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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정상외교는 기존의 외연을 확대하여 동북아와 기존 우호협력 관계 국
가 및 지역을 넘어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한 해 동안 정상외교 대상지역을 유
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 정상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정상외교는 우리의 실질적인 국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자원·에너
지 시장의 확보, 신규 해외시장의 개척, 기존 시장의 안정적 확보 등 국익 증진에 직접 기
여하는 내용을 협의에 포함하는 등 실리 면에서 더욱 내실화되고 있다.
또한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였고,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신장된 정상외교 역량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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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신장된 경제력과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 탄탄히

제3장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1. 양자 정상외교 성과

1) 미주 지역

(1) 한·미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2005년 6월 11일과 11월 17일에 두 차례
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6월 1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에서 양국 정상은 그동안 주한미군 재조
정 등 주요 동맹현안을 양국이 긴밀히 협
의하여 원만하게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외교·국방 당국간에

한·미 정상회담(2005년 11월 17일, 경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북핵 불용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핵 문제 해
결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1월 17일 경주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한·미간 지역적, 범세계적 이슈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 협의(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일명 한·미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
미동맹 현안, 북핵 문제, 경제통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대화하였다. 양국 정상은
경주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경주공동선언(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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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공동선언 주요 내용
외

한·미동맹
교

■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 출범

돋
보
기

북핵 문제
■ 북핵 불용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 강조
■ 9·19 공동성명을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공동성명 조치 이행 약속
재확인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기초이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 감

일치
■ 미국은 남북 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과 지속적
으로 조율할 것을 약속
■ 양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국간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
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평화체제 협상과 6자회담의 상호 상승작용 기대

경제·통상 관계
■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자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제·통상협력 확대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공동보조하기로
합의
■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협력 강화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핵문제 해결시 6자회담의 역내 다자안보협의체 발전 추진
■ 유엔 및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 테러와의 전쟁 및 초국가적 범죄 포함 국제안보문제 대처 협력
■ 대량파괴무기(WMD) 및 운반수단 확산 방지에 공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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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화해 증진과 평화적 통일에 기여한다는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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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정상외교 추진 실적

(2) 한국·멕시코 및 한국·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8~13일간 멕시코, 코
스타리카를 국빈 방문하고, 제2차 한국·중미통합
체제(SICA)1)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2004년 11월 남
미순방에 이어 대(對)중남미 외교의 지평을 획기적
으로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폭스(Vicente Fox) 멕시코 대통
령과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21세기 공동번영을 위
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합의하였다.
또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전
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1

멕시코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2005년 9월 9
일, 멕시코시티)

중미 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는 중미지역의 정치, 경제 및 사회통합을
총괄, 조정하는 국제기구이다. 회원국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등으로 도미니카(공)가 준회원
국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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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ation Agreement)을 빠른 시일 안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경제의 미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파체코(Abel Pacheco)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을 가
졌다. 세계 제2위 식물자원 보유국인 코스타리카와 생명공학(BT)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
의하고, 한국·코스타리카 생물자원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우리나라 BT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 중미순방은 2004년 11월 남미 3개국 순방에 이은 대중남
미 정상외교로 우리의 대중남미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외교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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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주 지역

(1) 한·일 정상회담
서울 정상회담

2005년 6월 20일 서울에서 한·일 정
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노무
현 대통령은 상당 시간을 역사인식 문제
에 할애하는 등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
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
였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

한·일 정상회담(2005년 6월 20일, 서울)

이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2001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 새
로운 추도시설 건립 문제를 일본 여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제2기 역사공동연구 출범 및 산하 교과서위원회 신설에 합의하고, 공동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교과서 편수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각자의 교과서 제도하에서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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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였다. 양국은 과거사 개별 현안인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자, 유골봉환 문제 등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동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도 논의되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
결 원칙을 확인하고 한·미·일 공조 아래 6자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 위한 외교
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미래와 평화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3개
항을 강조하였다.
▶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정치·외교적 framework 구축
▶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통한 화해 노력 경주
▶ 경제, 문화,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증진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는 FTA 협상 진전을 위해 일본측이 농수산 분
야에서 진전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부산 정상회담

2005년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속으로 2005년 하반기 셔틀 정상회
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2005년 11월 18일 부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독도 관련 일본 지도자의 언행 가운데
는 한국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한·일간 인적·문화 교류가 더욱 증가하였음을 평가하고, 이러
한 교류를 통해 향후 양국간 상호 이해가 깊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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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정상회담
모스크바 정상회담

2005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2)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노
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5월 8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국가간 협력 문제,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북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
였다.
제3장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서울 정상회담

2005년 11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정
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03년 7월 노
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합의하였
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
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간에 긴급직통전
화(hot line)를 이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외교차관간 연례 대화를 창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2005년 11월 16
일, 서울)

설하고, 외교·국방당국간 안보대화를
활성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경제·통상 협력 방면에 있어 양국 정상은 오는 2012년
까지 교역액 2천억 달러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2월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

2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21세기 인류 공동 과제인 평화와 번영에 대한 단합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2005년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51개국 정상(당시 교전국이었던 일본과 독일 포함)과 3개 국제기구 대표가 모인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6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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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했을 때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하는 등 각종 양자 및 다자회의를 통해 양
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3) 한국·태국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5월
24일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참석차 방한한 탁신(Thaksin
Shinawatra) 태국 총리를 접견하
였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정
부혁신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

한국·태국 정상회담(2005년 5월 24일, 서울)

해 의견을 나누었다.
탁신 총리는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태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한·ASEAN FTA를 체결할 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태국측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한국·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압둘라(Abdullah
Ahmad Badawi) 말레이시아 총리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
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2004년 8월
압둘라 총리 방한 때 합의한 사항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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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공식환영식(2005년 12월 9일, 콸라룸푸르)

을 표하고, 향후 양국간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역내 현안 해결과
동아시아 협력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5) 한국·필리핀 정상회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은 12월 15일 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자원, IT 분야에서
의 실질협력 강화와 필리핀 개발인프라
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그리고 지역정세 등에 대해

한국·필리핀 외교장관간 협정 서명식에 임석한 양국 정상(2005
년 12월 15일, 마닐라)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양국 정상은 최근 관광, 문화, 교육, 산업연수 등 민간 분야에서 인적교류가 활발해진 결
과 양국간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실질관계가 증진되었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국내 체류하고 있는 상대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힘을 쏟
기로 하였다.

3) 구주 지역

(1) 한국·아일랜드 정상회담
맥컬리스(Mary McAleese) 아일랜드 대통령이 2005년 3월 21~24일간 방한,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실질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일랜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한 맥컬리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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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일관된 지지와 협력을 약
속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협력 잠재력에 주목하
면서 교역, 투자 확대, 특히 정보
통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확
대하기로 했다. 또한 테러 문제,

한국·아일랜드 정상회담(2005년 3월 23일, 서울)

이라크 정세, 유엔 개혁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국·독일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10~14일간 EU의 핵심국이자 EU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독일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교역, 투자,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시키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슈뢰더(Gerhard Fritz kurt Schröder)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국가
중 우리의 제1위 교역 상대
국이자 제2의 대한(對韓) 투
자국인 독일과의 실질협력
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민·관 차원 협력 채널을 구
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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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인들과 양국 경제협력에 대해 협의하는 노무현 대통령(2005년 4월 14일,
프랑크푸르트)

