 재선
출되었다.
2003년 11월 실시된 중원 총선에서 여당측이 절대안정다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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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함으로써 고이즈미 총리는 정권 유지에 성공하였으나, 자민당의
단독과반수 획득에는 실패하였다. 정당별 의석 획득 현황은 연립여
당(자민∙공명∙보수신당)이 의원정수 480석중 총277석을 획득하
였으며, 야당측에서는 민주당이 177석(40석 증가)을 획득하여 약진
하였고, 공산당과 사민당은 각각 9석, 6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민
주당 의석의 대폭 확대와 공명당을 제외한 기타 군소정당의 위축으
로 일본 정치에서 자민∙민주 양대 정당제적 구도가 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보수 對 진보성향의 정치세력으로 양분되는
양당체제와는 달리, 일본 민주당내에는 보수∙진보 세력이 혼재하
여, 자민당 對 민주당의 대결구도는 보수원류(保守原流) 對 진보적
보수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내각지지율은 2001년 4월 고이즈미 총리 취임 직후에는 7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경기동향∙외교정책의 추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면서 기본적으로 50%대 전후에서 유지되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거품경제’
가 붕괴됨에 따라 주가 및 부
동산 가격 하락으로 개인∙기업의 부실채권이 누적되면서 금융이 경
색되고,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어, 10여년간에 걸친 장기 불황이
지속되어 왔다.
고이즈미 내각은 일본의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철저한 구조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를 재생시킨다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2003년에는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저수준이나마 지속적으로 플
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7월 이후부터는 주가상승까지 동반됨으로써
회복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총무성 발표에 의하면, 완전실업률은
2003년 12월 4.9%로서 200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5%이하로 개선
되었다. 2003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움직임이 선명해짐에 따라,

제 3 절 지역별 정세 / 45

고이즈미 총리는 최근의 경제 호전이 구조개혁을 추진해 온 데 따른
성과라고 역설하면서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향후 일본경제는 수출회복에서 기인한 기업부문의 경기회복세를
가계부문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관계)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이 자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및 세계
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기본 인식하에 양국간 안보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
2003년에도 미∙일 안보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과 함께, 테러
와의 전쟁 및 이라크와 북한문제에 대한 정책공조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 5월 23일 일∙미 정상회담(텍사스 크로포드 목장)과 2003년
10월 17일 일∙미 정상회담(동경)을 통해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
일∙미 안보, 테러, 이라크 및 중동평화 문제 등 세계적 차원의 전략
적 협력에 관해 협의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이라크전 종결 이후 미국 중심의 전후 복구처리 및
난민∙인도적 지원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하에, 대이라크 부흥지
원을 위한 50억 달러 제공을 약속하였으며, 7월 이라크 부흥지원 특
별법을 제정하고 국내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12월 일본 정부는 자위
대의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일본의 대미외교는 향후에도 미국의 세계전략에 적극 협력함으로
써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각 분야를 망라하는‘전략적 대화’
를 활성화하면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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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이 동북아 정세뿐만 아니라 아∙태 지
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일∙중 우호∙협력 동반
자 관계’
에 입각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원하는 등 양국관
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은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25주
년인 2003년에도 중국과의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양국간 역사 인식 문제와 대만문제 등이 일∙
중관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일∙중 양국 정상의 상
대국 방문이 동결된 가운데 2003년 5월 31일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중국 신지도부 출범후 처음 개최된 일∙중 정상 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지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국적 방법을 강구한다”
는 방침하에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강조하였
고, 고이즈미 총리는 중국경제발전이 위협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인 만큼 호혜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방중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성사되지 못하
였으나, 일본과 중국간에는 2003년 한해 가와구치 외무대신의 방중
(4월 6~8일), 후쿠다 관방장관의 방중(8월 9~11일), 리자오싱 외교
부장의 방일(8월 10~13일),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 방중(9월
1~4일) 등의 고위 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일본은 일∙러간 최대 현안인 남쿠릴 4도(북방4도) 영유권 문제해
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기본 목표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경제협력(극동지역 개발협력 및 파이프라인 건설 등) 강화
등을 통한 사전 정지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2003년 1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일∙러 양국은 정치대화 심화, 평화협정에 관한 협의, 국제무대 협
력,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국방 및 치안분야의 협력, 국민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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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교류와 협력의 발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이어 2003년 5월 30일 일∙러 정상회담(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러시아측은 양국간 영토문제 및 평화조약 체결 문제에 대해 전향적
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양국간 공동행동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
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이 회담에서 Putin 대통령은 시베리
아 유전개발과 관련, 일측이 구상하는 송유관 루트(시베리아-나호드
카)에 대해 개인적인 공감을 표명하였고, 일측은 이를 고무적으로 평
가한 바 있다.
▣ 중국
(국내 정세)
중국은 2003년 3월 제10기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후진
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제4세대 지도자
로의 권력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제3세대 지도자중 쟝쩌민 전
국가주석만 당 및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에 유임되고 리펑(�鵬) 全人
大 상무위원장, 주룽지(朱鎔基) 총리, 리루이환(�瑞環) 정협주석 등
이 전원 퇴진하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원쟈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지도부는
기본적으로는‘3개 대표론(3個 代表論)’등 쟝쩌민 정권의 정책 방침
을 답습하면서도, 당∙정부의 학습회∙공작회의의 공표 등 정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문제, 실업자 대책, 서부∙동북지방 개발
문제 등 사회 약자 대책을 중시하고, 빈번한 지방∙현장 시찰, 사치
의 폐지 등 실무중시의 독자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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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개방정책의 지속
추진 및 내수확대를 통해 9.1%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인
당 GNP가 1,000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대외교역 규모도 8,512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도 세계 제5위에서 4위로 상승하였다.
중국은 2003년 유인우주선(神舟 5호)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과학
기술 능력 발전 성과를 시현하였으며,「하이테크 조건하의 국지전」
에 대한 적응 및 해군∙공군의 군현대화를 추진중이다.
동북 3성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중시하여「동북 3성 낙후공업
기지 진흥 전략」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WTO 가입과 더불어 맞게된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경제 및 무역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 현대적인 기업제도의 도입, 기업관리체제의 개혁
등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공직자 부정부패, 실업의 증가, 지역별 및
계층별 소득격차 등 급격한 개혁∙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반부패 투
쟁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외 관계)
중국 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미∙일∙러∙EU 등 주요국 및
ASEAN, 인도, 파키스탄, 한반도 그리고 중앙아시아국가 등 주변국
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UN,
APEC, ARF, ASEM 등 다자외교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다.
대미국 관계는 2003년 3월 중국의 신지도부가 출범하면서 2001년
9.11 테러사건이후 회복된 중∙미 양국간 협력기조를 이어 받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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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Bush 대통령간 정상회담 개최(프랑스
에비앙) 및 12월 원쟈바오(溫家寶)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보다 강
화되었다.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는 주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과 투
자를 중심으로 상호의존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2003년 현재 미
국의 대중국 투자누계는 약 400억 달러(실행기준)에 달하고 교역량
은 1,800억 달러(미국 1,2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미국은 중국
의 제2위 교역국이며 중국은 미국의 제3위 교역국이 되었다.
2003년에 중국, 일본 양국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1월), 일본의 대중 ODA 삭감 결정(2004년도 ODA 50% 삭감으
로 9.5억 달러 규모) 등으로 인하여 양국 관계에서 일부 갈등도 표출
되었다. 2003년 중∙일간에는 주요인사 교류로서는 후진타오 주석고이즈미 총리간 정상회담(5월 31일, 상트페테르부르그) 개최와 아
울러,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방일(2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 방일(3월), 가와구치 외상 방중(4월), 리자오싱(�肇星) 외교
부장의 방일(8월) 등 주요인사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3년 9월에는
중국의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일하여 야스쿠니 신
사 참배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중∙일간 고위급 인사 방문은 재
개되었으나, 양국간 현안중 하나인 고이즈미 총리의 방중은 실현되
지 못하였다. 2003년 양국간 교역액이 1,300억 달러에 이르러 일본
은 중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중국은 일본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 됨
으로써 양국간 경제관계가 한층 밀접해졌다.
중∙러 양국은 2001년 이후 매년 정상간 상호 정례 방문 및 각료급
정기 교류, 에너지 분야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상하이협력기구
(SCO)’
를 통한 테러리즘 공동대응, 국내문제 및 국제문제에 있어서
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불신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2003년도에는 이바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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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의 방중(2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방러(5월), 미로노프
상원의장 방중(8월), 카샤노프 총리 방중(9월) 등 양국 지도부간 교
류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국간 협력관계는 중앙 아시아 지
역에 대한 미국의 진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
되며, 에너지 분야 협력을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강화, 반
테러 공동대응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발
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EU와의 관계강화를 통하여 개혁∙개방 추진에 필요한 자
본 기술 유치와 국제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급 인사교류를 추진하였으며, EU로서도 국제 정치∙경
제에서의 중국의 위상과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국과
의 관계 격상을 통해 EU 자신의 국제적 입지 강화와 경제실리 확보
를 모색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EU의 국가 지도자들을 만난데 이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프랑스 총리(4월), 영국 총리(7월), 아일
랜드 대통령(10월), 이탈리아 총리(10월) 및 독일 총리(12월) 등이 중
국을 방문하였다.
중국은 냉전기간중 ASEAN과의 관계발전이 부진했으나, 20여년
간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역
내에서 ASEAN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의 하나로 되었으
며, 이는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비록 ASEAN과의 대화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이 한∙미∙일보다 늦은 1996년에 되었지만, 가장 먼저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고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중
국의 대ASEAN 관계 강화는 중국의 역내 역할 확대 및 대일본 우위
확보 측면에서 ASEAN의 지지 확보가 긴요할 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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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나. 동남아지역
1) 지역 정세
동남아 지역은 2003년 현재 우리의 주요 교역시장(제4위, 387억
달러), 건설시장(제3위, 5억 달러), 투자대상(제3위, 107억 달러,
2003년말 누계)으로서 경제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협조관계를
꾸준히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03년 상반기 동남아 지역에서의 SARS 발생으로 우리나라와 동
남아시아 국가들간 인적 교류가 급감하였으나, 하반기에 다시 회복
되어 2003년 전체로는 160여만명(2002년 190여만명)을 기록하였
으며, 2004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와 동남아 국가 고위인사들간 상호교류도 다자회의 계기 등을 통해 빈
번하게 이루어져 정상회담이 9회, 외무장관회담이 10회 개최되었다.
2) 주요국 정세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치적으로 2004년 2월 총선과 7월 대선을 앞
두고 정당간 경합이 치열해지고 정당간 이해관계가 갈등으로 표면화
되기도 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외채문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함으로
인해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가, 생필품 가격 및 공공요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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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또한 인니 정부와‘자유아체독립운동’
이 2002년 12월에 평화협정
을 체결하였으나 2003년 5월 양측간 협상이 결렬되어 결국 아체 지
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2003년 11월 계엄령이 6개월 연장되었다.
한편 2002년 Bali 테러 참사 및 2003년 Marriott 호텔 폭탄테러
사건으로 인해 테러방지 문제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가 되었으며 과격 회교 단체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 필리핀
이슬람 및 공산 반군문제 등 치안불안과 극심한 빈곤문제, 미국 위주
의 대외정책에 대한 일부의 반발 등이 정국의 변수로 지적되고 있으며,
아로요 대통령의 불출마 번복은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을 자극하였다.
한편 2003년 7월 27일 마닐라에서 200여명의 무장군인들이 도심
건물을 점거한 후, 아로요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반란 사건이
발생, 정부측의 설득 노력 끝에 무혈 해결에 성공하였으나 정국불안
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아로요 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
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경제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필리핀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재정적자는 뚜렷한 개선양
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말레이시아
2003년 10월 31일 사임한 마하티르 총리에 이어 총리직을 승계한
압둘라 신임총리는 2004년 3월 20일 실시된 제11대 총선에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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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Barisan Nasional : BN)이 압승(219석중 196석 차지)을 거둔
직후 총리직에 공식 취임하였다. 반면, 지난 9.11 테러 사태 이후 일
반국민들 사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됨으로써
동남아 이슬람국가 건설을 표방하는 제1야당인 말레이이슬람당
(PAS)은 금번 총선에서 참패를 기록하였다. 총선 압승으로 여당과 정
부내에서 압둘라 총리의 권력기반이 확고히 구축됨으로써 여권내 세
대교체 및 정부내 부패척결운동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한해 말레이시아는 국제유가 및 팜(Palm)유 가격 상승과
정부의 내수확대정책 등에 힘입어 전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
1,000억 달러 달성과 5.2%에 이르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
다. 압둘라 총리하에서도 마하티르 전총리의 정치, 경제, 외교정책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마하티르 체제 이후 말레이시아의 대내외적 정
책적 확실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선진국에 진입한
다는「비젼 2020」
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싱가포르
인민행동당(People’
s Action Party : PAP)은 1959년 이래 의회
내에서 야당에 비해 압도적인 의원 당선을 통해 장기 집권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2001년 1월 총선에서도 의회 직선 의석 84석중 82석을
확보) 현실적으로 정치적 대안세력이 부재하고 야당 내부의 분열상
이 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행동당이 국민의 불만요소를 파
악,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기본 정치 구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지리
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개방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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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 무역이 국내총생산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외
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및 인센티브를 제공
한 결과(외국인 투자가 총 국내투자의 70% 이상) 약 6,000여개 이상
의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다.
경제는 2001년 들어 테러위협에 따른 미국 경기의 침체와 세계적
인 전자산업의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2.4%)을 기
록한 이후 2002년 중에도 2.2%의 저성장을 보였으며, 2003년 들어
서는 SARS 발생, 이라크전 등의 영향으로 2/4분기까지 마이너스 경
제성장(-3.9%)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었으나, 3/4분기
이후부터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2003년 전
체로는 1.1%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다.
싱가포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국가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뉴질랜드, 일본, 호주, 미
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우리나라와도 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태국
2001년 1월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집권한 탁신 총리는
의회, 정부, 군부를 차례로 장악하면서 안정적 집권 기반을 마련한
후, 경제위기 극복, 빈곤해결, 마약퇴치 및 부패방지 등의 4대 국정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3년은, 비
록 연초 SARS의 영향으로 타격은 있었으나, 탁신 총리의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관광산업 활성화, 동남아 국제공항 중심국가로서의
기능 강화, IT 산업 등 지식기반 경제구조로의 체질 전환을 통한 경
쟁력 강화 노력으로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420억 달러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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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유고 달성 및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가 두드러
져 1997년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 베트남
베트남은 당 대회(2006년 예정), 국회의원 선거(2007년 예정) 등
과 같은 주요 국내정치 행사가 없는 가운데 기존의 국내정치 안정기
조가 유지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공산당 1당 지배와 집단지도체제 그
리고 사회주의 체제상의 의사결정 방식이자 합의제인‘민주적 중앙
집중제’유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86년부터 추진한
‘도이 머이 정책’
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정치∙사회적 안정 하에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을 국가
기본정책으로 계속 추구하고 있다.
대외개방 외교정책에 있어서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
해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외교정책의 기본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의 정치적 안
정과 연 7-8%대의 경제성장률을 배경으로 교역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실리추구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은‘독립, 주권존중 및 내정불간섭’
이라는 베트남 외교의 기
본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하에 활발
한 방문외교를 전개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과는 경제적 실리를 도
모하는 한편, 사회주의체제 고수측면에서 중국, 쿠바 등과도 당차원
의 교류를 통해 유대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제5차
ASEM 정상회의 개최와 2005년 WTO 가입목표하의 가입작업반 회
의에 주력하면서 국내적으로는 필요한 개혁 및 법률정비 작업을 지
속하고 있다.

56 / 제 1 장 국제정세 및 한반도 주변정세

▣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말레이 회교왕정 개념을 기본 통치 철학으로 하는 가부
장적 절대왕정 체제가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 일부 지식층이 국왕 일
가의 국부 독점과 비민주적 통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으나 높은 수
준의 사회복지 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잠재적 불만을 해소하고, 공무
원 및 군∙경 우대정책을 통한 통치권 강화로 엄격한 통제에 대한 반
발을 억제하고 있어 현 절대왕정체제에 큰 위험은 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로 침체되었던 브루나이 경제는 아시아 경기회복
에 따른 석유 수출증가와 2002년부터 시작된 정부재정지출 증대에
힘입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가 계속 되었다. 브루나이
정부는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산업다각화를
목표로 제8차 국가개발정책(National Development Policy :
2001~2005)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 미얀마
미얀마 정부는 2002년 5월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
야당인‘민족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NLD)’
의 핵심간부 등 정치인사 석방, 야당사무소 활동 재개를 허용하는 조치
를 취하였으나 2003년 5월 아웅산 수지 여사와 NLD 간부들을 보호
감호하고 NLD 중앙당사를 폐쇄함으로써 미국, 영국 등 서방측의 비난
이 거세졌으며, 미국과 EU 등은 경제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
에서 2003년 8월에 취임한 킨윤 총리가 1996년 중단된 국민회의
(National Convention) 재소집 등 미얀마 민주화 이행을 위한 7단
계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태국 주최로 미얀마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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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기도 하는 등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무마하기 위한 가시적인 민주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는 1993년 5월 첫 총선 이후 1998년 7월 두번째 총선
을 실시하여‘캄보디아 인민당(Cambodia People’
s Party : CPP)’
의 훈센(총리)과‘민족연합전선(Funcinpec)’
의 라나리드 왕자(국회
의장)간의 제2기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제2기 연립정부는 그간 캄
보디아의 평화정착, 국제사회에의 편입 및 빈곤타파라는 훈센총리의
정책 기조하에 연간 5%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1999년
4월 ASEAN 가입, 2002년 2월 지방 선거, 2002년 11월 ASEAN
정상회의 개최, 2003년 6월 ASEAN PMC/ARF 외무장관회의 개최
및 2003년 9월 WTO 가입 등 정치∙경제면에서 착실한 발전을 지속
하여 왔다.