다. 또한 IT 등 첨단 산업, 에너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을 위해 양국 관
련 기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독일에서 열린 2005년 한국의 해 행사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문화
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2005년 9월 14일 뉴욕에서 발켄엔데(Jan Peter
Balkenende)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물류산업 등에서의 실질협
력 강화, 양국관계 증진 방안, 6자회담 동향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 기업 및 연구 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4) 한국·이탈리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2005년 9월 14일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교역·투자 증진을 통한 실질협력 강화
방안, 유엔 안보리 개혁,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교역·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고 보고, 중소기업간 제휴와 협력 증진으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이 유엔 안보리 개혁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임을 확인하고, 국제무대에서 지속
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5) 한국·오스트리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2005년 9월 15일 피셔(Heinz Fischer)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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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1963년 수교 이후 최초로 개최한 정상
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평화번영정책 및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오스
트리아의 지지와 협조를 재확인하였다. 오스트리아는 2006년도 상반기 EU의장국으로, 한
반도 문제 관련 EU 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6) 한국·벨기에 정상회담
2005년 11월 7~8일간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베르호프스타트(Guy Verhofstadt) 벨기
에 총리가 방한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제규모, 개방적 경제정책 등을 고려할 때 상
호교역 및 투자확대의 여지가 많음을 확인했다. 양국이 동아시아와 EU의 경제 중심이므로
서로 각 경제권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양국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2005년 7월 한국·벨기에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이어 베르호프스타트 총리
의 방한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상호교역 및 투자확대를 위한 법적 기
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7) 한·러 정상회담
모스크바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하여 한·러 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
반자관계로 격상시킨 바 있다. 2005년 5월 8~10일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푸틴(Vladimir V.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였다.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확보하고, 양국간 미래지향
적인 관계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한 분단국 정상으로서 단절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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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넘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
영을 위한 우리의 의지
와 노력을 보여주었다.

부산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5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식(2005년 5월 9일, 모스크바)

년 11월 19일 제13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진전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6자회담의 목표와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상호 협력하여 이행하기
로 했다.
양국 정상은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2004년 9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
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교역, 투자,
과학기술, 에너지·자원, 남북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참여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협력을 강화
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앞당기는데 서로 협력하
기로 하였다.

한·러 정상회담(2005년 11월 19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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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양국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의 심화 방안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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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5월 10~12일간 중앙
아시아의 자원부국이자 최대 인구보유국인 우즈
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금번 회담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5번째 정
상회담으로, 외교, 경제, 문화 및 고려인 동포 지
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 정상은 정
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미래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05년 5월 11일, 타
슈켄트)

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지속되
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에 지지의사
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자원·에너지 개발 협력 활성화를 통해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하
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 투자 1위국인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우리 기업이 아랄 해(海) 유전, 가스전 개발, 금·우라늄·동 등
광물자원 개발, IT, 섬유, 전자,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 진출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
회보장협정, 자원협력 양해각서,
섬유기술협력 양해각서 등 주요
실질협력 분야별로 총 13개의 기
관간 약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실질적 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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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대표들을 접견하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2005년
5월 11일, 타슈켄트)

특히 양국 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20만여 명의 고려인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
반임을 상호 인식하고,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9) 한국·터키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14
일부터 17일까지 유럽, 아시아, 중
동 등 3개 대륙을 연결하는 상업의
요충지이자 한국전 참전 혈맹국인
터키를 방문하여 세제르(Ahmet
졌다. 1957년 수교 이후 국가 원수
로는 첫 방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터키군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접견하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2005년 4월 16
일, 앙카라)

문제의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
결 및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터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
화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세제르 대통령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토대로 교역 및 투자를 확대
하고 방위산업, 원자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
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관광협정 체결 및 2007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합의하는 등 양국 국민간 우의증진 및 교류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 한국·헝가리 정상회담
2005년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쥬르차니(Ferenc Gyurcsany) 헝가리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1989년 헝가리는 중·동구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하
여 북방외교의 물꼬를 터주었다. 특히 2004년 EU 가입 후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가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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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지고 있다.
쥬르차니 총리는 헝가리의 체제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개
혁·개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경
제의 상호보완성과 협력 잠재력
에 의미를 부여하고,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

한국·헝가리 경제협력협정 서명식에 임석한 노무현 대통령과 쥬르차니 헝
가리 총리(2005년 3월 10일, 서울)

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 정상회
담을 계기로 정식 서명된 경제협력협정, 관광협력양해각서, IT 정보, 네트워크 안전협력협
정으로 양국간 실질 협력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11)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0월 18일 국빈 방한한 바세스쿠(Traian Basescu) 루마니아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루마니
아의 EU 가입 동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2005년은 한국·루마니아 수교 15주년으로 양국 정상회담은 11년 만에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에너지,
조선, 철강, IT 분야 등 실질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
루마니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의정서를 체결하여 에너지, 조선, 석유화학 산업 등
양국간 협력분야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2) 한국·슬로바키아 정상회담
쥬린다(Mikulas Dzurinda) 슬로바키아 총리가 2005년 5월 26~28일간 방한, 1993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이번 회담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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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진행되는 시점에 개
최되어 우리 기업의 슬로바
키아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양국 정상은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
으며, 문화교류 및 교육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한국·슬로바키아 정상회담(2005년 5월 27일, 서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제3장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4) 아·중동 지역

(1) 한국·콩고민주공화국 정상회담
카빌라(Joseph Kabila) 콩고민주공화
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5년 3월 16~20일간 국빈 방한하였
다. 카빌라 대통령의 방한은 1982년 모
부투(Mobutu) 전 대통령 이래 두 번째
방한이었다. 이번 방문중 정상회담과
전국경제인연합 주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신흥자원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콩고민주공화국 정상회담(2005년 3월 17일, 서울)

콩고민주공화국과의 자원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국은 카빌라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경제 협력
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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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예멘 정상회담
살레(Ali Abdullah Saleh) 예멘 대통
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5~27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
다. 지난 1985년 8월 수교 이후 첫 대
통령 방한이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자원 및 건설
분야 경제협력 등 양국간 실질협력

한국·예멘 정상회담(2005년 4월 26일, 서울)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살레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예멘 석유광물부가 예멘 70광구 탐사 생산량
분배 계약을 체결하여 양국간 자원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3) 한국·알제리 정상회담
2005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국·알제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긴밀한 정치 관계에 만족을 표명하고, 나아가 경제·과학기술 분야의 관계증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알제리에서 추진중인 인프라 및 건설 분야 대규모 프
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와 과학신도시 건설 추진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은 우리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남북문제의 당사자간 해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대통령의 조속한 알
제리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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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자 정상외교 성과

1) APEC 정상회의

2005년 11월 18~19일간 부산
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
었다. 21개 회원국 정상이 부산
벡스코와 누리마루 APEC 하우
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대만
은 대리인 참석). 각국 정상들은

부산 APEC 정상회의(2005년 11월 18~19일, 부산)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Towards One Community: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라는 주제로, 안전
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을 건설하고 자유무역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 부산선언(Busan Leaders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이번 부산 APEC에서는
아·태지역 내 공동체 형성을 위해 협력을 심화하고, 개별 회원국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 ASEAN+3 계기 정상외교

(1) 제9차 ASEAN+3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2월 12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9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참가국 정상들과 지역 및 국제정세, ASEAN+3 미래 협력 방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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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노무현 대통령 등 13개국 정상들은 정
치, 안보, 경제, 금융, 투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SEAN과 한·중·일 3
개국간 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
편, 동아시아 협력의 장기적 목표인 동아
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ASEAN+3 정상회의(2005년 12월 12일, 콸라룸푸르)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역내 상호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
기 위해 동아시아 주간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T 협력사
업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동아시아 협력 강화
를 위한 우리 정부의 신규 정책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각국 정상들은 회담의 결과로 ASEAN+3 콸라룸푸르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동
아시아 협력사업의 구체적 이행과 장기적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국 정상
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 제9차 한·ASEAN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2월 13
일 ASEAN 관련 두 번째 정상회의
인 제9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ASEAN 10개국 정상은 한·ASEAN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
정에 서명하여, 2010년까지 한·
ASEAN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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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기본협정서 교환식(2005년 12월 13일,
콸라룸푸르)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한·ASEAN 행동계획 주요 내용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까지
FTA 상품 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같
은 해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서
비스 및 투자 분야 협정도 서명할 수
있도록 양측이 성심성의껏 노력하자
고 제안하였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노무현 대