2003년 7월에는 세번째 총선을 실시하여 총 123석중 CPP가 73석
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고, Funcinpec은 26석, 제2야당인 Sam
Rainsy당은 24석을 획득하여 약진하였다. CPP당의 압승에도 불구
하고 신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2/3이상의 찬성이 필요
하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총선 이후 CPP는 Funcinpec 및 Sam
Rainsy 당과의 다각적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연립 정부 수립 가능성
을 모색하여 왔으나, 두 야당이‘민주연합(Alliance of Democrats)’
을 구성하면서 반 Hun Sen 기치를 선명히 함에 따라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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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라오스는 권력의 핵심인‘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
s Revolutionary
Party : LPRP)’
의 1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혁명 1세대가 당, 의회, 행정부 등 국가 제반 요직을 장악하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사회개발 과정을 통해 현 정치세력이 테크노
크라트들로 구성된 혁명 2세대로 점진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라오스 경제는 1999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되어 안정세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안정세는
2003년에도 계속되었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세계최빈국 지위탈피
를 목표로 한 사회 경제 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 동티모르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은 2002년 5월 20일 독립을 선포하고 국제사
회의 일원이 된 후 191번째 UN 회원국 가입(1992년)을 비롯하여 세계
은행 및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모든
ASEAN 회원국들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국가독립 이후 동티모르는 광범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Dili 폭동사태 이후 별다른 사회적 불안요소는 없었으나 향후
2004년 5월 UN∙동티모르 지원단(UN평화유지군 포함)의 철수 이
후 정치적 불안정, 국경안보, 사회치안 등에 대한 불안요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호주, 미국, 일본, 포르투갈 등 국가들과 UN
산하 국제기구의 보호와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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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티모르해 개발수익이 본격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립
을 보전한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다. 서남아지역
1) 지역 정세
서남아 지역은 약 13억의 인구와 방대한 영토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냉전 종식후 경제개발 추진 노력과 함께 서방,
중∙러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재정립, 역내 협력관계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비동맹 세력의 퇴색으로 인한 역내
정치적 단결 약화, 인도∙파키스탄의 비확산 문제, 국지적 분쟁 상존,
인구, 빈곤, 환경오염, 테러리즘 문제 등으로 지역 전반에 걸쳐 불안
정∙불확실성을 노정하여 왔다.
그러나 9.11 테러 사태 및 아프간∙이라크전을 계기로 서남아 정세
안정을 희망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역내 강대국
인 인도∙파키스탄 관계가 2003년 4월 인도 바즈파이(Vajpayee) 총
리의 인∙파 관계개선 제안 및 2003년 5월 자말리 파키스탄 총리의 대
인도 신뢰구축 조치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움직임을 보임에 따
라 서남아 지역정세는 점차 호전되고 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2003년 5월 양국 대사를 재임명하고, 11월
카시미르 통제선(Line of Control : LOC) 휴전 선포 등 일련의 관계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서남아 지역 국가들은 냉전 종식 후 시장경제체제 채택,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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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 적극 유치, IT를 비롯한 주력 산업육성 등 경제개발을 추진
하려는 노력과 함께 서방, 중∙러 등 주요국가들과의 관계 재정립,
역내 협력관계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남아시아 7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은 1985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SAARC)을 창설하여 역
내 협력을 도모하여 왔으나, 역내 국가간 경제력, 군사력의 차이, 역
내 강대국인 인∙파간의 대립 등이 지난 20여년간 SAARC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2004년 1월 4~6일간 이슬라마바드에
서 개최된 제12차 SAARC 정상회의에서는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
(South Asian Free Trade Area : SAFTA) 협정의 체결(2006년 1월
1일 발효 예정)과 서남아 지역의 과학기술 증진, 사회∙문화 등 제방
면에서의 협력을 천명한「이슬라마바드 선언」
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
가 있었다. SAFTA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서남아 지역 경제의
핵심국가인 인도,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역내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되나, 인∙파 관계 추이와 SAARC 회원국간 경제력 차이 극복이 지
역정세 안정 및 경제협력 결속의 주요변수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예
상된다.
2) 주요국 정세
▣ 인도
바즈파이 총리하의 인도국민당(BJP) 주도 국민민주연합(NDA) 연립
정부는 2003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03년 4월 바
즈파이 총리의 인∙파관계 개선 제안과 같은 인∙파관계의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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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동 총리의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
여 왔다. 그러나, NDA 연립정부는 20여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힌두원리주의 노선과 실용주의 노선간 알력이 표출되는 등 연립정부
기반의 취약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2003년 12월 실시된 12개 주의회 선거에서는 집권 BJP당의 승리
및 바즈파이 총리외 대안 부재론 등으로 국민민주연합(NDA) 연립정
부가 2004년도 총선에서도 계속 집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전반적으
로 우세하였다.
인도 경제는 정보통신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이 전 세계의 주목
을 받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면서 매년 30% 이상의 성장
을 기록, 2002/2003년도에 소프트웨어 수출은 95억 달러를 기록하
였다. 그러나 2002/2003년도 인도 경제는 농업생산 저하, 지역안보
상황 악화,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둔화 현상이 지속되어
2001/2002년도의 4.2%와 다소 비슷한 4.0%의 GDP 성장률을 기
록하였다. 농업생산의 저조, 기업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미국 등 세계경제의 둔화 등이 인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
고 있으나, 값싸고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IT 분야에서의 우수성 등
은 인도 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는 2002년 10월 총선 실시 및 11월 자말리 총리 취임
이후에도, 무샤라프 대통령의 육군참모총장 겸직 및 대통령의 의회해
산권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극한적 대치가 2003년 12월까지 13개월
간 계속되었다. 무샤라프 대통령 및 여당인 파키스탄 회교동맹(PMLQ)은 야당인 모하지르민족운동(MMA)과의 타협을 지속적으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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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2003년 12월 24일 여∙야는‘무샤라프 대통령의 2004년
12월 이전 참모총장직 퇴임’
을 조건으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총리
해임권 및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정치적 대타협을
이루었다. 2003년 12월 29일 여∙야간 대타협 내용을 반영한 헌법
안이 통과됨으로써, 정국안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9.11 테러 사태 및 아프간 전쟁 발생 이후 무샤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테러전 동참이 과격 회교단체의 불만 및 회교종파간 대
립을 야기하여, 2003년에는 카라치, 라호르 등 파키스탄 각지에서
10여차례 이상의 폭탄테러가 빈발하였고, 2003년 12월 15일과 25일
두 차례의 무샤라프 암살기도가 발생하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 협력 이후, IMF∙ADB 등
국제기구 및 서방 선진국의 지원하에 적극적인 구조개혁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2003년 주요 경제정책과제로 국내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유인책 마련, 경제성장 및 빈곤경감을 위한 농업제도 개선,
중소기업 융자제도 개선, 주택 및 기간산업 건설확대 등의 경제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2002/2003년도에는 목표치(4.5%)를 상
회한 5.1%의 GDP 성장을 기록하였다.
▣ 방글라데시
Zia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민족주의당(BNP) 정부는 2003년 1월
불법무기 회수 조치 등을 통해 치안상황을 개선시키고, 테러근절, 부
패척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야당인 Awami League가 2003년 내
내 장외투쟁을 통해 현정부의 실정을 비난하는 등 정국 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방글라데시는 자유경제정책을 지향하면
서 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 : EPZ)을 조성하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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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정치적 불안 및 폭력적
파업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IT 분야를 중심으로 외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중이나 인프라 부
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금융지원이 필요한 방글라
데시에 대해 IMF 등 국제기구는 투명한 재정운용 및 경제개혁을 요구
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도 2003년 말을 기한으로 140개 국영
기업의 민영화, 정부지출 억제, 부실은행 정리 등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스리랑카
통일국민당(United National Party : UNP) Wickremesighe
수상이 이끄는 연립정부는 2003년도에도 타밀반군(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 LTTE)과의 평화과정을 국정의 최대과제
로 추진하는 한편, 경제개혁 프로그램인 `Regaining Sri Lanka`를
통해 재정적자 감소, 외국인 투자유치, 교육개혁 등 청사진을 제시
하고, 동 실행을 위해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 및 미, 일,
노르웨이 등 서방국가들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성
장에 노력하였다. 2003년 6월 동경에서 개최된 스리랑카 원조공여
국 회의에서는 51개 원조공여국 및 21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
2003~2006년간 약 45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스리랑카 경제는 2002년 2월 정부-LTTE간 정전협정 체
결 이후, LTTE와의 평화과정 진전에 힘입어 관광객 및 외국인 투자
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도 GDP 증가율 4% 성장에 이어
2003년도에는 5.5%의 실질성장을 시현하는 등 경제 전반이 호전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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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화협상을 통해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LTTE의 기존
입장이「분리독립」
에서「자치」또는「연방제적 권력분배」등으로 완
화됨으로써, 양측간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확대되는 등 성과도 있었
으나, 2003년 4월 워싱턴 개최‘스리랑카 평화과정 세미나’
에
LTTE가 초대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양측간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
고, 대통령과 수상이 소속 정당이 다른 이유로 각종 국정운영, LTTE
와의 평화과정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계속 심화되었다.
▣ 네팔
2003년에도 Gyanendra 국왕의 친정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네팔
정부와 극좌 Maoist 게릴라 단체는 2003년 1월 30일 휴전을 선언하
고, 4월 27일, 5월 9일, 8월 17일 세 차례의 평화협상을 개최하였으
나, Maoist측의 제헌국회 구성 및 공화제 주장으로 인해 협상이 교착
되었다. 2003년 8월 27일 Maoist측은 휴전상태 및 평화협상 종결
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폭력 및 시위활동을 다시 강화하였고, 휴전
파기 이후 정부군과 Maoist반군간의 무력충돌이 수도 카트만두 지역
까지 확대되어 500여명이 사망하는 등 네팔 정치 및 치안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편, 네팔의회당(NC) 및 네팔공산당(CPN-UML) 등 5개 주요정당
들의 의회복원 요구 및 민주화 투쟁이 강화되자, 2003년 5월 30일
정치력이 취약한 Chand 수상이 사임하고, 6월 4일 Thapa 신임 수상
이 임명되었다.
네팔 경제는 야당의 반정부 시위 및 Maoist의 반란활동으로 인해
총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최저개발국(LDC)으로서의 경제상태
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질 GDP 성장률이 2002년 -0.6%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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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3.0%에 머무는 등 경제가 침체되었다.
▣ 아프가니스탄
2003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정세는 알-카에다, 탈레반,
Hekmatyr 전수상이 주도하는 Hezb-e-Isami 조직의 지속적인 테러
공격이 발생하는 가운데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동맹군과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산발적인 테러공격에 대해 대
테러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을 수행하면서 아프간 신국
군 훈련 지원, 지방재건팀(PRT) 신설과 군벌의 무장해제 및 사회복
귀 프로그램(DDR)을 추진하여 치안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3년에만 100만명 이상의 해외난민이 귀환하여 난민 정착, 인프라
정비, 고용 창출, 사회 통합 등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Karzai 대통령의 아프간 과도정부는 2003년 1월 신화폐를 도입하
고, 헌법위원회를 설립하여, 2003년 11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헌법 초안을 공표하고, 2003년 12월 개최된 헌법제정 부족장회의
에서 신헌법이 채택되는 정치일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라. 대양주지역
1) 지역 정세
16개 남태평양 소재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인 태평양도
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 PIF)은 1971년 결성된 이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 등으로 그간 명실상부한 지역협력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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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발전이 지지부진해 왔으나, 최근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한
역내협력 강화 노력을 통해 PIF는 대양주 지역내의 가장 중요한 협
력체로서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마약 및 불법무기 확산 방지, 솔로
몬 아일랜드 사태에의 개입 등 역내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을 뿐 아니라, 역내 자유무역협정인 태평양도서국무역협정(PICTA)
및 태평양경제긴밀화협정(PACER)이 2002년 발효됨으로써 역내 경
제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더불어 9.11 테러 사태와 2002년 10월 발리
폭탄 테러 이후 강경한 대테러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및
대양주지역에서 대테러 국제공조 등 지역 안보와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들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이‘실패한
국가(failed state)’
가 테러 및 초국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역내 도서국가의 법질서 붕괴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
하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 호주와 뉴질랜드 주도 하에 진행된
솔로몬 아일랜드의 질서 회복을 위한 PIF의 개입(PIF 다국적군
2,000명 파병)은 역내 안보에 대한 양국의 적극적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호주 및 뉴질랜드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 추세와
자국 무역에서 아시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통상분야 협력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2003년 일본, 중국과 무역경제협력협정(Trade and
Economic Framework)을 체결하고, 뉴질랜드도 2003년 10월 중
국과 무역경제협력포괄협정(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체결에 합의하는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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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정세
▣ 호주
2003년에도 Howard 정부(자유당∙국민당 연립정부)는 OECD 국
가중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테러 및 불법이민 문제
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강력한 정부 이미지를 구
현함으로써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Howard 정부는 경제정
책의 성과를 통해 2004년 11월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도 자유당∙국
민당 연립정부의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2003년 11
월 새로운 노동당 당수로 선출된 Latham이 참신하고 새로운 비전 제
시로 인기를 확보하고 있어 총선결과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호주 정부는 1999년부터 낮은 인플레 및 저금리 유지를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하여 왔으며, 세금감면 조치 등
을 통해 민간소비 및 건설분야와 같은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지속
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Howard 정부의 노동부분 개혁,
규제 완화 정책 등의 성공으로 World Bank는 2003년 10월 전세계
기업환경보고서에서 호주를 2004년도에 가장 기업활동하기 좋은 국
가로 선정하였다.
▣ 뉴질랜드
2003년도에도 Helen Clark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경제분
야에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반한 안정적인 정국운영으로 다수 여론
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당은 2003년 10월 새로
선출된 Don Brash 신임 당수의 마오리인에 대한 특혜 철폐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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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호응을 얻게 됨에 따라 그간 부진하던 당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정부는 인종관계장관직을 신설하여 기존의
마오리인 특혜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당 정부의 비핵정책 재검토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여론 동향에 따른 기민한 대응을 하는
등 차기 총선까지는 노동당, 국민당 양당이 정책대결을 벌이면서 정
국을 주도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파푸아뉴기니
2003년 8월 Somare 수상은 연립정부 최대여당인 국민연합(NA)
소속 장관을 일부 경질하고, 연립여당에 장관직을 할당하는 소규모
개각을 단행, 연정 구성에 참여한 기타 정당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움
직임을 보였다.