■ 정치·안보 협력
■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 강화
■ ASEAN 국가간 개발격차 해소 및 역내통합 노력 지원
■ ASEAN의 경쟁력 강화
■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전지구적 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 역내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동아시아 협력 강화

통령과 ASEAN 10개국 정상들은 지
난 2004년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한·ASEAN 포괄적 동반자 협력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신속하며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ASEAN 10개국 정상들은 한국이 ASEAN 국가들의 경제 발전, 개발격차 해소 등을 위해
유·무상 지원 등으로 적극 협력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도 ASEAN의 개발과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계기 정상외교

ASEAN 관련 정상회의 행사 개최 후 12월 14일 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
되었다.4) 참가국 정상들은 공동관심사와 향후 아시아 지역협력 질서 구축 방안 등을 폭넓
게 협의하였다.

3

EAS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의 9개 중·장기 협력사업 가운데 하나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해 ASEAN+3
의 장기목표로서 추진되어 왔다.

4

러시아는 EAS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빈객(Guest of Chair) 자격으로 참석하여 EAS+러시아 별도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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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1차 EAS에 참석
한 16개국 정상들은 EAS
를 역내의 공동번영, 평
화, 화해, 협력을 도모하
는 장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고 EAS 콸라룸
푸르 공동선언을 채택하
였다.

제1차 EAS 공동선언문 서명식(2005년 12월 14일, 콸라룸푸르)

노무현 대통령은 EAS
참여국가에 대해 개방적 입장임을 밝히고, 특히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으나 언젠
가는 북한도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장차 북한이 EAS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4) 제60차 유엔 총회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천년정상회의(2000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제60차 유엔 총회 정상회
의(9월 14~16일, 뉴욕)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사회
질서가 강대국 중심주의가 아닌 국제사회의 화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유엔 개혁에 대한 우리 입장과 유엔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 기여 의지를 천명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과의 회동 및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 등 다각적 활동으로 다
자주의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을 적극 부각시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
다. 한편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우리 외교정책의 기조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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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
월 1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
에서 개최된 다자형식(1+8)
의 제2차 한·SICA 정상회
의에 참석하여, 볼라뇨스
(Enrique Bolaños) 니카라과
대통령 등 중미 8개국 정상

제2차 한·SICA 정상회의(2005년 9월 13일, 산호세)

들과 한국·중미 지역간 우
제무대,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담은 한·SICA 공동선언문에 서명하
고, 한국·중미간 호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제2차 한·SICA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니카라과, 과테말라, 파
나마, 엘살바도르 등 SICA 4개국 대통령과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들 중미국
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3. 정상외교를 보완하는 고위급 외교

정상외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없다. 그러나 국정운영과 대외정책 추진간의 균형, 시
간적·지리적 제약 때문에 모든 국제 문제를 정상외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를 보완
하는 것이 바로 고위급 방문외교이다.
고위급 방문외교의 다변화, 정례화는 국가간 정책협력에 있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킨
다. 또한 고위급 방문외교는 정무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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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 각국 정상들은 통상, 투자, 경제 협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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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간의 긴밀한 협력
을 가능케 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정상외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5년 한 해 국회의장, 국무총
리, 외교통상부장관은 각 5개국, 13개국, 27개
국(유엔 포함)을 방문하여, 정상외교를 보완하
ASEAN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국무총리(2005
년 1월 5일, 자카르타)

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근 3년간 고위급 방문외교 성과
구 분

국회의장

방 문 국
2003

미국, 일본, 중국, 칠레, 몽골,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이집트, 터키, 리투아니아

2004

미국,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2005

멕시코, 미국, 핀란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2003

미국, 멕시코, 체코

2004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국무총리
2005

2003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바티칸,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우크라이나,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미국, 일본, 중국,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인도, 베트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필리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외교통상부
장관

2004

그리스,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태국, 뉴질랜드, 호주, 카자흐스탄, 베트남, 인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라오스, 폴란드, 프랑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알제리, 탄자니아, 케냐, 리비아, 미국, 파키스탄, 독일, 터키,
2005

칠레,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벨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라오스, 인도,
중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유엔, 헝가리, 슬로베니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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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절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역량의 46%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총 수출의 72%가 APEC 회원국들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
는 APEC 정상회의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번 APEC 정상회의와 IT 전시회, 투자 설명회 등 부대 행사를 통해 적극적
으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
는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이
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또
한 전세계에 역동적인 IT
강국이자 수준 높은 문화강
국으로서 국가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노무현 대통령(2005년 11월 19일, 부산)

도 전 과 변 화 」(To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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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APEC 정상회의가 11월 18~19일간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APEC 국가들이 세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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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1개 회원국

러시아

중국

캐나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

홍콩
대만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페루

호주
칠레
뉴질랜드

One Community: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라는 주제하에, 우리는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APEC이 설립 초기부터 지향했던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당면
한 도전들을 규명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부산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실
질적 진전을 위한 단합된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하였다. WTO(세계무역기구) DDA에
관한 특별성명(Leaders Statement in WTO DDA Negotiations)1)을 채택하여 다자무역체제

1

DDA 협상이 다자무역체제 강화, 세계 경제성장과 개발도상국 개발의 기회 제공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6년까지 협
상 종결을 위해 홍콩 각료회의에서 미결 쟁점을 해결하는데 중대한 진전을 이룩할 것을 촉구하였다.

2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였다. 보고르 선언의 요지는 다음 4가지로 압축된다. ① 무역
자유화 연도는 선진국 2010년, 개발도상국 2020년으로 한다. ②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통한 공동체 전단계인 하나의 교역그룹을 지향한다.
③ 새로운 보호장벽을 세우지 않고, 무역과 통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신설한다. ④ 환경문제, 민간부문의 교류 협력 증진, 인적
자원 교류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한다.

3

보고르 목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1994년 보고르 목표 채택 당시 주요 자유화 대상이었던 관세인하 등 국경조치뿐만 아니라 국내 규제,
경쟁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국내조치도 포함하여 보고르 목표 달성 대상에 대한 동태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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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대한 APEC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였다.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DDA 관련
성명을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별성명은 DDA 협상 진전에 의미 있는 기여
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특별성명을 통해 APEC 정상들은 다음 두 가지를 약속하였다.
첫째, 제6차 WTO 각료 회의(2005년 12월 홍콩 개최)에서 중요한 쟁점사안들을 진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둘째, 2006년 말까지 DDA 협상을 종결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의지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APEC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Bogor Goals)2)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와 향후 행동계획
을 담은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3)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한국의 총수출 중 APEC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14.3%

한국의 총수입 중 APEC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20.5%

14.9%

10.8%
70.8%

APEC

EU

68.7%

기타지역

외국의 대한국 투자 총액 중 APEC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APEC

EU

기타지역

한국의 총해외투자액 중 APEC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6.8%
13.7%
14.3%