한편, 2002년 3월 파푸아뉴기니 국회에서 부겐빌 자치부여를 위
한 헌법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부겐빌 자치정부는 광범
위한 자치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10~15년 후 최종 독립부여를 결
정하게 될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 휘지
2003년도 휘지 정세는 Qarase 총리하의 휘지통합당(SDL) 주도
연립정부가 ACP 정상회의(2002년 7월)의 성공적 개최, 호주의 경제
제재 조치해제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고, 그 결과 정치적 안정
을 점차 회복하여 가고 있다. 다만, 다당제 내각을 구성하지 않은 현
정부에 대한 위헌소송, 원주민계 우대정책 실시에 대한 인도계 야당
(휘지노동당)의 반발, 2000년 5월 휘지 쿠데타 진압에 기여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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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ainimarama 군사령관의 재임용으로 인한 갈등 등 정치적 불안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 남태평양 도서국가
사모아, 통가, 솔로몬 아일랜드, 바누아투, 투발루, 마이크로네시
아, 마샬군도, 팔라우, 나우루, 키리바시 등 여타 남태평양 군소국가
들은 2003년에도 만성적인 경제성장 부진, 높은 인구 증가율, 전지
구적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신매매, 마약거래 등 초국가적
범죄의 만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태
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 PIF) 등 지역기구를 통해
역내 국가들간의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환경보호, 어족자원
보존 등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선진국으
로부터 경제사회 개발에 필요한 원조를 획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
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 솔로몬 아일랜드 사태에 대한 PIF 개입
은 역내안보에 있어서 PIF의 역할 강화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솔로몬 아일랜드는 1999~2000년간 부족간 분쟁, 부패
만연 및 경제적 악화로 심각한 정치적 혼란 및 법질서 붕괴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2003년 7월 호주 주도의 PIF 개입(PIF 다국적군
2,000명 파병)으로 점차 치안이 회복되고 정세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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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주 지역
가. 북미 지역
▣ 미국
(국내 정세)
2003년 미국 국내정세의 주요 특징은 공화∙민주 양당이 2004년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정
치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11월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9.11 테러 사태 이후 아프간
전쟁 등 Bush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에 힘입
어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하원에서도 민주당과의
의석 차이를 더욱 확대하게 된 공화당은 Bush 대통령의 재선을 확보
하고 의회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 경제, 사회보장 등 국내 정책을 주
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2002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데 이어 Bush 대통령의 여전히 높은 지지도를 감안할 때,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심각한 내부적 우려를
갖는 가운데 공화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
였으나,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중으로 보수화된 국내 분위기 및
의회내 소수당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대외정책과 관련, 특히, 2002년 중간선거에서 안보문제에 대해 취
약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패배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
는 이라크의 위협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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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라크와의 전쟁은 국제 사회의 협조를 얻어
야 하나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공격을 감행할 경우 Bush 대통령의
외교는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Bush 행정부의 이라크 대응
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3월 19일 Bush 대통령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공화, 민주 양당은 이라크 전쟁의 성공을 위해
Bush 대통령 및 참전 미군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등 Bush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전체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라크와의 전쟁은 초기에 미국 및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측의
일방적인 우세 가운데 진행되어 5월 1일 Bush 대통령은 이라크와의
전쟁 승리 및 종결 선언을 하고 이라크의 전후 정세 안정 및 경제 재
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내 후세
인 추종 세력 잔당들과 알카에다 요원들로 추정되는 테러리스트들의
잦은 공격으로 미군의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대량살상무기 발견
실패에 따른 이라크 전쟁의 정당화 논란과 미군의 안전 문제, 이라크
재건 계획 등 이라크 전후 처리 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비난하는 등
여론이 계속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Bush 행정부는 9월에 미국 주
도의 연합군만으로는 이라크 안정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라크
주둔군을 UN 승인하의 다국적군으로 전환하는 UN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면서 일방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고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Bush 행정부는 이라크, 아프
간 재건 사업을 위해 2003년도 추가 경정 예산으로 870억 달러를
신청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테러와의 전쟁을 일관되게 수행하
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국내정책과 관련, Bush 행정부는 Bush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는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성장, 사회 보장 등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재정적자가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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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Medicare
개혁법안을 입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Medicare 개혁법안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되
어 온 일부 분야에서 공화당이 의회 입법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
에 직면하여 공화당의 입법에 대해 민주당 특유의 아이디어를 제공
하는 등 민주당의 이미지와 정책을 차별화시키는 데에 주력하였다.
중산층 이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각종 경제 정책(bottom-up
방식)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고 모든 국민들을 위한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004년 대선과 관련, Bush 대통령은 5월 16일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Bush 대통령의 지지도 및 정국 운영 평
가 등을 감안할 때 공화당내 별다른 경쟁자가 없음에 따라, Bush 대
통령이 200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
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측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2004년 대선 민주당 후보 지
명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른 시점부터 대선 활동
에 참여하였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매사츄세츠의 John
Kerry 상원의원, 노스캐롤라이나의 John Edwards 상원의원, 미주
리의 Richard Gephardt 전 하원 민주당 대표, 2000년 부통령 후보
로 출마한 코네티컷의 Joseph Lieberman 상원의원, Howard
Dean 전 버몬트 주지사, Wesley Clark 전 NATO군 사령관 등이다.
반면, Al Gore 전 부통령 및 Hillary Rodham Clinton 상원의원 등
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0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
다. 공화당과는 달리,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2004년 1월 19일 아이
오와주를 필두로 시작되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타
후보들과 차별된 자신의 장점 등을 강력히 부각시키면서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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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대외 관계)
미국은 2003년 신지도부가 출범한 중국과‘건설적 협력관계’
의 기조
를 계속 이어갔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력관계를 증대시킨
한편 대만문제와 인권문제 등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이 상존하였다.
Bush 대통령은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남∙북(개도국∙선진
국) 정상간 비공식 대화 참석과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
의 참석을 계기로 후진타오 주석과 북한 핵문제 및 대만문제 등에 대
하여 협의하였으며, 원쟈바오(溫家寶) 총리가 취임후 처음으로 방미하
였다.(12월 7~10일)
2003년에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국무부-중국 외교부 차관급 고위
전략 안보대화가 개최되었으며, Powell 국무장관(2월 23~24일),
Kelly 차관보(11월 18~19일)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Li Zhaoxing
외교부장(9월 21~23일), Dai Bingguo 외교부 부부장(7월 17~21일),
Cao Gangchuan 국방부장(10월 27~29일) 등이 미국을 방문하여
양국 정부 고위인사들간의 교류와 협력이 계속되었다.
중국은 4월 23~25일간 북경에서 미∙북∙중간 3자회담을 주최하
고, 8월 27~29일간 북경에서 제1차 6자 회담을 주최하였으며, 미국
은 이러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양국간‘건설적 협력관계’
에도 불구하고 대만문제와 인권
문제 등 양국간 입장차가 있는 사안들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입장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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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쟈바오(溫家寶) 총리는 2월 9일 방미시에 Chen Shuibian 총통
의 대만독립 관련 국민투표 실시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이 중국과의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대만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Bush 대통령은 중국이나 대만 어느 일방이라도
현상을 파괴하는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대만 지도
부의 독립추진 관련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대일본 관계는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기존의 우호 동맹 관계
가 더욱 긴밀해졌다. 2003년 5월 23일 텍사스 Crawford 목장 정상
회담, 2003년 10월 17일 동경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일본은 대테러전
뿐만 아니라 이라크전 과정과 전후 재건∙복구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
을 적극 지지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자위대 파병, 아프간
전 관련 자위대 함정의 인도양 파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최대
50억 달러의 이라크 재건∙복구 지원 계획 발표 등 인적∙물적 기여
를 통해 미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미국은 연례 장관급 미∙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 회의(2003년도
에는 미개최)와 2002년 8월부터 매년 2회 정도씩 부정기적으로 개최
되고 있는 미∙일 차관급 전략대화(2003년도에는 6월 10일, 9월 5일
두 차례 개최), ARF, 서방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각종 양∙다자간 협의 기회를
통해 미∙일 동맹 강화와 테러리즘 대처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라크 사태를 둘러싼 이견에도 불구,
대테러전, 대량살상무기, 북한 핵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
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4월 3일 브랏셀에서 개최된 미∙
러 외교장관회담, Rice 미 안보보좌관의 방러(4월 6~7일), 5월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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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Powell 국무장관의 방러 등을 통해 양국의 파트너쉽 관계의 근본
적인 기초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의 발전과 강화
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Powell 국무장관의 방러 기간중인 5월
14일 양국간 전략공격무기 감축조약(Treaty on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 TSOR)의 비준안이 러 하원에서 통과되었
으며, 5월 28일에 러 상원에서 통과되는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이 공고히 이루어졌다.
6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은 미∙러
양국간 협력관계를 보다 분명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양국 정상은
동 회담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 이라크 및 북한 문제 등 국제안보
현안과 경제협력에 대해 협의를 하고 미∙러간 신전략관계 및 우주
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전략공
격무기 감축조약 비준서를 교환하였으며, 이라크 사태 처리를 위한
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Putin 대통령은 9월 23~27
일간 방미하여 Bush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미∙러간 협력∙
동반자 관계 확대 및 심화, 21세기의 도전에 대한 비전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등 폭넓은 동맹관계를 재차 확인하였
다. 또한 양국은 대테러 전쟁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미국은 EU와 대테러전, 대량살상무기, 북한 핵문제, 이라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켰다. 2월 27일 개
최된 미∙EU 외무장관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였다.
6월 2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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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대량살상무기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비난하는 한편, 범죄인 인도 협정 및 사법협력 협정에 서명하
고 수소에너지 개발협력 및 항공협상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갔다.
9.11 테러 사태 2주기 계기 미∙EU 추모행사는 이러한 협력 관계
를 정서적∙정치적 측면에서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미∙EU간 대테러전 협력의 일환으로 11월 17일 EU 외무장
관회의에서 향후 EU가 제3국과의 협정 체결시 비확산 조항을 포함
시키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주 EU 미국 대사와 EU 집행위간‘화물
컨테이너 안전협정’
이 체결되었다.
NATO-EU 관계와 관련, 양측간 정례회의가 10월 21일 벨기에 소재
NATO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안보문제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NATO-EU 관계의 긴밀화가 요구
되며 NATO와 EU는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NATO와 EU가 11월 19~25일간 브랏셀, NATO 및
EU 회원국 수도에서 각기 실시한 공동 위기관리 합동 훈련도 이러
한 NATO-EU간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U 확대 문제 관련, 미국∙EU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
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1월 18일 벨기에에서 개최된 미∙EU
Troika 회담에서 Powell 장관은 EU의 확대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Fratini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유럽의 공동안보 방위
정책(ESDP)이 NATO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대중남미 관계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를 추구
하는 국가들과 테러 및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협력 유지∙강화를 목표
로 추진되었다. 중미 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 Free Trade
Area : CAFTA) 체결 협상을 계속하였고 더 나아가 2005년 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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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
FTAA) 창설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브라질의 좌파 정권과 충돌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브라질은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주축이 되도록 노력
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Bush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한 Lula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6월 20일)을 갖고 외교, 환경, 국방, 재정,
농업, 무역과 투자, 교육, 자원, 에너지, 통신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협력을 위한 기본틀에 합의한 바 있다.
전통 우방인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부각된
미국내 불법체류 멕시코인 문제와 2003년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
국인 멕시코의 대이라크전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노력하였다. 2001년 9월 6일 Bush
대통령과 Fox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에서‘번영을 위한 파트너쉽
(Partnership for Prosperity)’
이라는 새로운 협력의 틀을 제시함
으로써 양국의 경제성장, 생활수준 향상, 안보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
한 바 있고 2003년 11월 12일 미∙멕시코 양국 위원회(US-Mexico
Binational Commission; 1981년 창설) 제20차 연차모임에서 양국
간 기업단위 경제 활성화 목표 등을 재확인하는 등‘번영을 위한 파
트너쉽’이니셔티브하의 그간의 성과 보고서를 양국 정상에게 제출
하였다.
또한 미국은 2003년에도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 퇴치 노력을 지원
하면서, 마약 퇴치와 대테러전과의 인위적 구분을 없애고 민주주의
에 대한 위협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갔다. 특히
콜롬비아 정부의 민주적 기구 강화 노력에 협력할 것과 사회∙경제
적 발전,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을 강조하였다.
쿠바에 대해서는 미국은 제재 조치 강화라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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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 대통령은 10월 10일 불법 쿠바 여행에 대한 단속 강화, 쿠바인의
미국에의 수용 확대,‘자유 쿠바 지원을 위한 위원회(Commission for
Assistance to a Free Cuba : CAFC)’설치 그리고 쿠바 정부의 정보
차단(information embargo) 타파 노력을 골자로 하는 대쿠바 정책
을 발표하였다. 이어 Powell 국무장관과 Mel Martinez 주택∙도시
개발장관을 CAFC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민주 정부 수립을 지원
하고 있다.
미국의 대아중동 정책은 이라크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9.11 이후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방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정책
기조하에 아중동지역에서 2003년도 최대 화두는 이라크였다. 3.20
시작된 이라크전은 40여일만에 미국이 이라크 전역을 장악한 후
Bush 대통령의 5월 1일 종전선언으로 끝나게 되었다.
종전 후 미국은 UN 안보리 결의 1483호를 통해 연합 임시행정처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 CPA)를 구성하였고 7월에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raqi Governing Council : IGC)를 발족시
켰으며 신정부 구성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규정한 UN 결의안 1511
호(10월 17일)에 이어 11월에는 이라크 임시정부를 2004년 6월 30일
까지 수립할 것을 공표하는 등 이라크 재건과 이라크 국민들의 자치
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을 계속하였다.
아중동 지역에서 미국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던
또다른 나라들은 이란과 리비아였다.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으면서
미국과 원거리를 유지한 이란과는 달리 리비아는 2003년 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화해를 추진하였다. 리비아가 로커비 사건에 대한
보상에 합의하고 UN 안보리 앞 서한(8월 15일)을 통해 리비아 관리
들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미국의 사실상 묵인하에 UN제재가 해제
되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도 카다피 지도자가 IAEA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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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찰단 초청 용의를 공언(8월)한 이후 급진전되었다. 12월 19일
리비아는 HEU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공개 및 폐
기, IAEA 추가의정서 의무 및 IAEA 사찰 수용 등을 선언하였고
미∙영이 리비아의 진정한 WMD 폐기 의사를 확인∙발표하여 리비
아의 국제 사회 복귀를 위한 협력을 결정함으로써 리비아의 국제사
회 복귀가 공식화되었다.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의 해결을 위해 2003년에
도 러시아, EU, UN과 함께 2002년 9월부터 시작된 4자 중재단
(Quartet)을 통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미국은 중동문제 Quartet을
통해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추진
계획(Road Map) 수행에 노력하였다. Powell 장관의 중동 순방(5월)
에 이어 Bush 대통령 또한 요르단을 방문하여 Sharon 이스라엘 총
리와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상을 면담(6월 4일)하고 과거
이∙팔 관계의 실패의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의 전환
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미국의 적극
적인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고 7월에 이∙팔 양국 지도자를 백악관
에 초대하여 연쇄 회담을 가짐으로써 로드맵에 대한 미국의 직접 개입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9월 Abbas 수상의 사임과 1993년 오슬로 협상 주역인 Ahmed
Queria 팔레스타인 의회(PLC) 의장의 신임 수상 취임이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10월 5일) 등으로 중동에 다시 위기감이 고조
되었으나, UN 안보리가 중동 평화 로드맵을 승인하는 안보리 결의
151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통한 이∙팔 분쟁의 단계적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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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국내 정세)
Jean Chretien 총리의 취임 이후 퀘벡 분리주의 세력을 연방체제
에 흡수하려는 국가적 단합 노력에 힘입어 2003년 4월 실시된 퀘벡
주 총선에서 연방주의에 기초한 퀘벡 자유당(득표율 46%)이 퀘벡 분리
독립을 주장해 온 퀘벡당(득표율 33%)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퀘벡주의 분리 독립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퀘벡주정
부와 연방정부와의 보다 원만한 관계 유지가 가능해졌다. 한편 2003년
12월 12일 10년간 집권해온 Jean Chretien 총리가 사임하고 Paul
Martin 전 재무장관이 11월의 당내 경선을 거쳐 제26대 총리로 취
임하였다.
2003년 캐나다 경제는 상반기에 발생한 SARS, 광우병으로 인한
관광산업과 농산물 수출에의 타격, 8월 동부지역의 정전사태 및 일
년 내내 지속된 캐나다 달러화의 급격한 평가절상 등의 영향으로 다
소 침체된 상태를 보여 2002년도의 3.3%보다 저조한 2%의 성장률
을 보였다. 한편, 소비자 물가 및 고용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였다. 캐나다의 무역비중은 GDP의 64%에 달하여 무역 의존도
가 높은 편이며, 이 중 대미교역이 75%(수출 87%, 수입 63%)를 차
지한다.
(대외 관계)
캐나다의 대이라크 파병 반대 결정 등 Jean Chretien 총리의 독자
외교 추구로 5월 예정되었던 Bush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계획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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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는 등 카∙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캐나다 정부는 내각
내에 카∙미관계 위원회 신설, 미국과의 국경관리 협력강화 등 양국
관계의 손상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12
월에 취임한 Paul Martin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외교정책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상호존중에 기초한 당당한 동반자관계 구축이
필요함을 천명하였다.