30.9%
62.3%

APEC

EU

72.0%

기타지역

APEC

EU

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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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APEC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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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의지 표명으로, 변화된 국제무역 환경 아래에서 APEC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무역·
투자 자유화 조치에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 인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조치뿐만 아니라
투자, 경쟁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규제 정책 등 국내조치까지 확대 명시하여 실질적인 무
역·투자 자유화를 지향하였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APEC 차
원에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연구하자고 제안하였고, 각국 정상들이 이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APEC이 사회 불평등 해소와 분배 문제까지 관심의 지평을 확대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대테러, 조류 인플루엔자 및 자연재해 대처, 재난 대응, 반부패 및 에너지 안보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분야에서 회원국간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자는데 합의했다. 이
로써 APEC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국민 후생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본
연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2005년도 APEC 반부패 및 투명성 대책반이 구성되었는데, 첫 회의로 반부패 심포
지엄이 개최되었다. APEC 회원국간에 부패연루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도피처 제공 거
부, 부패행위로 취득한 자산 회수, 사법 공조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
의했다. 이로써 부패 척결 및 투명성 증진에 대한 APEC 정상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투명
한 아·태지역 촉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공직자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 부
패 척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APEC 최고경영자회의
(CEO Summit)에 참석한 기업인 393명이
반부패 서약에 서명하여 APEC 정상들에
게 제출하였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해결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
안하여 정상들은 2005년 9월 개최된 6자

100 | 2006년 외교백서

APEC 최고경영자회의 의장으로부터 반부패 서약서를 전달받는
노무현 대통령(2005년 11월 18일, 부산)

회담에서의 긍정적인 진전을 환
영하면서 향후 회담에서 추가적
인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는 구두
성명을 발표하였다.
금번 정상회의에는 각국 대표
단 4천여 명과 기업인, 내외신
언론인 등 총 2만 명이 참석했다.
우리의 선진기술과 문화, 참여정

APEC 합동 각료회의(2005년 11월 16일, 부산)

부의 국정 성과를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명회, IT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개최되어 적극적으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는 선
진 통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GDP의 57%, 교역량의 45.8%를 차지하는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널리 알렸다. 또한 부산 시민
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부산이 동북아 물류와 컨벤션 산업의 허브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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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아·태지역 기업 최고경영자 850명이 참석하였는데 이에 발맞춰 APEC 투자 환경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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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언(Busan Leaders Declaration)
외
교

돋

• WTO DDA 협상에 대한 APEC 정상의
보

기

■ 무역자유화의 진전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별도 성명을 채택
하고,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및 부산 로
드맵 승인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
한 APEC의 의지 재확인
•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무역원활화의 중
요성 강조
■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 지역
• 방사선원 구상, 견착식 지대공미사일에
대한 주요 국제공항 취약성 실험, 종합공
급망 안전 구상을 승인함으로써 대테러
의지를 재확인하고, 재난대응 및 보건안
보(조류 인플루엔자의 대비 및 피해경감
제안) 강화 방안, 고유가 문제 대처방안
논의
• 지속적인 반부패 공동 노력에 합의
부산 APEC 정상회의장인 누리마루 APEC 하우스

■ 미래를 향한 APEC의 진전
• APEC은 현재 진행중인 작업을 기초로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와 관련된 도전 및 장애요인
대처방안을 연구하여 성장의 수혜 폭 확대 노력
• APEC 개혁의 성과를 승인하고 혁신과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체 달성을 위한 노
력으로서 문화협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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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다”
부산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활동 참가 소감문

현
허난이(고려대학교 국제학부 3년)

장

의

제법 쌀쌀해진 11월 초 죄송한 마음으로 교수님들을 찾아뵈었다.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

목
소

상회의에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2주간 학교수업을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정상회의에 자원봉사자로 꼭 참가하고 싶었다. 국제학 전공자로서 살아있
는 외교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교수님들은 수업 불

리

도착했다.
APEC 회의는 부산의 명소 해운대에서 열렸다. 해운대 근처에 위치한 벡스코(BEXCO)가 주
회의장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숙소는 해운대 해변에 있었고, 그곳에서 정상회의가 열릴 누리마
루가 보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숙소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시원했다.
11월 16일까지는 국별 연락관으로 근무했다. 국별 연락관은 21개 APEC 회원국 정부와
APEC 사무국 및 여타 산하기구들간 업무연락을 전담했는데, 때로는 APEC 회원국 고위인사들
의 차량 스케줄 관리와 양자 회의장 준비까지 담당하였다.
나는 APEC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과 차장님의 스케줄을 관리하였다. 사무국장님은 이번
APEC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대사님이었고, 차장님은 차기 APEC 개최국인 베트남 대사님이었
다. APEC 회원국에서 파견 나온 사무국 직원들은 서로 문화는 달랐지만, 따뜻하고 친절한 마
음씨는 한결같았다.
사무국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광역시 주최 광안대교 불꽃놀이였다. 차장님을 모
시고 행사장으로 가는 도중 엄청난 인파에 휩쓸려 버렸다. 간신히 인파를 헤치고 지정석에 모셔
드렸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음이 나올 정도로 무척 긴장된 하루였다.
차장님은 이런 나의 수고를 이해해 주셨다. 다른 베트남 참가자들과의 회식자리에 나를 초대
하고 베트남 전통 공예품을 선물로 주셨다.
16일까지의 국별 연락관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또 다른 임무인 의전 수행을 위해 APEC 사
무국을 떠났다.
의전요원의 임무는 각국 정상들에게 만찬 행사 안내 및 누리마루에서 열릴 2차 정상회의시
두루마기 입는 것을 돕는 일이었다. 우리 24명의 의전요원들은 이영희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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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이해해 주셨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월 8일 부산광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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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요원용 한복을 입고, 수많은 예행
연습과 예절교육을 받았다.
만찬일인 11월 18일이 되었다. 내내
익숙하지 않은 한복과 꽃신을 신고 행
여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하루를 보냈다. 나는 베트남 국가주석
님의 의전을 담당했다. 드디어 각국
정상들이 만찬장으로 가기 위해 의전
요원들 앞으로 모였다.

부산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격려행사(2005년 7월 7
일, 서울)

TV에서만 보았던 각국 정상들을 바
로 앞에서 직접 보게 되니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웠다. 베트남 국가주석님은 내게 거듭 악수를 청
하시면서 웃는 얼굴로 반겨주셨다. 그 분을 모시고 만찬장에서 자리 안내와 착석을 도운 후 뿌
듯한 마음으로 만찬장을 나왔다.
행사 마지막 날인 11월 19일 아침 일찍 화장과 머리손질을 마친 우리는 누리마루로 이동하여
두루마기를 들고 정상들을 기다렸다. 오찬을 마친 각국 정상들은 우리를 보고 매우 반가이 맞아
주셨다. 각국 정상들을 가까이 보면서, 온 세계가 주목하는 이들 정상들도 우리와 다름없는 소
박하고 인간미 넘치는 분들이라는 점을 느꼈다.
정상회의 폐막 후 자원봉사자로서 남다른 경험과 추억, 그리고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데
대해 감사하면서, 누리마루를 떠났다.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온 후 한동안 APEC 후유증에 시달렸다. 나와 같이 APEC 회의
에 참가했던 친구들도 모두 그런 듯했다. 우리는 이 후유증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
다. 산 정상에서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두보는 망악(望嶽)에서“반드
시 태산에 올라 뭇 산의 작음을 한번 보리라.”
고 읊었는데 그때 나이가 약관이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내게 단지 소중한 추억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목표를 부여해 준 고마운
행사였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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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제3장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1. 유엔 활동 적극 참여

우리나라는 제60차 유엔 총회 정상급회의에서 채택된
포괄적 유엔 개혁 이행 노력을 포함하여 유엔에서 논의
된 모든 범세계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유엔 개혁, 군축, 인권 문제는 참여정부가 중점적
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동 분야의 국제적 규범을 만드
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해 왔다.
그 결과,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와 평화구
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의 창설, 유엔 사
무국 운영개혁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 아울

제6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하는 노무
현 대통령(2005년 9월 15일,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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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
해 현재까지도 활발히 논의중인 유엔
개혁방안이 우리의 유엔 내 역할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
을 쏟고 있다.
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개혁안
채택 추진에 대해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중견 국가들과 연대를 맺고 우리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개혁문제를 토의하는 각국 대표단(2005년 7
월 12일, 뉴욕)

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논의
가 진행되도록 외교적 교섭을 계속 펼치고 있다.