한편 우주의 무장화에 반대해 온 캐나다는 미국의 MD 추진에 대한
참여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였으나, 미국의 MD 추진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른 북미방공사령부(NORAD)의 위상 및 역할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자 2003년 5월 MD 계획에의 캐나다 참여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NORAD는 카∙미군사안보협력관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캐나다는 대테러 국제연대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3년 8월
이후 아프가니스탄 국제치안유지군(ISAF, 5,000여명 규모)에 캐나다
병력 1,900여 명을 파견하여 파견국 31개국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캐나다는 UN 등 다자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국제사회를 규범에 기초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UN의 권한
과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동 재판소 초대 재판소장에 캐나다인 Phillipe
Kirsch 재판관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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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남미 지역
1) 지역 정세
중남미 지역에서는 2003년 브라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파라과
이 등 여러 국가에서 새 정부가 평화롭게 출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민주주의가 한층 정착되었다. 특히 브라
질 Lula 대통령은 후보시절 표방한 급진좌파노선으로 브라질 대외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를 야기하였으나, 대통령 취임후
경제안정을 위주로 하는 온건하고 완만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아르헨티나의 새 정부 역시 개혁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산과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
에서는 경제정책의 실패 및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정국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여당인 PAN(국민행동당)이 하원의원
선거 결과,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Fox 대통령은 세제
개혁 및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정국의 주도권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볼리비아 역시 계속된 경기침체와 민생불안으로 인한 야당, 노동자,
농민 시위로 Sanchez대통령이 사임하고 Mesa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었다. 또한 베네수엘라에서도
2002년 군부의 쿠데타로 일시 축출되었다가 복귀한 Chavez 대통령
에 대한 신임 투표 실시 문제로 여야간에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정국 운영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03년도 중남미 경제는 미국, 일본 경제의 회복세 및 중국
경제의 급성장 영향을 받아 GDP 1.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2년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 -0.4%와 비교하면 크게 회복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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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경제 성장을 주도한 국가는 아르헨티나로, 지난해 -10.8%에
서 올해 7.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콜
롬비아도 성장률이 3%를 상회해 중남미 경제 회복세에 크게 기여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남미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의 여파를 반전시키기에는 충분치 못
하였다. 지난 6년간의 경기침체로 중남미지역 1인당 국민소득은
1997년보다 1.5% 낮아졌으며, 전체 인구의 44.4%에 해당하는
2.27억명이 빈곤계층으로 집계되었다. 실업률 역시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어느 정도 하락하였지만, 10.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03년 1.3%의 성장률을 기록한 멕시코의 경우, 연평균 실
업률은 3.25%로 Fox정부 출범 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가계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인해 GDP가 0.2% 하락하였고, 1인당 국민 소득 및 가계소비, 투자
증가율도 각각 -1.5%, -3.3%, -6.6%를 기록하였다.
반면, 2003년도 중남미지역은 50년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
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중남미 무역상황의 호전은 미국, 일본의 경제
회복과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확대 등 국제경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나아가 중남미의 대외교역 조건도 주요 수출상품 가격
이 15.9% 상승하면서 빠르게 호전됐다. 원유가(23%)를 포함하여
콩, 금, 구리 등 원자재 국제시세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2003년도
중남미 지역 무역 흑자액은 410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미공동시장(CACM), 안데스공동체(CAN) 및 칠레는 각각 12%,
3%, 5%의 수출 성장률을,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우,
17.9%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IDB 통계에 따르면 21%의 수출
증가를 기록한 브라질이 2003년도 중남미 경상수지 흑자 시현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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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였으며, 칠레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구리의 국제시장 시세가 최근 6년간 최고치를 기록해 경제성장 및
내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페루, 콜롬비아 등은 미국의 안데안
특혜관세법(ATPDEA)에 따라 페루의 대미수출이 20% 증가하는 등
섬유, 수산물, 신발류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으로 수출이 확대
되었다.
이와 함께 향후 중남미 경제성장과 관련해 기업투자와 저축 회복
문제도 중요하다. 고질적인 해외로의 자본유출 역시 많이 줄어든 편
이나 최근 5년 동안 유출액이 중남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6%
에 달할 정도로 막대할 뿐만 아니라, 1990~2002년 평균 380억 달러
에 달했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003년 290억 달러로 감소하여 전
년도 대비 25% 하락하였다. 또한 여타 지역의 신흥국가들에 비해 중
남미 국가들은 여전히 낮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어, 이는 중남미 지역
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003년도 국제경제의 회복세와 대외교역조건의 호전으로 경기회
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남미 경제는, 2004년 경제성장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은 빈곤퇴치, 실업해소, 부정
부패의 척결, 교육수준의 향상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 없이
는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내릴 수 없다는 공동 인식 하에 각종 제도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4년 이후 미국 및 중국 등 세계경제
동향, 브라질 정부의 경제정책, 베네수엘라의 정국 추이, 환율안정
및 실업∙빈곤 극복문제 등이 2004년 중남미 경제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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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정세
▣ 멕시코
멕시코는 2003년 7월 하원 교체 중간 선거에서 여당인 PAN(국민
행동당)이 기존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함으로써 Fox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정국 운영 구상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인권신장 및 시장경제 강화 정책 기조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
개혁 입법안이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12월에 의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설 등의 세제개혁
안도 역시 부결됨으로써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정국 개선 가능성은
난망시 되고 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친미정책을 견지해 왔으나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내 불법체류 멕시코인 처리를 둘러싼 양국간 협
상이 중단되고 더군다나 2003년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멕시
코가 미국의 대이라크전 개시에 반대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더
욱 불편해지는 등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가 대두되었다. 대미국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경제는 중국의 미국 시장 점유 확대로 미국 경
제의 회복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였으나 페소
화 약세 및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무역적자는
2002년보다 29.2%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의 부진으로 1.3%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연평균 실업률은 3.25%로 Fox정부 출
범 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침체가 지속되었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말 3.98%로 30여년만에 최
저치를 달성하였고 외환보유고도 2003년 12월에는 사상 최대치인
543억 달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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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파나마는 집권 마지막 해를 맞이한 Moscoso 정부가 그간 외국과
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업증가, 외채
가중, 재정적자 심화 등 경제정책 실패와 더불어 부정부패, 족벌주의
등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노정하였다. 대선 관련 여론 조사결과 수개
월간 민주혁명당 Martin Torrijos 후보가 지속적으로 선두를 유지
하고 있어 2004년 5월 실시예정인 대선에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Martin Torrijos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온두라스
2002년 1월 출범한 온두라스 Maduro 정부는 여소야대의 국정상
황 속에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정운영의 3대 원칙으로 단결,
통합, 개혁을 표방하면서 야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경제개발, 치안
불안 등 사회문제해결 및 부정부패 척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12월 28일 실시된 대통령 결선 투표결과 전국대연합
(GANA)당의 Oscar Berger 후보가 당선되었다. 과테말라 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바 있는 베르쉐 대통령 당선자는 그간의 폭넓은 행정
경험을 인정받아, 전국에 걸쳐 각계각층의 고른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베르쉐 후보가 소속된 전국대연합(GANA)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다수 정당 체제 하에서 정국 불안 요인도 상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3년도 과테말라는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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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민총생산 210억 달러, 교역액 85.9억 달러, 물가상승률
5.8%, 외채 32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 현상
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 코스타리카
중미지역에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평가되는 코스타리카는 2002년
5월 Pacheco 대통령이 취임한 후 기독사회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체제 옹호, 국민복리 증진과 교육중시 정책 추진, 기술집약산업 육성
을 위한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를 추진하여 관광, 커피 등 농산물,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여 2003년도에 4.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하였다. 그러나 교사 및 항만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파업,
중미-미국간 자유무역협정(CAFTA) 협상 타결에 즈음한 국영전기통
신공사(ICE) 노조파업,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정부의 세수확보 움직
임 등에 따른 의회 내에서 이해 세력들간 의사진행 방해 등 정치적
갈등이 표출되었다.
▣ 니카라과
2002년 1월 취임한 니카라과 Bolanos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 및
경제개발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2003년도에는 대규모
공금유용 사건에 연루된 전임 Aleman 대통령에 대한 강경 사법 처리
등으로 의회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기득권 세력과 개혁 세력간의
갈등이 유발되어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타협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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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2003년 3월 실시된 총선에서 1992년 1월 평화협정
의 체결 이후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한 좌익 민중해방전선(FMLN)당
이 승리한 후, 국민화합당(PCN)과 제휴하여 신임 국회의장단을 차지
하였다. 이에 여당인 국민공화연맹(ARENA)은 총선 실패를 만회하
기 위해 당 지도부 교체 및 저소득층 민생안정 위주로 경제정책을 수정
한 결과, 2004년 3월 실시될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후보인 Antonio
Saca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재집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은 2000년 8월 16일 Hipolito Mejia 대통령의 취임
이후 빈곤타파, 부패척결, 전력난 해소 등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
하였으나, 미국, EU의 경기 침체, 9.11 테러 사태 및 제2의 상업은행
Baninter의 파산 사태 등으로 관광수입 감소, 수출 감소, 세수 격감,
페소화 평가절하 등 2003년 극심한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기록하였
다. 이러한 경제상황 악화는 2004년 5월 16일 대선을 앞두고 Mejia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락과 제1야당인 도미니카해방당(PLD) Leonel
Fernandez 후보에 대한 지지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여당
인 도미니카 혁명당(PRD) 내의 대선 후보를 둘러싼 내부 분열과 집권
당의 부정선거 가능성 등으로 정세불안 요소도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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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
아이티는 2000년 5월 상∙하원 선거 및 2000년 11월 대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지속, 2001년 12월 쿠데타 미수
사건, 2002년 8월 159명의 죄수탈옥 사건 등으로 정세 불안이 계속
되어 왔다. 정파간 대립 지속, 민주적 전통과 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치안회복, 정세안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티의 정상국가
로의 복귀에는 장기적이고도 폭넓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
할 것으로 관찰된다.
▣ 자메이카
자메이카는 2002년 10월 총선에서 여당인 인민국가당(PNP)이 최대
야당인 자메이카 노동당(JLP)을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승리하여
Patterson 총리가 재집권하였으나, 인민국가당 집권기간 중인 1990년
대 중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자메이
카 국민들의 실망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 내에서도 인민
국가당 지지파와 자메이카 노동당 지지파간의 불협화음 및 여야 정
치권의 합의 불이행 등으로 주요 정책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 및 보오크사이트 등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자메이카 경제는
9.11 테러 사태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외자유치 감소 및 관광산업
퇴조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IMF의 권고에 따른
긴축재정, 고이자율 정책을 통해 물가안정 및 환율안정을 도모하려
는 노력도 높은 외채부담, 인적 및 사회간접자본 불충분, 제조업 기반
취약 등의 구조적 문제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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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브 도서국가
카리브 지역 도서국가 중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2002년 조기총선
을 통해 2003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국의 안정을 이룩하였
으며, 바베이도스, 그레나다에서 실시된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이 승
리하여 기존 대내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카리브 도서국가들
에서는 관광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9.11 테러 사태 이
후 관광객 감소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카리
브 각 국은 현재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브라질
브라질 역사상 최대 득표율(61.27%)로 당선된 Lula 대통령의 브라
질 정부는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좌파 정권이며, 두번째로 평화적 정
권 교체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브라질 민주주의가 드디어 정착 단계
로 들어섰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브라질은 최초의 좌파 정부 출범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는 달리 시장 개방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긴축
과 안정, 개혁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IMF와의 합의사항을 이행
하여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칸쿤 WTO 각료회
의에서 G-22 결성을 주도하고, 아프리카, 중동지방 순방외교를 통
해 개도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그러
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회 불균형 해소 등의 선거 공약을 달성하
지 못하였고 내수 위축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국내적
으로는 경제 정책상의 취약점을 보여 서민층의 불만이 고조됨으로써
Lula 대통령의 인기도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Lula 정부는 물가 안정과 GDP 대비 공공 부채의 축소를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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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속적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우선 극복 과제
로서 재정수지 균형을 추구하는 등 초긴축재정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수출도 21% 이상 신장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
체적으로는 가계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GDP가 0.2% 하락하고 1인당
국민 소득 및 가계소비, 투자증가율도 각각 -1.5%, -3.3%, -6.6%를
기록하는 등 경제 측면에서 Lula 정부는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는 극심한 경제위기 및 연이은 시위로 인한 불안정
속에서 2003년 4월 페론당의 Kirchner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
었다. Kirchner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경찰, 군부 및 정보기관 수
뇌부 숙청, 과거 군정시 인권유린 군부인사 면책법 폐지, 사법부 개
혁, 실업연금제도, 부패 척결 등 일련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7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였으며, 2003년 12월 10일 새로운 의
회 개원을 앞두고 11월말까지 실시된 각 주 지방 의원 선거에서 페론
당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Kirchner 대
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다. 다만 Kirchner 정
부는 여전히 페론당의 실력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Duhalde
전임대통령과의 잠재적인 알력관계의 해결, 측근 지인 등용이라는 대
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 극복,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플랜 마련을
향후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2001년말 경제위기 발생 이후 2002년도 한 해
동안 GDP 10.9% 감소, 41%의 인플레, 17%의 실업률을 기록, 인구
절반의 빈곤층화 가속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아르헨티나는
2002년도 하반기 이후 환율의 안정을 기조로 2003년에 들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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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 및 각종 산업지표가 회복세를 보였으며, 2003년 9월에는 그
동안 아르헨티나 경제회생의 관건으로 인식되어 왔던 IMF와의 중기
지원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3년간 차관상환을 유예받게 되었다. 아르헨
티나는 이러한 일련의 경제상황 호전으로 2003년도 7.3%의 경제성장
률을 기록하는 등 기대 밖의 경제 안정 및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2002년 말부터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경
제성장이 2004년도에도 지속되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며, 2004~2006년 기간 동안 약 5-6%의 GDP 성장률
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아직도 거시경제 안정화 문제 및
외채상환관련 IMF 및 파리클럽과의 불협화음으로 대외 이미지 제고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년간의 경제불황과 2001년말의 금융위
기에 따른 초긴축정책으로 야기된 실업 문제와 빈민층의 증가 해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칠레
칠레는 2001년 3월 11일 Lagos 대통령 취임 이래 민주제도 확립
과 인권신장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경제 개방 시책을 지속하였
다. 또한, Lagos 대통령은 지명직 및 종신직 상원의원제 폐지, 대통
령 임기의 4년으로 단축, 하원의 행정부 감독기능 강화, 경찰 관할권
의 내무부 이전 등 민주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 추진
하였으며, 이와 함께 2010년 선진 칠레 건설을 목표로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개방 경제 확대, 사회 간접자본 확충,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증진에 주력하였다.
칠레는 Pinochet 군사정권 시절부터 대외 개방 경제정책을 실시하
여 왔으며, 1990년 민정 이양 이후에도 1994년 APEC 가입,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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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공동시장(MERCOSUR) 준회원국 가입은 물론 EU, 미국뿐만
아니라 2003년에는 우리나라와도 FTA를 체결하여 남미 시장의 허
브로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1990년대 초
반 연평균 6.5%의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중남미 국가중 가장 모
범적인 위치를 차지하였고, 1997년 이래 연평균 2.4%, 2003년
3.1%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다. 다만 국내경제가 구리,
목재 등과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고, 부족한 사회간접
자본 문제 및 MERCOSUR 시장과의 자유 무역화에 따라 상대적으
로 취약한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산업구조변화가 Lagos
정부의 중요 경제 과제로 남은 상황이다.
▣ 페루
페루 Toledo 정부는 빈곤∙실업문제 해결 등 민생안정 노력, 투자
유치를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 인권∙민주주의 발전 등을 기치
로 국정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한
일관된 정책추진의 어려움, Toledo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 등으로 인
하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1%대까지 계속 하락하였다. 또한,
2002년 민영화 반대 시위에 이어 2003년 5월에는 임금인상, 세제
감면 등을 요구하는 교사, 농민들의 전국적 파업사태로 인하여 30일
간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국내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었으
며, 최근 좌익 테러단체 Sendero Luminoso(SL, 빛나는 길) 소속
무장 게릴라들이 안데스 산악 및 아마존 밀림 지역을 중심으로 약탈,
납치 등 테러 활동을 재개하여 전반적인 치안 상황도 악화되었다.
2003년도 페루경제는 전년도의 4.9% 고율성장에 힘입어 긍정적
여건하에 시작되었으며, 1/4분기에 2차, 3차산업의 호황으로 6%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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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4분기 이래 국내외적 요인으로 경제활동
이 다소 위축되기 시작하여 2003년도 연평균 성장률은 4.0%로 완만
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편, 이라크전의 여파에 따른 국제 원유가의
상승과 그로 인한 연료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국내생산비용이 증
가함은 물론 상업, 운송 등 분야에서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국내적
으로 정치, 경제, 법적 불안정성 등이 경제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고,
4월부터 시작된 운수업자, 교사, 농민 등 전국적 소요사태의 결과 국
내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특히 2/4분기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초
래하였다. 페루는 경제정책의 비일관성과 내수 및 민간투자의 침체
등 본격적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제기반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
가되나, 2002년도에 이어 2003년에도 중남미 여타국에 비해서 높
은 성장률을 이어갔고 2001~2003년간 3.1%의 평균성장률을 유지
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 콜롬비아
2002년 5월 대선에서 기존의 양당 구조의 틀을 깨고 당선된
Uribe 콜롬비아 대통령은 콜롬비아 내전 종식을 통한 평화 회복을
위해 2003년 8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쟁세 도입을 추진하
는 등 대게릴라 강경책을 추진하였으나, FARC(콜롬비아 최대 좌익
게릴라 단체) 세력에 대한 결정적 타격은 주지 못하였다. 안데스 지
역 내 마약 퇴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기반으로
추진중인 Uribe 대통령의 대테러 강경정책은 UN, EU, NGO 등 국
제사회로부터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다고 비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내적으로 Uribe 대통령은 줄곧 70-80%대의 높은 지지율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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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3년 10월 Uribe 대통령은 지속적 개혁 추진을 위해 일련
의 정치∙경제 개혁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되었
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의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 논의를 진행
시키는 중이다.
콜롬비아는 1990년대 말 아시아∙중남미 금융위기 및 내전의 격화
로 60년만에 최악의 경제 침체에 빠졌으나, 2003년 들어 미국 경기
회복, ATPDEA에 따른 대미 수출 증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인근
국가 경제 회복 등에 힙입어 3.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다소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게릴라와의 내전에 따른 투자 위축,
IMF 대기성 차관협정 이행을 위한 긴축재정 유지 등 악재로 인하여
5% 이상의 고율 성장세 회복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2003년 1월 15일 신임 Gutierrez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취임 반년만에
정책상 이견으로 인하여 여당동맹(연정)에 균열이 생겼으며,
Gutierrez 대통령 자신은 지난 대선 당시 마약조직이 연루된 선거자
금 비리로 인하여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에콰도르 경제는 건설, 금융거래 분야 등의 성장에 힘입어 3% 이
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신임 Gutierrez 대통령이 2003
년 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열악한 국가재정난 해소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긴축경제정책과 경제 개혁조치 단행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경제의 비생산∙비효율성은 극복하지 못하였
다. 한편, 2001년 Dollarization을 선포한 이후 에콰도르의 인플레
이션은 수십%대에서 2002년 9.4%에 이어 2003년 7% 정도까지 하

96 / 제 1 장 국제정세 및 한반도 주변정세

락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민영화와 법제 개선 등의 문제가
미결 과제로 남게 되었다.
▣ 베네수엘라
2002년 두 차례의 전국적 총파업과 Chavez 대통령의 일시 실각
등으로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었던 베네수엘라는 2003년 2월 초까지
계속된 총파업 이후 별다른 유혈 소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대통령 소환 청원 국민 서명 등으로 혼란이 계속 이어졌다.
3) 지역경제통합 정세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중남미 지역의 경제 통합
동향은 크게 범지역적 통합 노력과 소지역적 통합 노력으로 구별할
수 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
FTAA)를 통해 미주 전역에 걸친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키려는 노력
은 전자의 범주에 속하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안데스공
동체(Comunidad Andina : CAN)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남미자유
무역지대(South America Free Trade Area : SAFTA)와 미국과
중미 국가들간의 중미자유무역지대(Central America Free Trade
Area : CAFTA) 창설 노력 등은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두
범주의 지역경제통합 노력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이러한 통합 노력의 추진 동기, 협상 과정 및 각국
의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 노력
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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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범지역적 경제통합 동향을 살펴보면, FTAA는 2002년 미국
의 Bush 행정부가 대중남미 관계 강화를 주요 외교정책 중 하나로
천명하고, FTAA 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활력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Bush 행정부가 2002년 8월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
한(Trade Promotion Authority : TPA)을 획득하면서 FTAA 협상
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FTAA는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각국이 공감을 하면서
도, 협상 타결에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브라질이 농업보
조금 철폐,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시장 개방, 반덤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난관을 겪어 왔다. 그러
나 이와 같이 교착 상태를 보여왔던 FTAA 협상은 2003년 7월 엘살
바도르에서 개최된 제14차 FTAA 무역통상위원회(TNC), 11월 마이
애미에서 개최된 제8차 FTAA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비록 당초 목표
했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각 국의 입장을 반영한 느슨한 자
유무역지대 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단 2005년 시한
내 협상 타결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8차 마이애미 통상장관회의에 참가한 각국 각료들은 자유무역지
대 창설과 지역통합을 목표로 2005년 1월까지 FTAA 협상을 타결짓
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무역자유화의 범위 및 강도와 관
련, 모든 참가국에 적용되는 공통권리∙의무사항(common and
balanced set of rights and obligations)을 설정하되, 관심국에 한
해 소위 선택(opt-out)조항이라 불리는 복수국간 협상(plurilateral
negotiations)을 통해 추가적인 의무와 혜택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
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1995년 이후 추진되어 오던 모든 참가국을
구속하는 단일 협정 체결(single undertaking) 목표를 포기하면서
‘공통권리∙의무사항’
에서 낮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관심국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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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이중 방식
(two-tier formula)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FTAA 추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던 미국의 기업
인들은 FTAA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FTAA가
내용면에서 다소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출범 가능성
자체에 대한 비관적 의견이 확산되고 있던 FTAA 협상이 새로운 추진
력을 얻게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제8차 마이
애미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극심한 이해관계 충돌을 빚어왔던
미국과 브라질 사이에 FTAA 출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도출되었
으며, 특히 양국간에 공통권리∙의무사항에 대한 합의만 도출되면
느슨한 형태이나마 FTAA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 분야
등에 대한 미국과 브라질 양국간 이견이 아직 큰 상태이므로 2005년
시한내 FTAA 출범은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이러한 범미주지역 경제통합 동향은 중미 및 남미 지역의 소지
역적 경제통합 동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공동시장
출범을 목표로 역내 결속을 다져온 MERCOSUR는 1999년 이후 지
속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여파로 통합 노력에 심각한 차질
을 빚어왔다. 그러나 2003년 1월 집권한 브라질의 룰라 정부가
MERCOSUR의 공고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2003년 5월
출범한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 정부 또한 MERCOSUR의 강화
를 대외 정책의 우선 순위로 삼고 있어 그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던
MERCOSUR 경제 통합 노력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3년
6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24차 MERCOSUR 정상회의
시 참석 정상들은 EU형 공동시장 창설을 위해 MERCOSUR의 기능
을 정비하기로 합의하고, 화폐 통합을 위한 MERCOSUR 공동통화
기구 창설, 공동의회 창설, 관세통합, 국경 통합 등 주요 통합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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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까지 달성하기 위한‘목표 2006(Objectivo 2006)’
을 설정
하였다. 또한 FTAA 협상에 있어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 전
선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그 방편으로 CAN, EU, 일본, 인도,
남아공, 중국 등과의 FTA 또는 P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 8월 MERCOSUR∙페루간 경제보완협정
(FTA 및 경제협력 협정)이 서명되면서 페루가 MERCOSUR에 준회
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2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제25
차 MERCOSUR 정 상 회 의 에 서 페 루 와 볼 리 비 아 (1996년
MERCOSUR와 경제보완협정 기체결)를 제외한 잔여 3국(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과 MERCOSUR간에도 경제보완협정이 체결
되는 등 MERCOSUR∙CAN간 통합이 진전되고 있다. 지난 1997년
MERCOSUR와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고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칠레
를 포함할 경우, 남미 10국이 느슨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연결되
어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형성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간 입장 차이로 FTAA 협상 타결
이전에 온전한 형태의 SAFTA가 출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
다. 특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FTAA에서 남미의 주도를 주장하
고 있는 브라질과 달리, 많은 CAN 회원국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경
제의존도가 크며, 따라서 미국과의 개별적인 FTA 추진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
CAN 회원국이 2005년말 타결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미국과 개별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함에 따라 SAFTA와 같은 남미지역경제통
합 동향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중남미의 또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중미의 경우는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다. 미국은 FTAA 협상 타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중미 5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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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카, 엘살바도르)과의 FTA 체결을 통한 중미자유무역지대
(CAFTA) 창설 방침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2003년 11월 상기 5개국
중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3년 12
월 현재 코스타리카와의 FTA 협상이 거의 마무리됨으로써 CAFTA
구상을 거의 실현하였다.
한편, 최근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
도를 낮추고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하여 대외 관계를 다변화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종적, 역사적, 문화
적 유대가 강하고, 중남미 대외 무역의 30%, 외국인 투자의 40%를
점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MERCOSUR는 지난 1999년 체결된 EU와의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에 기초하여 2004년 말까지 EU와 무역자유화 협상을
타결하기로 시한을 정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CAN도
2003년 12월 로마에서 EU와‘정치대화 및 협력협정’
을 체결하고
차후 FTA 체결을 위한 사전 정지(整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남미 지역의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
다. 특히 전통적 교역국인 일본, 한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고, BRICs의 일원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및 인도와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중남미의 교역량은 2003년
2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국가들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
고 있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양 지역간 최초로‘한∙칠레 FTA’
가 체결되었으며, 2003년 12월 현재 브라질은 인도와 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PTA)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일본과 멕시코간 FTA 체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MERCOSUR와 중국간 FTA 체결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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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양 지역간 경제 협력 강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새로운 세계경제 성장 엔진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시아와 중남미
간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확대∙심화될 전망이다.

3. 구주지역
가. 서구지역
1) 지역정세 : EU의 확대와 장래
2002년에 이어 2003년 또한 EU 통합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한
해였다. 2002년 12월 코펜하겐 EU 정상회의에서 10개 신규회원국
의 2004년 5월 EU 가입이 결정됨에 따라 신규 가입 예정 회원국들
은 2003년 4월 그리스 데살로니키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
가입조약에 서명하고, 국민투표 등을 통해 동 조약의 국내 비준을 위
한 절차를 개시하여 2003년 9월 20일 에스토니아의 국민투표 통과
를 마지막으로 10개 신규 가입예정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종료하였다.
2003년 중 가장 두드러진 흐름은 EU 헌법 제정을 중심으로 EU 장래
문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EU는 유례없는 대규
모 확대를 앞두고 그 동안 지적된 운영상의 비효율성 극복과 친시민
성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제고라는 과제에 직면하였는데, EU 헌법
제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EU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3월 발족한 유럽장래문제협의회(Convention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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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of Europe)가 EU 헌법 초안을 성안하는 임무를 맡아 마침
내 2003년 6월 EU 정상회의에 헌법초안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초안
을 놓고 2003년 10월 4일 EU 특별정상회의를 시작으로 15개 회원국
및 10개 신규 가입 후보국가들은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 IGC)를 개시하였다. 정부간회의(IGC) 참가국들은 각
국의 이해를 조율하여 2003년 12월까지 초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2004년 6월로 예정된 구주의회 선거전까지 회원국들이 헌법조약을
비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정하였다.
제시된 헌법 초안은 EU 이사회 상임의장(President) 및 외교장관
직 신설,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구조 개편, EU 이사
회의 의사결정방식 개선을 위한 이중다수결제 도입, EU공동외교안
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CFSP) 강화 등
을 통해 EU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구주의회 권한 확대
를 통해 EU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 및 가입 예정국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정부간회의
(IGC)를 개최하여 헌법 초안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03년 12월 12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
을 시도하였으나 EU 이사회 의사결정 방식 등 핵심 쟁점에 관해 이견
을 좁히지 못해 결국 정부간회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헌법 초안을 둘
러싼 대립의 주요원인은 2000년 체결된 Nice 조약상의 EU이사회 의
사결정방식(투표권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스페인, 폴란드와 EU이
사회 표결권 제도를 비롯한 헌법 초안의 원안을 가급적 그대로 수용해
야 한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대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초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2월 EU 정상회의는 2004년 상반
기 EU의장국 아일랜드에게 향후 정부간회의 재개를 비롯한 EU헌법
안 논의의 주도권을 이양할 것을 결의하고 EU헌법 초안 마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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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정부간회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2) 주요국 정세
▣ 독일
집권 사민당은 2002년 9월 22일 실시된 총선에서 연정파트너인
녹색당과 함께 박빙의 승리를 거두어 재집권에 성공하였는데, 재집
권초기에는 이라크전 발발 이후 Schr o der 총리의 반미 입장으로 지
지율이 다소 상승하였다가 사회복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강력한 경제
개혁조치(Agenda 2010)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계속되는 실업률 및
기업파산 증가 등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2003
년 실시된 Niedersachsen주, Hessen주, Bayern주 등 지방선거에
서 사민당이 연이어 참패를 거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었으며, 연
이은 지방선거 참패와 함께 사민당내 좌파세력의 Schr o der 총리 정책
에 대한 반발과 당원 탈당 등으로 총리의 당내입지도 매우 약해졌다.
그러나 Schr o der 총리는 11월 개최된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예상보
다 높은 지지율로 당수에 재선출됨으로써 외견상으로나마 당내결속
을 다지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한편, Schr o der 총리는 이라크전 반대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9월 미국을 방문하여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이 요청하는 이라크에 병력 파견 대신
이라크 군∙경찰에 대한 훈련제공에 합의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회복
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10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이라크 원조공여
국회의에서 미국의 대이라크 원조공여 요청을 거부하는가 하면, EU
내 독자적인 사령부 설립을 추진하고, 대이라크 정책과 EU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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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프랑스와 공조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미국과의 긴장관계는 지속
되었다.
2003년 독일 경제는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둔화, 국제유가 상승,
SARS 등 대외적 요인과 경직적 노동시장, 방만한 사회복지제도, 정부
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같은 경제시스템상의 문제 누적 등 대내적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연간 성장률 1% 미만대를 기록하는 등
부진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 영국
2001년 총선 승리로 노동당 창당 이래 최초로 2기 연속 집권과 함
께 노동당 최장수 집권기록(6년)을 세운 Tony Blair 총리는 탈중앙
집권적 시장원리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지속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3년중 Blair 총리의 개혁정책은 국내의 많은 저항에 직
면하게 되었으며, 특히 현 무상의료체계를 일부 유료화하는 정책과
대학 등록금 인상 시도는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상당한 반대를 초래하
는 등 총리의 정치적 지지도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Blair 총리는 9.11 테러 이후 전통적인 미국과의 대서양 동맹
(Transatlantic Alliance)을 기반으로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억제 노력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2003년
3월 시작된 이라크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라크내
WMD 개발 증거 발견 실패에 따른 참전 정당성에 대한 의문제기, 영
국 정부의 WMD 관련 정보조작 개입혐의를 둘러싼 Kelly 국방부 자
문관 자살과 이에 따른 Hutton 조사위원회 활동 등에서 보듯이
Blair 정부는 이라크 참전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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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와의 관계에 있어 영국은 2004년 5월로 예정된 10개 신
규회원국의 EU 가입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영국은
EU 신헌법 초안 성안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였는데, 영국은 조세∙국
방 등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EU
통합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영국 경제는 EU 경제의 장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추
세를 지속하였다. 2003년도의 성장률은 2.1%로서 EU 지역 평균성
장률(약 0.6%)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30년만의 최저 인플레이션과
낮은 금리, 5%대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함으로써 당분간 이러한 성장
세 지속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편, 유로권 지
역을 앞선 영국의 경제성장세 등으로 인해 유로화 채택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고 있어 Blair 정부 2기 임기중 유로
화 채택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 프랑스
Raffarin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합 정부는 2002년 총선과 대선에
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치안 강화와 사회보장 및 교육제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여, 2003년 상반기에는
퇴직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
였다. 또한 Chirac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국제여론을 주도하여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라크전 종료와 더불어 그 동안 대외문제에 집중되어 있
던 국민들의 관심이 국내문제로 전환되면서 경제상황 악화 및 실업
률 증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퇴직연금, 실업, 조세, 교육개혁 등
주요 문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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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혁을 반대하는 파업시위, 실업보상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비정규
직 예술 공연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또한 하계 휴가기간의 폭염사
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1만 4천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
생하자 여론의 비난은 거세졌고, 이러한 국민여론은 2004년 4월 지
방선거에 반영되어 우파집권여당의 참패 결과를 가져왔다.
프랑스 경제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여왔다. 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이라크 전쟁에 기인한 유가상승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2003년 경제성장률은 하반기의 점진적 회복세에도 불구
하고 0.2%에 그쳤다. 더구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실업
증가와 의료부담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기금재정의 악화, 공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세출증가와 함께 경기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겹쳐, 재정적자는 GDP의 4.1%에 달하였다. 이로써 프랑스는 2002
년에 이어 2년 연속 EU 성장안정협약의 재정적자 기준치(GDP의
3%)를 위반하게 되었음은 물론, EU 회원국중 가장 높은 GDP 대비
재정적자 수준을 기록하였다.
대외정책 관련 2003년 프랑스 정가의 화두는 이라크 문제였다. 프
랑스는 독일 및 러시아와 함께 UN 무기사찰단의 사찰활동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에 반대하며 이라크의
WMD 문제는 UN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이라크전 종료후에는 조속한 통치권 이양을 통한 이라크 국민의 주
권행사 및 이라크 재건에 있어서 UN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여야로
부터 모두 지지를 받았으며, Chirac 대통령의 다극주의 외교정책 실
현의 한 방편이 되었다.
다극주의 외교정책의 또 다른 한 축으로 프랑스는 유럽안보방위협
력강화 등 EU 통합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런 맥락에서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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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EU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의 한 축을 구성하는데 필수
요소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EU 헌법 마련을 추진하였다. 특히,
EU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위 축소와 의사 결정시 다수결 적용
분야 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2003년은 Elysee 조약을 통해 독일과 프랑스가 화해한지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프랑스는 불∙독 통합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각 분야의 협력원칙을 발표하는 등 EU 건설의 근간이 된 양국의 특
수한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노력하였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치가 그간 다양한 정당들의 분포와 이합집산, 총리의
잦은 교체로 특징지워졌음에 비추어 볼때 현재 Berlusconi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립정권은 1946년 이탈리아 공화국 수립 이래 가장 안
정적인 정권으로 평가된다. 총리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당(Forza
Italia)을 중심으로 북부리그, 국민연합, 기독교민주중도연합 등 4개
우파정당이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으며, 좌파민주당과 마르게리따
그룹(La Margherita) 등이 좌파 야당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다만,
북부리그는 부유한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이익을 대변하여 연방제 요
소 강화와 지방분권화를 주장하는 반면, 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
약한 남부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합과 기민중도연합은 이에 반
대하는 등 연립여당내 균열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각 EU 회원국이 반기별로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는
EU 의장국을 2003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수임하였다. 의
장국 수임기간중 이탈리아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EU의 기여를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2003년 12월 EU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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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북한 방문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의장국으로서의 주요 역점
사업의 하나인 EU헌법조약 타결에 노력하였으나, 각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EU헌법 타결 임무는 차기 의장국
인 아일랜드에 넘겨지게 되었다.