유엔 개혁 주요 내용 및 동향

1. 평화구축위원회(PBC) 창설
1) 경 과
■ 2005년 12월 20일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세부 운영방안에 관해 유엔 총
회 결의안 채택
2) PBC 개요
■ 지위 : 유엔 총회와 안보리 공동 산하기관으로서 정부간 자문기구
■ 기능 : 분쟁 후 평화구축 및 재건을 위한 재원 동원 및 통합 전략
3) 조직위 구성(임기 2년의 재선 가능한 31개국)
■ 안보리 선정(7개국),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선출(7개국), 주요 재정 기여국(5개국),
주요 병력 기여국(5개국), 총회 선출(7개국)
4) 진행 상황
■ 2006년 6월 23일 PBC 조직위 개최
■ 평화구축상비기금(Peace-building Fund) 창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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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이사회 창설
1) 경 과
■ 2005년 9월 유엔 정상회의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설립원칙에 합의하고, 2005년 10월
부터 구체적인 설립방안에 대해 협의 진행
■ 2006년 3월 15일 동 이사회 창설 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
2) 현 황
■ 총회의장은 2006년 2월 23일 인권이사회 신설에 관한 결의안 제시
• 결의안 주요내용 : 47개 이사국(총회 재적 과반수 선출), 중대 인권침해시 이사국 지위 정지(총회 2/3 다수
결), 연중 최소 3회 최소 10주 개최, 현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금차 회기에서
업무 종료 등
■ 총회의장 결의안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2006년 3월 15일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

■ 2006년 6월 19일 제1차 회의 개최

2. 국제기구 진출 확대

1)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반 조성

우리 정부는 2001년 11월 국제평화와 안보관련 논의에 대한 우리의 참여 강화 및 유엔 내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2007~2008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공식 입
후보하였다. 선거는 2006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아시아지역 1개 공석
에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네팔이 입후보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전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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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170(우리나라 포함), 반대 4(미국, 이스라엘, 팔라우, 마셜제도), 기권 3(벨라루스, 이란, 베네수엘라)
■ 2006년 5월 9일 최초 이사국 선거시 47개국(우리나라 포함)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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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 유엔 총회(2001년 9월~2002년 9월) 의장직 수행, 유엔 분담금 11위 수준 기여, PKO 활
동 지속 참여 등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점을 들어 우리의 비상임이사국 수임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및 의장단 진출 확대

우리나라는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을 위한 외교적 교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을 포함하여 2005년에 12개의 국제기구 이사국 및
위원1)으로 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기구에 우리의 국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5년에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이후 최초로 제60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의장직을
수임하였다. 또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을 맡는 등 주요 국제기구 의장단에 적
극적으로 진출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및 의장단에 진출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3)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추진

우리 정부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영향력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
기 위하여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및 고위직 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각종 국제기구 사
무국에 우리 국민의 진출을 확대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하여 1996년 부내에 국제기구인사
센터를 설립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1

아동권리위 위원,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의장, 여성지위위 위원국, 범죄 예방·형사사법위 위원국, 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국, 지속가능개
발위 위원국, 마약위 위원국,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 국제표준기구 이사국, 분담금위원회 위원, 국제노동기구 이사국, 식량농업기구 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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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채용정보 홈페이지(www.unrecruit.go.kr) 운영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우
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인프라 구축과 진출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에도 우리 국민을 국제
기구에 적극 진출시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가 위상과 국익을 제고하는
데 힘쓸 것이다.

4) 국제기구 유치

우리 정부는 2005년 11월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결의를 통해 인천에
아·태 정보통신기술 훈련센터(APCICT)를 유치, 국내 최초의 유엔 산하기구로 2006년 6
월 16일에 개관하였다.
동 센터 운영으로 우리나라는 유엔 차원의 아·태지역 정보통신(IT) 기술인력개발 교육
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로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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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r) 제도 시행, 유엔 국별경쟁시험(National Competitive Recruit Examination)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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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ivide)를 해소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소재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재
정적 기반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가동될 준비
에 들어갔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국제 보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아·태 정보통신기술 훈련센터(APCICT) 개관식
(2006월 6월 16일, 인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현황
직위 구분

사무총장

국제 기구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아시아·유럽재단
※ 고(故)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별세(2006년 5월 22일)

유엔 인권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대륙붕한계위원회,
이사/위원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국제문화재보존복구센터, 국제사법통일기구,
국제표준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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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유고국제전범재판소, 르완다국제전범재판소

3. 기타 국제기구 활동

1) 유엔 평화유지활동(PKO)2) 확대

우리나라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 10대 기여국으로, 유엔 PKO에 재정적인 기
여를 증대하고 수단 PKO(UNMIS)에 군옵저버 8명을 신규 파견하는 등 PKO를 점차 확대하
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PKO 신속파견절차3)가 마련되면 우리의 PKO 참여가 보다 활
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PKO 군대 파견 규모에서 세계 67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제3장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지역

그루지아
사이프러스
아프가니스탄
인도·파키스탄

수단

라이베리아

2006년 5월 현재

2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이란 유엔이 관계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감시단 등을 현지에 파견해 휴
전·정전의 감시 또는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한다.

3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실제 파견시까지 6~12개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국회 휴회 기간에는 파견안에
대한 국회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국내절차 및 제도로는 PKO 임무기간을 늘리거나 규모를 조정할 때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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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PKO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해소

우리 정부는 우리의 유엔 정규분담률 인
상으로 2001년 이후 누적된 국제기구분담
금 체납액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분담금 및 체납액 현황
(단위 : 억 달러)

2.0
1.5

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8년까
지 누적 체납액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체납액4)을 조기에 해소하면 유엔 강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보

1.90

1.75

1.0

1.3
0.95

1.12
0.81

0.5

0.32
0.02

0.0
2002년

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디딤돌이

2003년

2004년
분담금

2005년
누적 체납액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2006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확대
하기 위한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에 500만 달러를 기여
함으로써 인도지원 분야에서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유엔 분담금 전체 규모 및 우리나라의 기여 현황(2005년)
의무분담금

4

유엔 총예산

우리 기여액

분담률

유엔 정규분담금

15억 달러

2,600만 달러

1.796%

PKO분담금

46억 달러

4,322만 달러

1.436%

2001년 이후 누적된 체납액이 2005년 말 1억 3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최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방안이 마련되면서, 우리의 국제적 신
인도 회복이 기대된다. 유엔 정규분담률은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유엔 전체 분담금의 1.796%로
11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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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유엔 정규분담금 분담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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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유엔과 공동으로 2005년 5월 24~27일간 서울에서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6th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을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정부혁신을 주제
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담은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을 채
택하였다.
주요 참석자들은 동 포럼을 정부혁신에 대한 국제적 조류를 접할 수 있었던 기회이자 모
범 사례로 평가하였다.
제60차 유엔 총회도 동
포럼의 개최를 높이 평
가하고 서울 선언문을
승인하는 총회 결의를
채택하였다.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2005년 5월 24~27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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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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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 증진 및 민주주의 확산에의 기여

1) 유엔 인권위원회 활동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가하여 인
권 이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내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
하였다.
제61차 인권위에서는 제59차 유엔 인권위원
회(2003년)에 이어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이 상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결의안 표결에는 기권하였으나
투표 설명 발언(EOV: Explanation of Vote)을
얻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
명하였다. 나아가 북한이 자발적으로 국제사
회에 동참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 아래, 북한의 개혁과

북한 인권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제60차 유엔 총회
(2005년 11월 18일, 뉴욕)

개방을 지원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
력 사업을 펼쳐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북한측에도 국제사회와의 대화·협력을 통해 북
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인권상황 결의안에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한 것을 비롯하여 총 21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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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

2000년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민주
주의 공동체(CD: Community of Democracies)가 출범하였다. 이는 범세계적 차
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간 협력을 도모한
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역사적인 시도
였다.
우리나라는 출범 당시부터 공동주도국
의 일원으로 적극 동참하였으며, 특히

제3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2005년 4월 30일, 산티아고)

11월 10~12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유엔 활동으로 인권 선도국 역할

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반기문 장관은 2005년 4월 29~30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민주적 국정운영과 시민사회 원탁회의를 주재하는 등 공동주도국으
로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민주주의를 우리 외교정책의 기조로 확
고히 자리 잡게 할 것이다.