이탈리아 경제는 GDP 기준으로 선진 7개국(G7)중 제6위, 유럽 내에
서는 제4위의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다. 중화학, 경공업, 농업 등 산업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막대한 연금기금 소요로 인한 재정적자 해소
를 위해 연금법 개혁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
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른바 신경
제정책을 시행하였다. 2003년 주요 경제지표는 GDP 1조 474억
달러, GDP 성장률 0.5%, 물가상승률 2.9%, 실업률 8.7%을 기록하
였다.
▣ 스페인
Aznar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 2기 정부는 2003년에도 임기중 핵
심과제인 국내 테러척결 및 완전고용 달성을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 테러정책 강화 노력으로 2002년에 반테러
협력협약이 체결되고 테러지원 정치단체불법화를 규정한 정당법 제정
된데 이어 2003년 3월 테러그룹 ETA(Euskadi Ta Askatasuna :
바스크 조국과 자유)의 전위 조직으로 ETA를 지원해온 Batasuna
정당이 불법화되었다.
경제분야에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이후 투자심
리 회복과 정부의 팽창적 거시 경제정책에 따라 2003년 상반기에 경기
주기가 최저점을 벗어나고 경제성장세가 회복되어 2003년 EU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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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0.6%를 훨씬 웃도는 2.3%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Aznar 정부는 이라크 문제관련 2003년 1월 이탈리아, 영국, 포르
투갈, 덴마크, 폴란드, 체크, 헝가리와 함께 미국입장을 지지하는 유럽
8개국 정상 공동문서를 발표하고 2003년 3월에는 이라크에 대한 최후
통첩인 Azores 선언에도 참여하는 등 미국의 이라크 무력개입정책
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라크 종전후에는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해
2003년 8월 1,300여명의 전투병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한편, 2003
년 10월 마드리드에서 이라크 원조공여국 회의를 주최하였으며 이러
한 국민당 정부의 대이라크 정책은 거센 반전여론에 부딪히고 국민
적 불만을 초래하였다.
▣ 스위스
스위스는 국명(the Swiss Confederation)에서 알 수 있듯이 26개
칸톤(canton)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연방정부(또는 연방각의,
Federal Council)는 7인의 연방장관(Federal Councillor)으로 구성
되고, 각 장관들은 번갈아 1년 임기의 연방대통령직을 겸임한다.
스위스는 최근까지 사회민주당, 스위스국민당, 급진민주당, 기독
민주당의 4개 정당이 안정적인 연정을 구성해왔다. 연방장관직은 급진
민주당 소속 2석, 기민당 2석, 사민당 2석, 국민당 1석의 비율로 배분
되며, 이 비율은 magic formula라고 일컬어졌다. 그러나 2003년
10월 총선에서 보수 우파인 스위스국민당이 약진하여 제1당으로 올라
섰고, 뒤이은 개각에서 의석 분포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민당 장관직
배분을 1석으로 줄이는 대신 국민당 배분을 2석으로 늘림으로써,
magic formula는 붕괴되었다. 이같은 보수우파 약진은 국내경기
부진, 외국인 유입 증가,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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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불안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총선에서 좌파
계열의 사회민주당과 소수정당인 녹색당이 비교적 선전함으로써,
2003년 정국은 중도파가 퇴조하는 정치의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스위스는 수입된 원자재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수출
하고 있으며, 화학과 정밀기계분야가 발달되어 있다. 취업인구의 약
70%는 금융, 보험, 관광 등 3차산업에 종사하며, 높은 1인당 국민소
득수준(2003년 42,700달러)을 자랑한다. 단, 경제성장세는 지난
20여년간 지속 둔화되어 왔으며, 2003년도에 ‐0.5%라는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편,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나, EU로
의 수출이 전체수출액의 60%, EU로부터의 수입이 80%를 차지하여
EU와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현재 EU 가입은 보류
한 채, 특정 분야별로 EU와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러시아∙CIS 지역
▣ 러시아
(정치 정세)
러시아는 2000년 5월 Putin 대통령 취임 이래‘위대한 러시아의
재건’
이라는 기치 아래 법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권력의 권위확립,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역할 강화를 통한 경제개혁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 회복 등 실용주의적 개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Putin 대통령은 2003년 5월 국정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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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치∙경제∙
행정개혁을 통한 국가재건의 기본방침을 재천명하였다.
Putin 정부의 이러한 개혁정책은 Putin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과 높은 국민적 지지,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급격한 혼란방지 및 정
책의 일관성 유지, 경기호황 국면의 지속 등에 힘입어 제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크레믈린 중심의 권력기반 강화, 확고한 연방주의 확립,
올리가르히(Oligarkhi, 권력유착을 통해 성장한 신흥재벌)의 정치관
여 배제 등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2004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03년은 Putin 대통령의 집권
4년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집권 2기를 준비하는 해였다. 우선 Putin
대통령은 70%대의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부정부패 및 정경
유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올리가르히에 대한 세무사찰과 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정치관여를 단호히 배제하였다. 2003년 10월
총선에서 야당세력을 지원하면서 정치적 야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최대 석유재벌이자 대표적 올리가르히인 YUKOS사의
Khodorkovsky 사장이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 사건
의 여파로 올리가르히에 대한 유화정책을 대변해 온 Voloshin 대통
령실 행정실장이 사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올리가르히에 대한 통제강화는 일시적으로 종합주가지수
하락 등 외국인 투자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그 여파는 크지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경유착
근절을 통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
이 부각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였다.
2003년 12월 7일에 실시된 러시아 총선에서는 Putin 대통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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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사실상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압승하였고, 최대 야당인 공산
당은 세대교체와 당개혁의 실패로 퇴조하였으며, 자민당은 민족주의
세력과 우파세력 반란표를 흡수하여 제3당으로 약진하였다. 또한,
기존 공산당 지지세력을 잠식한 신생 조국당이 대안적 좌파세력으로
부상한 반면 급진적인 시장개혁 세력인 우익연합과 야블로코는 재벌
에 대한 비호와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되어 참패하였다.
12월 총선에서 Putin 대통령 지지세력이 의회의 2/3이상 다수 의
석을 차지함으로써 2004년 3월 대선에서의 Putin대통령의 재선 기반
은 보다 강화되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의회내 견제세력의 약화로 인한
권위주의체제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체첸문제와 관련한 국내외적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2003년
3월 체첸지역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95%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신헌
법을 채택하였고, 10월에는 체첸 대통령 선거에서 친푸틴계
Kadyrov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아울러 체첸 주둔 일부 병력을
철수하였고, 체첸내 군사작전권을 연방보안부(FSB)에서 내무부로
이관하였으며, 체첸 반군에 대한 사면도 실시하였다. 내전초기에 비해
안정된 상황이나 2003년 5월 80여명이 사망한 체첸내 폭탄테러,
12월 남부 스타브로폴주 열차 자폭테러 및 모스크바 시내 폭탄테
러가 발생하는 등 저항세력에 의한 테러행위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
이다.
(경제 정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과 긴축
재정을 통한 거시경제 운영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는 2000년 9.0%,
2001년 5.0%, 2002년 4.3%, 2003년 7.3%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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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가상승률 둔화,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의 성과를 이룩하여 거시
경제 지표면에서 1998년 8월 경제위기 이후 연 5년째 호조를 나타내
고 있다. 또한 러시아 경제는 외환 보유고 증가, 환율안정, 해외 자본
유출 규모 축소 등 금융부문에서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반영하여 무디스(Moody’
s)
는 2003년 10월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Baa3)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투자전략 보고서‘BRICs와 함께 꿈을 : 2050년으로 가는
길(Dreaming with BRICs : The Path to 2050)’
에서 브라질, 인
도,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신흥 거대시장인 BRICs로 칭하면서 앞으
로 2050년에는 4개국이 세계 6대 경제대국 반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힌 바 있다.
2003년도 러시아의 공업생산 성장률은 7%였으며, 기계(9.4%), 연
료(9.3%) 및 철금속(8.9%) 등 제조업 및 원자재 수출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경공업(-2.3%), 목재 및 종이(1.5%) 부문
성장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2003년 수출은 전년에 비해 25% 증가한
1,344억 달러, 수입은 러시아내에서 국내소비 및 투자증대를 반영하
여 전년대비 23% 증가한 748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596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특히 석유 및 석유관련 제품의 수출이 증
가하여 전체 수출의 55%인 7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 대비 12%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기조
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자 물가는 전년말 대비 13.1% 상승하였다.
부문별 상승률을 보면 소비자 물가에서는 식료품 10.2%, 비식료품
9.2%, 서비스 요금 22.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생산자 물가에서
는 전기 13.9%, 석유관련 제품 1.6%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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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22.9% 하락하였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회복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점차 늘어나고 해외
자본 유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외환보유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2003년말 현재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77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조세개혁 부문에서도 성과를 보여 과거 지하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세금탈루, 경기침체 등으로 1994년 이후 GDP 대비 평균 7%를 상회
하던 재정수지적자는 2003년 GDP대비 1.6% 흑자를 기록하는 등
2000년 이후 3년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회간
의 협조적 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2001년 토지개혁, 법인세 인하, 자
금세탁방지법이 개정된 이후 연금개혁, 사법제도개혁, 노동개혁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경제의 성장은 Putin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과 유가 상승 등 유리한 대내외 경제환경 및 무디스(Moody’
s)
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회복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러시아 경제의 지속성장 여부는 단기적
으로는 국제유가 수준, 중장기적으로는 WTO 가입 및 현행 에너지
산업 의존형 산업구조 개편 및 은행제도와 금융업 발전 등을 통한 투
자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외 관계)
Putin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 지위 회
복과 다극화된 국제질서의 구축, 개혁추진에 호의적인 국제환경 조
성, 그리고 자국의 경제통상 이익증대를 위한 경제협력 강화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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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실주의에 입각한 실용주의 외교를 활발히 추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개혁과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대외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
가들과의 전략적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
하고 있다.
러시아는 9.11 테러 사태가 테러, 조직범죄, 마약밀매 등 국제사회
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의 존재를 입증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
한 국제적 협력과 공동 대처가 긴요하다는 입장이며, 대테러 국제공
조에 적극 협력하여 자국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증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관계에 있어서 러시아는 Bush 행정부와 긴밀한 우호협력관계
를 구축하면서도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힘을 바탕으로 NATO
의 동진,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MD 계획 추진과 탄도요격
미사일 조약(ABM)의 일방적 폐기 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러 양국은 2001년 1월 외교관 맞추방 사건 및 2001년 12월 미
국의 ABM 탈퇴 등 초기의 마찰을 극복하고 10여 차례의 정상회담과
빈번한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해 가
고 있다. 특히 2002년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 공격무기 감축 규모를 확정하였고 2003년 6월 전략 핵무
기 감축조약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미∙러간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
계가 구축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WTO 가입과 관련한 미국의 협
력을 확보하는 등 미국과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 속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최근 이라크
문제 및 이란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인식차이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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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상호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러시아는 1997년 1월에 체결한 러∙EU 기본협력
협정에 기초하여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1년 5월 러∙EU 정상회의에서 공동경제지역 구축을 위한 검토
위원회의 개설에 합의하고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EU의 지지
를 확인하였다. 2001년 10월 Putin 대통령은 EU와 NATO, 독일 방
문을 통해 서유럽과의 통합이 대외정책의 기조임을 재확인하고 대테
러 공조, 유럽 안보분야 협력, 에너지 분야 협력, 원자력 안전, 환경
협력, 조직범죄 등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도모하였다. 2002년 5월
개최된 러∙EU 정상회담에서는 EU측이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인
정을 공언하여 러시아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정
치∙경제를 포함한 제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추구하였다. 2003년
11월 개최된 러∙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경제공동체 창설, 국제안
보, 유럽안보, 과학기술협력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
해 나가고 있다. 2004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동구지역 10개국의
EU가입에 따른 러시아와 EU간 새로운 관계발전 정립이 과제로 대
두될 전망이다.
1999년 코소보 사태 이후 소원하던 NATO와도 9.11 테러 사태 이
후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02년 5월 러∙NATO
정상회담에서 러∙NATO 이사회 창설에 관한 선언에 서명하여 테
러∙조직범죄, 대량살상무기 확산, 평화유지군 문제 등에 대해 러시
아가 NATO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체제를 출범시키키로 하였다. 그러나 2004년 3월 발트
3국 등 중동구권 7개국의 NATO 가입을 계기로 동 신규 가입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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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가입문제, 군사력증강 배치문제 등과
관련하여 러∙NATO간 견해의 대립도 예상된다.
중국과는‘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기초로 하여 다극적 국제질서 구
축이라는 공동의 안보전략적 목표와 국경지역에서의 안정과 상호협
력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1997년 11월에 구축한‘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기초로 러∙중 양
국은 2003년에도 정상회담, 연례 총리회담,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간
의 수시 접촉 등 고위급 협의를 빈번히 개최하여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하여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5월 모스크
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하여 러∙중
양국은 주요인사 교류,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UN의 역할강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러∙중간 송유관 건설, 중
국 서부가스 개발, 러제 항공기 및 순양함 등 현대식 무기 구매 등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무기를 포함한 제반 경제∙통상분야에서 협력
을 증진하고 있다.
일본과는 국내경제개혁과 발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확보
를 위한 실리외교를 추구하면서 남쿠릴열도 영토문제 등 정치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위인사 교류확대
등을 통한 실질관계발전과 남쿠릴열도(북방 4도) 영토문제 해결 및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3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일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러-일 행동계
획’
에서 양국은 정상간 및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평화협정 체결
노력 지속, 전략적 동반자로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경제∙통상분
야 협력 활성화에 합의하였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은 러시아 대외정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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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최우선 목표중의 하나이다. 러시아의 대CIS정책은 전통적인 영향
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노력과 국가별 실질협력을 병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는 안보 및 경제분야에서 역내 국가들
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향후 러∙CIS관계는 NATO확대 문제, 중앙아시아 지역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진출 문제, 카스피해 유전개발 등 천연자원에 대한 서
방 국가의 관심 증가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독립국가연합(CIS)
2003년도에 CIS 국가들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이
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대처와 경제협력 등
안보∙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한편으로는 대테러협력
과 에너지∙자원협력을 위요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진출에 따른
역내 국가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
탄∙타지키스탄∙아르메니아 등 6개국이 안보위협 공동 대처 및 테
러∙마약밀매∙국제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1992년
5월 체결한 집단안보조약이 2003년 4월 집단안보조약기구
(Collective Security Treaty : CSTO)로 승격되었다.
한편, 1996년 4월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타
지키스탄 등 5개국이 중앙아시아 접경지역 국가간 신뢰구축 및 역내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창설한‘샹하이-5’
는 2001년 6월 우즈베키스
탄이 신규로 가입한 후 2002년 6월 헌장을 채택하여 지역협력체인
샹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SCO)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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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였다.
또한 경제분야 협력강화를 위하여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
스∙키르기즈스탄 4개국이 1996년 3월 창설한 관세동맹은 2001년
5월 타지키스탄의 가입과 함께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
Economic Community : EAEC)로 출범하여 연례 정상회의를 개최
하고 있으며, 1994년 4월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은 경제통합조약을 체결하였고, 1998년 7월 동 조약에 타지
키스탄이 가입하여 4개국 중앙아시아 공동체를 출범시킨 후 2002년 2
월에는 이를 다시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 CACO)로 격상시켜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정책 조
율, 아랄해 수자원공동 관리 및 에너지 협력강화, 국제테러∙마약밀
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포괄적 협력을 추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3년 9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
라루스 등 4개국 정상이 CIS 정상회의 계기에 공동경제권(Common
Economic Space : CES)창설에 관한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4개국간
경제협력의 골격과 방향이 제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CIS 국가들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 샹하이 협력
기구(SCO), GUUAM,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CIS 집단안보
조약기구(CSTO)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역내 협력을
강화하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3년 주요 국가별 정세를 살펴보면, 그루지아에서는
2003년 11월 총선 부정시비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Rose Revolution)
로 인하여 E.Shevardnadze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2003년 3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R.Kocharian
대통령이 재선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2003년 10월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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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H.Aliyev 전 대통령의 아들인 Aliyev 전총리가 당선
되었다.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03년 12월 중앙정부 기구를
개편하여 기업활동과 직결된 정부부처 27개 기관을 공사형태로 개편
하여 공무원 22%(약 40,000명)를 감축하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03년 4월 연두교서에서 국
가관리체계 현대화, 선거제도 개선, 국민사회제도 강화, 언론자유보
장, 법제도 정비 등 정치적 프로그램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여 효율적
인 국정운영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 중동구지역
1) 지역 정세
2003년은 EU 신규가입 예정 10개국에게 있어서 EU 가입에 필요
한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서의 개혁과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
는 한 해였다. 과거 체제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발전시켜온 이들 국가들은 EU 체제로의 편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2007년 EU 가입을 목표
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터키의 경우 2004년 12월 EU 정상회의
에서 가입 협상 개시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U 가입과는 별개로 중동구 국가들간의 지역협력도 꾸준히 이루어졌
다. 중동구 17개국간의 협력체인 중부유럽구상(Central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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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 정상회의가 11월 폴란드에서 개최되어 경제체제 전환 지
원 등 회원국간의 제반 협력방안이 모색되었으며, 같은 달에는 폴란
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4개국간의‘비쉐그라드’정상회의가
헝가리에서 개최되어 EU 가입 이후의 상호 협력에 대해 논의하
였다.