3) 여성 및 아동 권리

우리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 10주년 기념회의에 참석하여 참여정부의 변화된
여성 정책,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주요활동 등 베이징 행동강령(1995년 채택) 이행에 관한
우리 정부의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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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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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혜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의장은 2005~2008년 임기 위원으로 재선되어
2001년 이래 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5년 1월 뉴욕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이 두 번째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UNICEF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보기 드문 국가 가운데
하나로, UNICEF와의 양자협의회를 통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아동권리협약의 이행기구) 위원으로 당선되었던 이양희 교수
가 2005년 재선되어 각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는 등 활발
히 활동하고 있다.

4) 보 건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배출
국으로, 국제사회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의 보건·의료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개발도
상국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WHO 등 보건
관련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
관)은 2005년 5월 15~20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WHO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가하
여 말라리아, 소아마비, 결핵, HIV/AIDS, 조류 인
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등에 대한 대응, 보
건규칙 개정 등 국제보건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

고(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

했다.
아울러 2005년 5월 16일 남북한 수석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우리측은 WHO를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동양의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북한측에 제안하였다.
한편 1997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2005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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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후에는 터키, 루마니
아 등 전세계로 확산되었
다. 우리 정부는 조류 인플
루엔자가 인체를 통해 전
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지는 가운데 국제적, 지역
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
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세계보건기구(WHO) 조류 인플루엔자 국제회의(2005년 11월 7일, 제네바)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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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축·비확산 활동 참여

1) 국제적 동향

9·11 테러 이후 대량파괴무기(WMD) 및 운반수단의 확산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장하여 핵무
기를 개발하는 등 국제 핵 비확산체제의 허점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으며, 테러집단이 WMD와 운반수단을 입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파키
스탄의 칸(Khan) 박사가 주도한 범세계적 규모의 핵 암시장망 활동은 지금의 핵 비확산체
제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는 WMD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비확산체제를 강화, 재편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대처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조류로 분류된다.
첫째, 다자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물질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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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을 막기 위해 추가의정서5)를 채택하는 등 다자적 안전조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한 전략물자6)의 이전을 통제하는 다자 수출통제체제7)도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
존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유사한 정책기조를 공유한 국가간 정책 협조의 강화이다. 2002년 6월 G-8 정상회
의에서 발표된 WMD 및 관련 물질의 확산 대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8)과 2003년 6월 출범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안보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9) 등이 좋은 사례이다.
셋째, 새로운 국제 비확산 규범의 등장과 확산이다. 2004년 4월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이
비국가 행위자의 WMD 및 그 운반수단의 개발, 획득, 이전에 대한 지원을 금지토록 하는
결의 1540호를 채택했다. 이는 테러와 WMD의 연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효과적 수출통제 이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
(IMO)는 2005년 10월「해상불법행위억제(SUA: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협약」의 개
정의정서를 채택하여 WMD 및 관련 물자의 불법수출 통제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강화
하였다.

2) 우리 정부의 활동

우리 정부는 모든 주요 군축·비확산 관련 국제협약과 다자 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5

6

IAEA의 전면 안전조치협정(CSA)을 강화한 것으로 1997년 채택되었다. CSA는 NPT 당사국의 모든 민수용 원자력 활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해 왔으나, 이란 및 북한의 핵 개발 의혹 등 CSA의 위반사례가 빈발하여 추가의정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WMD와 재래식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에 쓰이는 이중용도물자, 기술과 살상용 무기를 포함한 군용물자를 지칭한다.

7

전략물자의 불법수출과 전용을 방지하고, 재래식무기의 불법수출 및 지역정세 불안정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에 자발적으로 조직한 수출
협의체제이다. 핵물질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및 쟁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 생물학, 화학 물질
은 호주그룹(AG: Australia Group), 미사일 관련 품목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이중용도품목
및 재래식무기는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가 각각 담당한다.

8

냉전 종식 후 미국이 구소련의 핵무기 관련 시설 및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조치를 G-8을 중심으로 한 다수 국가의 참여를 통해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02년부터 10년간 미국이 100억 달러, 기타 국가
가 100억 달러를 부담한다는 계획(Ten Plus Ten over Ten)으로, 현재 EU를 포함하여 24개국이 참여중이다.

9

PSI는 WMD 확산 우려국가 및 집단의 WMD 및 미사일, 관련 장비, 물자,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조 체
제이다. 현재 70여 개국이 공식 참여중이다.

118 | 2006년 외교백서

우리의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참여 현황
핵 군축·비확산

생화학 군축·비확산

재래식 무기

·핵비확산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UNRCA)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 추가의정서 비준 : 2004년 2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미사일 비확산

다자 수출통제 체제

기타 군축관련 기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원자력공급국그룹(NSG)

·군축회의(CD)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쟁거위원회(ZC)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

헤이그 행동지침(HCOC)

·호주그룹(AG)

OUS)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서, WMD 확산이 국제안보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05년 국제기구 등 다자협력체에서 우리
정부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유엔의 다자군축·비확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2005년 9월부터 제
60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국제안보·군축위원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NGO 등
국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 2~3월
에는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 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의장국으로 활동하였다.
둘째, 정부는 다자 수출통제체제 의장국 수임을 통해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적극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9월부터 1년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10) 의장국으
10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미사일, 무인비행체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확산 방지와 대량파괴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
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가입하여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 수출통제, 미사일 관련 동향 정보교환 등에 적극 참
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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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체제(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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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동하였다. 2004년 10월 서울에
서 MTCR 총회를 개최하여 동북아지
역 내 미사일 확산문제에 대한 국제
적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이후 1년
간 MTCR 의장국으로서 아시아와 중
동지역에서 대외활동을 펼치며 국
제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
였다.
또한 2005년에는 재래식무기와 일

제4차 국제 군축·비확산 회의(2005년 12월 1일, 부산)

반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를 담당하
는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의 일반실무그룹 의장직을 1년간 담당하
였다.
셋째, 정부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하여 참여를 유보해 온 PSI에 대해 부분 협조 방침
을 발표하였다. 이는 PSI가 WMD 비확산체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이
를 지지하는 국제적 추세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는 PSI 훈련결과 브리핑 청취 및
훈련시 참관단 파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정부는 미국 Sea Island G-8 정상회의(2004년 6월) 때부터 참여한 G-8 글로벌 파트너
십(Global Partnership)에 공식 재정 지원을 개시하였다. 2005년에는 러시아의 퇴역 핵추진
잠수함 해체사업(노르웨이와 공동 수행)과, 러시아 구식 원자로(젤레즈노고르스크 소재) 해체
에 따른 대체에너지 제공사업(미국 등과 공동 수행)에 각 25만 달러를 제공했다. 또한 모스
크바 소재 국제 과학기술센터(ISTC: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지원 사
업에 71만 달러를 기여하는 등 국제적인 핵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다섯째, 2005년 12월 부산에서 제4차 국제 군축·비확산 회의를 유엔 아·태 군축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핵 및 WMD 비확산,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이행, 북
한 및 이란 핵문제 등 군축·비확산 분야의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역내 국가의 활발한 대화를 이끌어냈으며, 또한 동 분야에서 우리나라
의 위상을 드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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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자 안보협력 강화