대외적으로 중동구 국가들은 이라크 문제와 관련하여 파병 등에 적
극 참여하였으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갔다. 이라크내 다국
적 사단을 지휘하는 폴란드를 위시하여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7개국이 병력을 파견하여 이라크의 조기안정 및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냉전 이후의 세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 추진되면서 폴란드 등 중동구 국가들의 전
략적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역내 국가들의 경제상황은 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EU 가입에 필요한 경제개혁 조치로 시장환경이 개선
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증가하고 있어 중동구 지역은 유럽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국 정세
▣ 폴란드
폴란드에서는 고위 정치인의 부정부패 연루, 높은 실업률, 경제
회복 지연으로 인해 Miller 총리가 이끄는 집권 민주좌파연합 정부
에 대한 지지도가 20% 아래로 급락하여 조기 총선문제가 대두되기
도 하였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폴란드 정부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2,400여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 다국적 사단을 지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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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고된 위상을 보였으며, 9월에는 새로운 국제 안보 환경 변화
에 부응하여‘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을 채
택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경제
부문은 3.7%의 GDP 성장, 전년대비 7.5%의 수출 신장, 자본 지출
의 확대 등에 힘입어 양호한 거시경제 지표를 보였으나 경제 구조
조정에 따른 높은 실업률(약 18%)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과제로
안고 있다.
▣ 체코
체코에서는 2002년 6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사회민주당을 비롯
한 좌파계열 정당이 승리하였으나 이전 총선과 마찬가지로 과반수를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민주당은 중도우파 계열 군소
정당들과 손잡고 2002년 7월 사민당의 Spidla 총재를 총리로 하는
새로운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세제개혁을 둘러싼 연
정내 좌우세력간 갈등과 2003년 2월 임기가 만료된 Havel 대통령의
후임 지명 문제를 둘러싸고 집권 사민당내 갈등이 표출되는 등 연정
운영이 불안한 가운데, Klaus 전 총리(1992~1997년, 시민민주당)가
2월 28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사민당 Spidla 총리의 중
도좌파 정부와 보수우파 대통령이 공존하는 정치구도를 형성하게 되
었다. 경제는 2.9%의 건실한 성장세를 기록하여 1997년 외환위기
및 세계적인 경제침체 여파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재정적자(2003년, 12.9%) 시정 노력의
일환으로 부가세율 조정, 공공부문 임금 및 정부예산 삭감, 복지혜택
축소 등도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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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주로 진보성향의 사민당이 단독
집권하거나 또는 보수 국민당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해 왔으나, 국민
당은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자유당과의 연정을 수립하였다. 동 연정
이 붕괴된 직후 실시된 2002년 11월 총선에서 제1여당이 된 국민당
은 제1야당인 사민당과의 연정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함에 따라,
2003년 3월 자유당과의 연정체제를 다시 구성하게 되었다. 출범 당
시 양당간에 이루어진 향후 국정 개혁과제에 대한‘Coalition
Agreement’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자유당 연정은 2003년말
연금제도 개혁 등을 둘러싼 의견차이로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극적인 타협을 통해 유지되었다.
오스트리아 경제는 전체 대외교역량의 60% 정도를 EU 지역에 의
존해 왔는데,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으로 경
제성장률은 2001년 0.8%, 2002년 1.4%에 이어 2003년에는 0.7%
에 머물렀다. 반면, 실업률은 2003년의 경우 4.5%로서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오스트리아는 1995년 EU 가입 이래 자
본시장 개방, 외국인 증권투자 자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보조금
삭감 등 경제 개방을 위한 각종 규제조치 철폐 및 구조조정을 가속화
해오고 있다. 특히, Schuessel 총리는 연정 출범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금∙조세제도 등 제반 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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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헝가리의 경우, 시장경제, 민영화 및 EU 가입을 주요 과제로 설
정하여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비교적 안정된 정국을 유지
하였다. 대외적으로 Medgyessy 총리는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환으
로 중국(8월), 인도(11월)를 방문하여 협력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이
라크에 300여명의 수송부대를 파병하는 등 국제적 역할증진도 모
색하였다.
한편, 2003년 경제성장은 7년만에 최저 수준인 2.9%에 머물렀으
나 산업생산 및 수출 증가, 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2004년부터 성장
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터키
터키는 2002년 11월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정의개발당이 공
화국 수립 이래 최초로 이슬람계 단독정부를 구성하였다. Erdogan
총리 정부의 이슬람 성향 국정운영으로 인해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대통령 및 군부와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현 정부가 최대 국
정목표인 EU 가입을 위해 서구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이러한 갈등은 점차 해소되었다. 한편, 1998년
및 2000년말 연쇄 금융위기를 겪었던 터키는 IMF 및 세계은행으로
부터의 지원 및 경제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2003년에는 5.9%
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만성적인 물가상승률을 2002년
29.7%에서 2003년에는 18.4%로 억제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회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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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지역 정세
발칸지역은 복잡한 인종 및 종교적 구성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역사적으로 국제분쟁의 근원지로 알려져 왔다.
특히 냉전체제하에서 억제되어 온 인종적, 종교적 갈등이 냉전종식
이후 분출됨에 따라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사태, 마케도니아 사태
등 일련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안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고연방공화국에
서는 Milosevic 대통령이 퇴진한데 이어 Kostunica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며 2000년 UN 및 OSCE 가입 이후 국제무대에 성공적
으로 복귀하고, 국내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안정에도 기여하
였다.
한편, EU의 중재로 신유고연방공화국 구성국인 세르비아와 몬테
네그로는 1여년간의 협상 끝에 2003년 2월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
인「세르비아∙몬테네그로」
를 정식 출범시켰다. 또한 2003년 4월 3
일「세르비아∙몬테네그로」국가연합은 구주평의회에 45번째 회원
국으로 가입한데 이어, 2010년 EU 가입을 목표로 국내적 개혁 작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발칸지역은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분쟁 등 1990년대의 상
황과 비교할 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으며, 이는 EU 가입 전제조건
을 달성하려는 이 지역 국가들의 노력과 유럽대륙 전체의 안정을 추
구하는 EU의 의지에 힘입은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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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동∙아프리카 지역
가. 중동지역
1) 전후 이라크 정세
걸프전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중동 정치
질서는 9.11 테러 사태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큰 변환기를 맞이
하였다. 미국은 이라크를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전체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라크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해체 및 검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라크가 이에 불응하자 미국 및 영국
은 2003년 3월 20일 대이라크 군사공격을 전격 개시하여 이라크 전역
을 장악하고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였다.
미국은 이라크에 민주적인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
고 있으며 이라크 재건복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 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는
전후 이라크의 복구사업을 위해 2003년 10월 마드리드 공여국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이라크 재건 지원에의 참여를 요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내 각 종파, 정파 및 계층을 대표하는 25명
으로 구성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raqi Governing Council)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대외적으로 이라크 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라크의 정치일정 계획 수립을 규정한 UN 안보리 결의 1511호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2004년 6월 30일 예정된
임시정부 수립 및 주권이양 과정에서 UN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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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라크 군∙경찰 등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여 이라크 치안병
력에 의한 치안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을 완화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다양한 종파, 정파 및 민족으로 구성된 이라크가 시아파,
순니파 및 쿠르드족 등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아파 내에서도 급진세력과 온건세력이 대립
하는 등 종파 및 정파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04년 6월 30일
주권이양을 앞두고 이라크내 정치참여 과정에서 소외된 일부 급진
시아파 및 순니파세력들의 대미 저항운동이 격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에 따른 이라크인들의 희생 증가, 계속되는 치안불
안 및 고실업 등으로 인해 불만을 가진 일부 이라크 주민들이 반미
저항운동에 가담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었다.
미국은 이라크내 정치일정이 연기될 경우 종파∙종족간 분쟁 격화
등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라크 정세 불안
정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유도해가면서 예정대로 이라크내 정치일정
및 재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며, 동 추진
과정에서 이라크내 종파 및 정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라크
국민들이 최대한 동의할 수 있는 정부구성 및 정치체제를 수립함으
로써 이라크에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추진된 1993년 마드리드 합의 이후
‘영토와 평화의 교환(Land for Peace)’원칙하에 이∙팔간 평화협
상이 수차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나, 2000년 9월 아리엘 샤론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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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수상에 의한 대팔 강경정책 추진으로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오던
평화체제는 붕괴되었고, 이후 이∙팔 양측간 유혈 충돌사태가 지속
되고 있다.1)
2001년 11월 Powell 미 국무장관이 중동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미
국정부의 적극 개입 방침을 천명한 이후 Zinni 미 중동 특사가 중동
지역에 파견되어 이-팔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중재 노력을 개시하였
으나, 2001년 12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하마스’
가 주도하는 폭탄
테러가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200여명의 사
상자가 생겨나고 이스라엘의 보복이 반복됨에 따라 이∙팔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팔 관계의 악순환을 개선시켜 중동지역에 평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추진되었는 바, Bush 미국 대통령은
2002년 6월 25일 팔레스타인 임시국가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중동평화안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평화안을 구체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EU, UN으로 구성된 중동문제 Quartet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2002년 9월 UN에서 중동문제 Quartet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3년(2005년)이내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을 목표로 한 3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 4월
Quartet이 재작성한 최종적인 3단계 로드맵을 이∙팔 양측이 수용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팔 양측은 동 로드맵 수용 이후에도 2003년 9월 9일
발생한 하마스의 연쇄 자살테러 및 이에 따른 이스라엘의 강경대응,
안전벽 설치문제 및 샤론 수상의 일방적 분리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계속하여 대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로드맵의 지속적 추진여부는
1) 2003년 4월 현재 이측 사망자는 600여명, 팔측 사망자는 2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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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3) 주요국 정세
▣ 이란
2004년 2월 제7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계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2005년 8월 임기가 만료되는 개혁계 하타미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으나, 1997년 하타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추구해 온
대내외정책에 있어서의 데땅트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계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헌법수호위, 사법부
등 권력 핵심 기관을 장악해 오고 있으며, 제7대 국회마저도 장악할
것으로 보여 보수계에 의한 국정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다만, 2005년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향후 개혁계 인사 및
언론에 대한 탄압 등으로 보수계에 의한 개혁계 견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대내외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으로 이란은 하타미 대통령의 영도하에 적극적인 개방∙개혁
과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2000년 이래 연평균 4�5%에 달하는 지
속적인 성장(2003년 6.5% 성장)을 이루고 있다.
향후 이란 핵문제, 이라크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 진전
여부 및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갈등 양상 등이 이란의 대내외 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집트
1981년 10월 사다트 대통령의 피살 이후 대통령에 취임한 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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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대통령은 1987년 10월 재선, 1993년 10월 3선, 1999년 10월 4선
에 성공하면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슬람 과격세력을 효과적
으로 통제하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1999년 10월 에베이드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외환유동성 부족과 환율의 급상승, 9.11 테러 이후 지역정세 불안으
로 인한 관광경기의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02년도에 2.5%,
2003년도에는 3.1%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집트는 비동맹 중립 외교노선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광범위하게 유지해 오고 있으며,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팔 분쟁관련, 이집트는 미국
정부의 중동평화 Road Map을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팔 관계
에서 보다 균형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이스라엘
2003년 1월 총선후 구성된 현 이스라엘 정부는 최다 의석을 확보
한 중도우파 성향의 리쿠드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중도우파로서 리쿠
드당 보다는 다소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시누이당 및 우파성향의
종교정당인 NRP와 국민연합으로 구성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중도 우
파 및 우파가 혼재된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연정 구성하에서 그간 잦은 불신임 투표 위협과 분리계획
(Disengagement Plan)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저항에 부딪힌 샤론
수상은 자신의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려는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가자지구 및 West Bank에서의 단계적인 자진 철
수 계획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우익 강경세력의 강력한 반대, 샤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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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본인 및 가족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비난 등 입지를 약화시키는
현재의 상황을 샤론 수상으로서는 연정의 재구성을 통해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팔레스타인 관계에 있어서는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수반과
총리간 갈등, 자치정부에 대한 팔레스타인내 강경 세력의 계속적인
도전으로 팔 자치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일방적 분리정책, 표적 공격, 분리장벽 건설 등
강경책을 강행하면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즉, 이스라엘 샤론 총리
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음을 들어 일방적 분
리정책(unilateral disengagement, 이스라엘 정착촌 철수를 통한
일방적 국경 획정)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2002년 6월이래 테러
사전예방이라는 명목하에 West Bank 지역에 약 600㎞에 이르는 분
리 장벽을 건설 중이다.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친서방∙친미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아랍∙
이슬람 우선주의, 보수 아랍민족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 15명이 가담한 9.11 테러이후에도 테러
의 위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왕실을 겨냥한 2003년 5월 12일
리야드 테러 발생 이후 테러 소탕 작전에 진력하고 있는데, 테러의
표적이 사우디 정부를 겨냥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과의 대테러 협력
에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갈등상황과 주변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운용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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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 고유가로 인한 막대한 석유 수입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
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고유가는 세계 경제 회복추세와 산유국의 정
세를 고려할 때 200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바, 사우디아라
비아는 앞으로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비동맹 중립외교를 표방해 왔으나, 1990년 이라크의
침공으로 인해 다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에 의해 해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친서방정책을 취하게 되었으며,
서방국가와의 군사협력에 기반을 둔 자국의 안보확보와 테러리즘 근
절을 대외정책의 주안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쿠웨이트는 강경 아랍국가로부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2003년 미국 및 영국 주도의 대이라크 전쟁시 전진기지를
제공하는 등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국내정치와 관련, 2003년 7월 Al-Jaber 국왕은 왕세자와 총리직
의 분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각을 단행하여 Al-Sabah 외교장관
을 총리로 임명하였는바, Al-Sabah 신임 총리는 35년간 외교장관
으로 봉직하면서 총리 업무를 대행한 바 있어, 향후 국정운영을 원활
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쿠웨이트는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
GCC)의 주도국가중 하나로서 역내 국가간 집단 안보체제 구축 및
경제∙통상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라크전 종전이래 쿠웨이트는 이라크 재건∙복구를 위한 물자공
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 수입시장
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 절 지역별 정세 / 133

▣ 요르단
1999년 2월 후세인 국왕의 갑작스런 서거로 초래된 정국불안정
이 압둘라 국왕의 즉위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순조롭게 극복되어
국내정치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압둘라 국
왕의 정상외교를 통한 중동평화 중재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라크전 발발로 사회전체에 긴장감이 팽배했었으나 우려했던 소
요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이라크전을 기회로 2003년 6월 역사적인 미국, 이스라
엘, 팔레스타인 정상회담을 아카바에서 가지고, 2003년 세계경제포
럼(WEF) 특별 총회를 주최함으로써 중동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요르단은 이라크전에도 불구하고 2003년 3%대의 경제성
장을 이루었고, 대외적으로는 2001년 12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면서, 과감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여 외국인투자유치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UAE는 1971년 7개 에미리트가 연방을 구성한 이래 차츰 연방으로
서 안정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중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정국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
한 안정된 정치적 환경을 기반으로 원유수익의 기간산업개발 집중투
자,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을 이루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의 무역, 금융, 통신, 교통, 관광중심지로 급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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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경제적으로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재수출 시장 및 국제유가 동향에
큰 영향을 받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UAE는
강도 높은 경제의 다변화정책 추진을 통해 원유부문 비중을 점차적으
로 줄여 나가는 등 비교적 건실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3
년 UAE는 5.2%의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앞으로 이라크전
종결로 인한 주변 정세안정과 유가안정 및 재수출 시장 활성화가
UAE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UAE는 대외적으로 비동맹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본적
으로는 친서방∙실용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걸프협력이사회 국
가는 한가족(one family)이라는 기본 시각하에 이들 국가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 레바논
1975년�1990년간 내전을 겪은 바 있는 레바논은 정치적 안정을
회복해 왔으며, 2000년 Hariri 총리가 취임한 이래 경제 전반에 걸
친 개혁 및 투자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
개혁 및 세계화를 위해 레바논은 현재 WTO 가입협상을 진행중이며,
EU와는 2002년 6월‘유로∙지중해 파트너쉽 협정’
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편, 레바논은 시리아와의 관계, 베카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헤즈
볼라, 자국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등 여러가지 정치적 불
안정 요인을 가지고 있는 바, 이들 요인은 향후 레바논 국내정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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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정세 개관
석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중동지역에서 대다수
국가들은 석유수출에 의존하여 공산품 및 생필품을 수입하는 단순하
고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중동 제국은 이러한 석유중심의 단순한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
하여 석유대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경제개혁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 및 국제유가 상승 추세에 따라 중동
경제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2002�2003년 중동지역 국가는 약 5%
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개도국의 평균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제 고유가 유지와 중동 제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정책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중동 제국이 시행중인
경제개혁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라크전 종전후 재건∙복구사업의 신
속한 추진과 유가의 안정 및 외국인투자의 성공적 유치에 달려있다.