1) 대테러 국제공조

(1) 국제적 동향
9·11 사건은 테러가 국제평화와 안전, 인류문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부각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 2005년에 전세계적으로 총 1,877건의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2004년
에 비해 약 50% 증가한 수치이다.
에서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라크에서는 외교관, 이라크 치안군, 관료, 민간
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테러가 자행되어 전세계를 경악케 했다.
상기 테러사건의 대부분은 알 카에다 연계 세력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11 사건의 주범인 알 카에다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조직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잔존세력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지하드를 선동하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알 자르카위, 제마 이슬라미야 등 전세계에 분산된 알 카에다 연계 세력도 테러를 일으키
고 있다. 한편 7월 런던 테러사건은 영국 국적의 자생적 테러범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2005년 우리 정부는 이라크 파병,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로 테러 위협에 노출되었다
고 판단하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0월 발리 폭탄테러 사건에서 6명의 우리
국민이 부상을 당했으나 그 외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APEC 정상회의도
안전하게 개최하였다.

(2) 국내 대응체계 정비
우리 정부는 2005년 3월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을 개정하고,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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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재하는 장관급 테러대책회의와 국
정원장이 주재하는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를 신설하여 정부의 대테러 지휘체계를
정립하고,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경찰
청 등 대테러 관련기관이 참여한 테러대
책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테
러 관련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브리핑(2005년 11월 29일, 서울)

처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대테러
관련 외교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테러국제협력과를 신설하였다.
한편 국외, 해양, 항공, 방사능, 생화학 등 8개 분야별로 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수
립하여 각종 테러 위협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특히 국외테러사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경우, 중대한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외교통상
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외테러사건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지
에 신속하게 파견토록 하였다.

(3) 대테러 국제공조 참여
테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 ARF, APEC, ASEM
등 다자협력체를 통해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러시아,
중국, 스페인 및 동남아국가들과 양자 차원의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테러 국제공조의 주요 무대인 유엔은 안보리 결의 1373호11), 1540호12), 1566호13) 등 일

11

동 결의는 테러자금 통제, 출입국 강화 등 제반 분야에서 각국이 대테러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동 결의의 이행을 위해 CTC를
설치하였다.

12

동 결의는 비국가행위자들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 및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각국에 촉구하고 있다.

13

동 결의는 알 카에다, 탈레반 및 관련 단체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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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결의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이 포괄적인 대테러 조치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테러위원회(CTC) 등에 4차례에 걸쳐 이행 보고서를 제
출하였으며, 관련 조치를 적극 이행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테러자금차단협약 및
폭탄테러억제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유엔에서 채택된 12개 테러 관련 국제협약14)의 당사국
이 되었으며, 2005년 9월 16일 제60차 유엔 총회에서 13번째 협약인 핵테러억제협약15)에
서명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제3차 APEC 교역 안전 회의를 2월 25~26
일간 인천에서 개최하여 해양 및 항공안전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2005
년 6월 23~24일간 서울에서 제1차 ASEM 사
이버 보안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리의 첨단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반기문 장관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7월
27일 ASEAN+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ASEAN 대테러 협력 공동선언에 서명
하였다. 동 공동선언으로 ASEAN과의 대테

한·ASEAN 대테러 협력 공동선언 서명식(2005년 7월 27
일, 비엔티안)

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14

①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1963년) ②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1970년) ③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1971년) ④ 국제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1988년) ⑤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
약(1979년) ⑥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1973년) ⑦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1979년) ⑧ 가소
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1991년) ⑨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1997년) ⑩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
제를 위한 협약(1988년) ⑪ 대륙붕상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 의정서(1988년) ⑫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1999년)

15

WMD를 사용한 테러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최초의 조약이다. 인명살상이나 재산, 환경 파괴를 목적으로 핵, 방사성 물질 또는 장치를 제조,
보유, 사용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핵테러범은 반드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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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자 안보협력

(1) ASEAN 지역안보포럼(ARF) 16)
우리나라는 1994년 ARF 출범 당시부
터 매년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한 각급 공
식회의에 참가하는 등 ARF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 왔다.
2005년 7월 2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2차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남북한을 비롯한 25개 전회원국들이 참
가하여 테러, 초국가 범죄 등 새로운 안
보위협에 대한 ARF 차원의 대응방안과

제12차 ARF 외교장관회의(2005년 7월 29일, 비엔티안)

ARF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출범 12주년을 맞은 ARF가 이제 신뢰구축에서 예방외교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우리의 EEPs(Experts and Eminent Persons) 출범
회의 개최계획을 환영하였다.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장관은 북핵 문제, 6자회담 및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을 설명하고 테러 문제와 이라크 사태 등 여타 국제정세에 대한 토의에도 참가하였
다. 또한 반기문 장관은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과 남북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최근 남북관계
와 6자회담 진전을 위한 공동노력 및 국제무대에서의 남북간 협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이러한 협의내용을 담은 공동언론 발표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05년 7월 제12차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주도적

16

1994년 출범한 ASEAN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ASEAN 10개국과 남북한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 및 EU 의장국 등 총 25개국으로 구성된 아·태지역 유일의 정부간 다자 안보협의체이다. ARF는 매년 2차례
의 신뢰구축, 예방외교 회기간회의(ISG)와 각 한 차례의 고위관리회의(SOM) 및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한
다. 이로써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아·태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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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해 온 ARF EEPs 출범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 29~30일간 제주에서 ARF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ARF의 자문기구 성격의 EEPs 제1차 전
체회의를 개최하였다.

(2) 여타 국제 안보기구와의 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ATO는 냉전 종식 이후, 신규 회원국 가입과 분쟁지역내 평화유지 및 인도적 지원활동
등 지리적·기능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우리가 동북아지역 안보질서
의 주축임을 인식하고 범세계적 문제를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NATO와 상호협력
반기문 장관은 스헤페르(Scheffer) NATO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고 2005년 12월 2일 한국
정부인사로는 최초로 브뤼셀에 위치한
NATO 본부를 방문하였다. 반기문 장관은 동
방문 기간에 NA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하여 26개
NATO 회원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북핵 문제,
남북관계 현황, 동북아지역 안보정세, 한·
NATO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연설하였다.
반기문 장관의 NATO 방문은 NATO와 공식
적 협력관계가 없는 역외 국가의 외교장관으
로서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이는
탈냉전시대의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대외 안보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
로 평가된다. 아울러 NATO 회원국들에게 북
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우리의 시

NATO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한 반기문 장관(2005년 12
월 2일, 브뤼셀)

각과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양측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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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방향에 대한 기본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범주를 넘어선 대외 안보협력 확
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반기문 장관은 다자안보협의체인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 5~6일간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제13차 OSCE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였다. OSCE에는 전유럽 국가
들과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반기문 장관은 각료이사회 전체회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 정세에 대해 설
명했다. 아울러 전후 유럽의 평화체제 구축과 유럽통합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한 OSCE의
성공사례를 동북아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한·OSCE간 전반
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에 이어 2005년 4월 25~26일간
서울에서 새로운 안보위협과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주제
로 한·OSCE 회의를 개최하
였다. 동 회의에는 OSCE 회원
국 및 ARF 회원국 대표 등 120
여 명이 참석하여 21세기 새
로운 안보위협과 대응방안,
OSCE 안보협력 모델의 동북
아 지역 적용 가능성 등에 대
해 심도 있는 토의를 전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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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E 각료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장관(2005년 12월 5일, 슬로베니아)