따라서, 현재 중동 각국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관련 행정규
제 완화∙자유무역지대 설치∙외국인투자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석유
수요의 증가, 이라크 원유수출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추세는 OPEC 회원국의 OPEC 감
산 결정 준수 여부 등 변수에 따라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당분간 중동 각국의 경제개발 추진은 유가변
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개혁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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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프리카 지역
1) 지역정세 개관
아프리카 제국은 정치 민주화와 지역 경제블록 형성을 통한 경제
개발과 자주화 등 아프리카 부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02년 7월 공식 출범한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 AU)은
2003년 7월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Konare 전 말리 대통령을
초대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아프리카 역내 정치∙경제
통합 및 발전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서부아프
리카제국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 ECOWAS) 및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SADC) 등 지역기구는 경제개발 및 역
내 분쟁의 자체 해결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여 왔다.
아프리카 지역은 정치민주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2002
년 5월 시에라레온의 평화적 대선 및 총선, 4월 앙골라 정부군과 반군
간의 휴전협정 체결, 12월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을 종식시킨 프레
토리아(Pretoria) 평화협정 서명 등으로 장기간 인권 침해와 경제 파
탄을 가져온 분쟁들이 해결되었다.
또한, 2002년 12월 케냐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 2003년 1월 코트
디브와르 정부군과 반군사이의 마르쿠시스(Marcoussis) 평화 협정
체결, 4월 콩고민주공화국 평화협상 최종 법안 서명, 6월 라이베리
아의 아크라(Accra) 협정 체결 등이 이루어져 지역 안정 기조가 이
어졌고, 또한 시에라리온, 콩고민주공화국 등 기존 내전국들도 UN
등 국제기구의 노력 및 자체 정부의 노력으로 안정세가 지속되는 듯

제 3 절 지역별 정세 / 137

하였다.
그러나 2002년 9월 발생한 코트디브와르 내전 사태는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불안정을 다시 야기하였으며 2003년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
국, 쌍토메프린시페, 기네비소,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등에서도 쿠
데타 등 유혈사태가 일어나, 정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었다. 상대
적으로 마그레브 지역과 중앙아프리카지역 및 동남부아프리카 지역은
정치적 안정 추세를 바탕으로 경제 개발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2) 마그레브 지역
마그레브(Maghreb) 지역 국가들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요로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석유∙가스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럽 국가들과 특수한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프리
카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 리비아
리비아는 1988년 12월 스코틀랜드 로커비(Lockerbie) 상공 미 팬
암기 폭파테러사건 관련 용의자 2명의 신병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UN의 경제 제재조치를 받아왔으나, 1999년 4월 이 용의자들을 UN
에 인도함으로써 UN은 제재조치를 정지하였다. 그 후 2002년 3월
재판이 종결되고 2003년 8월 리비아 정부가 유족 보상 문제에 합의
함에 따라 UN은 대리비아 제재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카다피 지도자는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에 대한 테러정보 제공
협조, 2000년 9월 아프리카 연합 출범을 위한 OAU 정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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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아프리카 연합 창설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
인 참여를 통해 국제무대 복귀를 위한 긍정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리비아는 2003년 12월 19일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대
내외적으로 공식 선언하였는 바, 이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
이고 있어 향후 리비아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알제리
한편, 알제리는 1999년 4월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 집권
이후 테러 연루자에 대한 감형 등 국민화합 정책 실시, 2002년 5월
복수정당제 도입, 경제도약 4개년 계획(2001~2004) 추진 등 각 분
야에 걸친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2년 5월 30일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
리하였는 바,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치안회복, 사법개혁, 시장경제하
에서의 경제개혁을 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중이
다. 특히, 2003년 12월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아랍과 아
프리카의 교두보인 알제리와 우리와의 동반자관계를 진일보시키고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알제리 정국은 아직도 회교근본주의자들의 테러 등 사회불안정 요
소가 남아있지만 대체로 많이 안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사실상 내
전상태가 해소되었다.
▣ 튀니지
튀니지는 Ben Ali 대통령이 1987년 무혈정변으로 집권한 이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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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고 효율적인 정부 통제를 바탕으로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 발전
을 이루어 가고 있다.
2002년 5월 실시한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을 철폐함
으로써 벤 알리 대통령이 2004년과 2009년까지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3년 7월에는 집권 민주 헌
정 연합(RCD)의 2004년 10월 대통령선거 후보로 추대되었다. 한편
현 정부의 장기 집권에 대한 야당 및 서방언론의 비난을 의식하여 상
원 설치(2004년 선거), 야당 후보의 대통령 입후보에 대한 요건 완화
등의 민주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비판적 언론에 대한 통제, 급진 이
슬람 세력의 침투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등 체제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튀니지는 최근 수년간 약 5%의 경제성장 달성과 더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개혁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3년 12월 지중해
5+5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중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과 결속에 솔선함으로써 아중동 지역 외교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모로코
모로코에서는 1999년 7월 핫산 선왕의 서거후 즉위한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정치∙경제∙사회∙인권 등 제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 9월 총선 및 2003년 9월 지방선거는 대체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
한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정당의 진출과
120명 이상의 여성 당선자를 낸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국내정
치 안정과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및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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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성공과 함께 사실상 20%에 달하는 실업률과 빈곤 해소가 최대
국정과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 서부사하라
서부사하라 문제는 여전히 모로코와 알제리에게 매우 민감한 중요
외교문제로 남아있다. UN이 사무총장 특사 파견 등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 왔으나, 분쟁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
황이다. 2003년 7월 UN 안보리는 UN 사무총장 특사의 평화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모로코는 분쟁당사자간 정치적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을 계속 주장하고, 분쟁당사자인 폴리사리오
(POLISARIO) 및 알제리는 UN 결의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와 동 투
표 결과에 따라 자치권에 의한 독립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
망된다.
3) 서부아프리카 지역
서부아프리카 지역은 세네갈, 가봉, 말리, 가나 등의 정치적 안정
을 기반으로 안정 국면이 지속되었으나, 2002년 9월 코트디브와르
내전이 발생함으로써 이전의 정치적 안정 기조를 유지하지 못했다.
2003년 6월에는 모리타니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나 곧 진압되는
사건이 있었고 7월에도 쌍토메프린시페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나,
또한 곧 진압되었다. 9월에는 기네비소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
이 교체되었다. 한편, 이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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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기네비소 등 분쟁 지역에서 ECOWAS군
이 투입되어 사태의 확산을 막고 질서유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2003년 4월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앞두고 테러사
건, 종족간 분쟁 발생 등 일련의 정치적 혼란이 있었으나, 결국 오바
산조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표면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되찾
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유 생산 지역인 델타지역에서의 지
역분쟁,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온 종족분쟁과 종교분쟁이 나이지
리아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산유국이지만 정유시설 미비로 연료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2003년 6월 정부의 급격한
유가인상 정책으로 전국적인 파업사태를 맞기도 하였다. 석유 생산
으로 유입되는 부의 일부 독점 현상 시정 및 부정부패 척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오바산조 대통령이 ECOWAS군 활동에 적
극적이고,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망명을 수용하는 등 서부
아프리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코트디브와르
코트디브와르에서는 2002년 9월 Gbagbo 정권의 군인 해고 계획
에 반발한 약 750여명의 북부 출신 군인들의 무장폭동이 내전으로
비화되었다. 북부는 반란군이, 남부는 정부가 통제하는 상황하에서
2003년 2월 프랑스의 중재하에 반란군과 정부간 마르쿠시스 협정이
타결되었으나, 동 중재안에 따른 반란군의 내각 참여를 반대한 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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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폭력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국이 크게 불안해졌다.
그 후 마르쿠시스 중재안 이행을 위해 열린 가나 아크라 회의에서
코트디브와르 제 정파가 참여하는 국민화합 정부가 발족하기로 합의
되어 3월 13일 Diarra 신임 총리의 국민화합정부가 출범하였으나 반
란군 출신 신임각료들이 각료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이 지속되었다.
한편, 라이베리아는 내전사태가 지속되다가 2003년 6월 14일 가
나 아크라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테일러 대통령이 2003년 8월
하야함에 따라 일단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 UN은 2003년 9월 UN
라이베리아 감시단(UNMIL)을 설치하여 전투원의 사회복귀 등 재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에는 Gyude Bryant를 수반
으로 하는 라이베리아 임시정부가 출범하였다.
4) 남동아프리카지역
▣ 남아공
남아공은 최초의 흑인정권을 이끌었던 만델라 대통령이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한데 이어, 1999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
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 ANC)가 압승을 거두어 ANC
의장인 Mbeki 부통령이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남아공 제2기 민
주정부를 출범시켰다.
Mbeki 정부는 국회내 절대다수인 여당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 빈곤 타파, 치안 확보 등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등에
서의 지역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중재하는 등, 아프리카 및
제3세계의 중심국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 또한 2001년 8월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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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차별철폐회의(WCAR)를, 2002년에는 제1차 아프리카연합 정상회
의를, 이어 2003년 6월에는 세계경제포럼(WEF) 아프리카 경제정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DRC)은 2003년 4월 평화협상 최종 법안에 서명
함으로써 1998년 발발한 내전을 종식하고, 이어 2003년 7월 반군과
의 합의 하에 과도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정세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
였다. 아직 동북부 일부 지역에서의 종족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안정화를 바탕으로 벨기에, 프랑스, 미국 등 서방국들의 원
조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서는 Meles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하여 정세안정,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2005년도
총선을 대비하여 집권당 체제 정비 등 정권 재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2003년 3월 UN 국경위원회(UNMEE)가 에티오피
아-에티트레아 국경분쟁의 근원인 바드메 지역이 에티트레아로 귀
속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이에 에티오피아가 강력히 반발
하여 2003년 10월로 예정된 국경선 획정을 위한 회담이 연기되었다.
▣ 소말리아
소말리아는 2003년 7월 과도임시정부 수반인 Abdik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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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nd Hassan의 IGAD 평화회담 이탈에도 불구하고 IGAD 기술
위원회는 연방정부 구성안에 대한 토의를 지속했으며 9월에는 소말
리아 국민 화합회의(Somali National Reconciliation Council :
SNRC) 또한 22개 정파가 참여한 가운데 신헌법 제정 및 신정부 수
립을 위한 국가헌장을 채택하였다. 11월에는 IGAD 소말리아 평화과
정 촉진위원회가 주관하는 SNRC 지도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임정
수반 Abdikassim이 국가 헌장에 서명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주
장하며 동 회의에서 철수하여 평화협상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 부룬디
부룬디는 2003년 2월 아프리카 연합 특별 정상회의에서 상기 정
전 협정 이행을 위한 부룬디 평화유지군 파견이 승인되어 동 평화유
지군의 협정 이행 감시 및 부룬디 안보 확보 역할이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Ndayizeye 과도정부 후반기(2003년 5월~2004년 8월) 대
통령과 CNDD-FDD 지도자 은크룬지자는 부룬디의 정치∙국방 및
안보분야 권력 분점에 관한 프레토리아 의정서(2003년 10월 8일),
보충의정서(2003년 11월 2일) 및 통합정전협정(2003년 11월 16일) 등
에 서명함으로써 부룬디 정전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5) 경제정세 개관
최근 아프리카 대륙은 일부 국가들의 정치불안에도 불구하고, 종래
산유국이던 마그레브 지역은 물론, 나이지리아와 챠드 등 서부 및 중
부아프리카, 앙골라 등 남부아프리카에서도 석유개발에 박차를 가함
으로써 아프리카 전체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전반

제 3 절 지역별 정세 / 145

적인 역내 민주화 진전과 함께 경제의 자유화, 민영화 등 개혁∙개방
화와 강력한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프리카 경제는 2002년 3.1%의 경
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03년에는 3.7%, 그리고 2004년에는
4.8%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바, 이는 여타 중동 및 중남미권 경제 성
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주요 수출품인 1차 상품의 국
제가격 하락 등 대외적인 요인과 내전, 아프리카 국가간 분쟁 등 대
내적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1997년부터 2000년간 평균 3% 이
상의 실질 성장세를 이어 나갔으며, 2003년부터는 세계유가 상승 등
에 힘입어 3.7%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증가율이 연 2.4%로 아직도 높은 점
을 감안하면, 아프리카 대륙이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는 투자규모 및 생산성 증대, 인력자원개발, 여성지위 개선, 기간
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식민지 독립후 불리한 경제 여건 극복을 위
하여 각국이 연대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고자 무려 40여개 이상의
경제통합체가 형성되었으나, 1970~1980년대 소강기를 거치면서 해
체 또는 유명무실화되었다. 최근 들어 유럽통합의 성공, 국제경제의
세계화, 정보혁명 등에 자극 받아 각종 경제공동체 활동의 실질화 노
력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부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 ECOWAS)는 역내안정과 평화를 위한 역내 분쟁
해결 역할을 바탕으로 화폐공동체 결성 추진, 공동여권 채택, 사법법
원 개소 등 경제공동체 설립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부
아 프 리 카 개 발 공 동 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SADC)는 2003년 8월 탄자니아에서 열린 제23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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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담에서 역내 자연자원 개발과 지역시장 통합을 위한 모든
SADC 의정서 이행 촉구 및 HIV/AIDS, 말라리아와 각종 전염병 퇴
치를 위한 2003-2007 전략행동계획 이행기금 설치승인 등을 내용
으로 하는 5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전반적인 지역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월 공식 출범한 동부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 EAC)도 2003년 11월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열린 정상회의
에서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역외 관세율 15~25% 단일 적용,
관세동맹 확대 등을 협의하였으며, 관세동맹 설립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마그레브지역 국가들은 2003년에도 경제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경제구조개혁, 해외투자 유치 등 경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와의 협력 진전이 두드러지는데, 2010년까지 EU와
지중해권 국가들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상정하고 있는 바르셀로
나 프로세스(Barcelona Process)에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아, 모
로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로코는 2002년 4월 모하메드 6세 국왕 방미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EU가입을 꾸준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EU와는 이미 1996년 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준회원국 대우를 받고
있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마그레브 국가는 공히 유럽과 지리적
인접성 및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주택난, 실업, 저소득 등 종래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무선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알제리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2003년 12월 국빈 방한시 경
제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 모델로 우리나라를 상정하고 지속적이
고 폭넓은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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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는 1999년 UN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국 및 서방 선진국들
과 정치적 화해를 달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2003년
로커비 사건 관련 피해자 배상,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지 선언 등으로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제재에서도 자유롭게 되었다.
한편 마그레브 지역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모리타니아
등 5개 국가들은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1989년 아랍 마그레브연합
(Arab Maghreb Union : AMU)을 창설하였으나 서부사하라 귀속
문제를 둘러싼 모로코와 알제리간 대립으로 최근 수년간 회의가 개
최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12월에는 현 의장국인 알제리에서 총
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모로코의 불참으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주요자원의 국제가격 하락과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와 외부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으
로 인해 원조공여국 및 World Bank, IMF 등의 협조가 여전히 절실
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부아프리카국가들이 대내적으로 과
거 사회주의 정책 노선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 수립, 민영화 가속
등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구 식민종주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가와도 경제협력을 강
화하고 무역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석유 개
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향후 유망 신흥시장 및 투자지역으로의
부상이 기대된다.
특히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하여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을 통한 대 아프리카 통상 강화와 미∙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SACU)간 FTA 협상 추진, 중국의 중∙아프리카 협력 포럼
개최, 그리고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 동경 국제회의(TICAD) 개최 등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 노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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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프리카 통합 및 개발노력
아프리카 제국은 1999년 9월 리비아 Sirte 개최 제4차 OAU 특별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를 발
전적으로 해체하고 EU와 같은 범아프리카 정치∙경제 통합기구로의
확대발전을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으로 개칭하
여 창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002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52개국 참가하에 AU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AU는 EU를 모델로 아프리카의 정치∙사회∙경제적 통합을 목표
로 하며, 역내 분쟁예방 및 해결, 빈곤 및 질병퇴치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에 개최된 제2차 AU 정상회의에서「범아프
리카 의회에 관한 결의」
가 채택되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역내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아프리카 개발 新파트너쉽(New Partnership
for Africa’
s Development : NEPAD)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NEPAD는 AU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 개발계획이다.
동 계획은 아프리카국가들의 선정과 민주주의를 기초로 선진 제국
들과의 동반자 관계속에 향후 15년간 연평균 7% 경제성장률, 최빈층
50% 감소 등 경제사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