(3) 비정부 차원의 다자간 안보대화
동북아협력대화(NEACD)17)

우리 정부는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 국가간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을 통
해 동북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안정
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
시아에 역내 국가간 다자안보협의체 창
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동
참을 유도하였다.
제16차 동북아협력대화(2005년 4월 12일, 서울)

차원에서 이미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제16차 NEACD는 서울에서 개최되어 북핵 문제, 6자회
담, 동북아 안보정세 및 과거사문제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었다. 북한은 2002년부
터 NEACD에 참가하고 있으나 2005년 서울 회의에는 불참하였다.
한편 2006년 4월에는 남북한을 비롯한 6개 참가국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동경에서 제
17차 NEACD가 개최되어 북핵 문제 등 동북아지역의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해 심층 토의하
였다.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는
21개 아·태지역 국가가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안보협력체로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CSCAP는 각 회원국별로 CSCAP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산하에 동북아 다자협력, 해양안보 협력, WMD 확산 방지 등 6개 연구반(study group)을

17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는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외교·국방관리와 학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1.5 Track)의 안보대화체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국제분쟁·협력연구소(IGCC)가 주관하며 1993년
부터 매년 개최되어 동북아지역의 신뢰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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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각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민간 안보협력기구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11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회원국 석학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CSCAP 북태평양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8월에는 우리측 CSCAP 위원회인 CSCAP
Korea와 공동으로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동북아 안보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
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평화포럼

제주평화포럼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념
하고 동북아지역 내 신뢰구축과 협력 증진 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제주에서 격년으
로 개최되어 왔다.
제3차 제주평화포럼은 6월 9~11일간 제주에
서 개최되어「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건
설」이라는 주제로 이해찬 국무총리,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첸치첸 전 중국 부총리 등 동북아
5개국 정관계, 학계, 재계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동북아에 잔존하는 갈등을 극복

제3차 제주평화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이해찬 국
무총리(2005년 6월 10일, 제주)

하기 위해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우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포럼 종료 후 동북아 공동체 실
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권고하는 제주 동북아 공동체선언을 채택하였다.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된 금번 포럼은 동북아 역내 국가간
대화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제주도에 대한 국제인식을 한층 제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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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ODA 현황

1) 2005년 우리나라 ODA1) 현황

2005년도 우리나라의 대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7억 4,364만 달러(잠정)로, 2004년의 4억 2,332만 달러보다 75.7% 증가하였다. 이
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자원조가 4억 5,649만 달러이며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2
억 8,715만 달러이다. 양자원조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사업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무상원조는 2억 6만 달러이다.
우리나라 ODA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절대규모가 작고 양

1

공적개발원조(ODA)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여 정부기관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유·무상 원조를 일컫는 말
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또는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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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우리나라 ODA 현황

(단위 : 억 달러, 순지출 기준)

2004년

2005년(잠정)

4.22

7.43

■ 양자원조
- 무상원조
- 유상원조

3.30
2.12
1.18

4.56
3.15
1.41

■ 다자원조

0.92

2.87

ODA/GNI 비율

0.06%

0.09%

ODA 총액

자원조 중 무상원조 비율이 낮다. 우리나라 ODA 규모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2) 회
원국과 비교해 보면, 절대규모는 OECD 회원국 중 18위이며 GNI(국민총소득) 대비 비율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DAC 회원국들은 양자원조 중 평균 99% 이상을 무상원조로 제공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비중은 약 69%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2) 주요국 ODA 지원 동향

OECD DAC 회원국들은 2005년도에 총 1,065억 달러의 ODA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것
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 국가들의 GNI 대비 ODA 비율 평균은 0.33%로, 2004년 0.26%보
다 0.07% 포인트 상승했다.
주요국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274억 달러를 제공하여 절대규모 면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131억 달러), 영국(107억 달러), 프랑스(100억 달러), 독일(99억 달러)이 그

2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란 선진 공여국간 개발원조 정책 조정 및 원조 효과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OECD 산하위원회
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으나 2006년 4월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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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ODA 규모
300
(단위 : 억 달러)

274

250

200

150

131
107
99

51

50

50
37

33

31

28

21

20

18

17

16
8.9

7.4

6.9 5.3 3.6

핀
란
드

한
국

아
일
랜
드

2.7 2.6

0
미
국

일
본

영
국

프
랑
스

독
일

네
덜
란
드

이
탈
리
아

캐
나
다

스
웨
덴

스
페
인

노
르
웨
이

덴
마
크

벨
기
에

스
위
스

호
주

오
스
트
리
아

그
리
스

포
르
투
칼

뉴
질
랜
드

룩
셈
부
르
크

뒤를 이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지속적으로 ODA를 확대하여 절대규모 면에서 2001
년 이후 세계 제1위의 공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까지 ODA 규모가 꾸준
히 줄다가 2005년에는 전년 대비 47%가 늘었다.
주요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을 살펴보면 노르웨이(0.93%), 스웨덴(0.92%), 룩셈부르크
(0.87%), 네덜란드(0.82%), 덴마크(0.81%) 등 5개국이 유엔 권고기준인 0.7%를 달성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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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발협력 추진 성과

1) ODA 규모 확대 및 원조체계 개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우리가 신장된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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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면 개발도
상국에 대한 ODA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
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
력을 전개하였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ODA/GNI)

0.8%

0.7

0.6%
0.4%

0.33

먼저 우리의 ODA 규모를 2009년까지
0.2%

0.1% 수준으로 확대하는 2005~2009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0.09

0.1

0%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시민단체, 경

유엔 권고 OECD DAC
회원국 평균

2005년 2009년(목표)
우리나라

제계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우리나라
의 종합원조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개발
20여 년에 불과한 우리 대외원조 역사를 돌이켜 보면 ODA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유·무상원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원조 시행체계 개선방안이 수립된 것은 커
다란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원조체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ODA 예산의 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DA 비율은 선진국 수준(유엔 권고 :
국민총소득 대비 0.7%)에 비해 매우 낮다. 특히 아프리카 등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비

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선진국들이 90% 이상을 무상원조로 제공하는 점을 감안
하면 무상원조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2) 이라크 재건 지원

우리 정부는 2003~2007년간 이라크 재건을 위하여 총 2억 6천만 달러의 무상원조(grant
aid)를 제공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2003~2004년 동안 6천만 달러를 지
원한데 이어 2005년에도 총 6천만 달러를 무상원조하였다. 우리의 대이라크 지원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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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2005년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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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이툰 부대 파병지역인 아르빌(Arbil)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라크
의 행정능력 향상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5년에도 이라크 중앙정부 및 파병지역 공무원 총 488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받도록 했
으며, 아르빌 지역에 시범학교를 건립하는 등 총 4개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
히 2005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아르빌 지방정부에 인도적 지원으로 방역장비
및 백신을 제공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국과 이라크 양자차원의 지원 이외에 유엔 및 세계은행을 통한 이라
크재건 신탁기금(IRFFI: International Reconstruction Fund Facility for Iraq)에 2004~2005
년까지 총 1,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우리 정부의 대이라크 지원 결정(2억 6천만 달러)은
단일 사업으로는 우리 ODA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04년부터 이라크 재
건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이라크 재건 핵심그룹(Iraq Core Group)과 이라크 재건 신
탁기금의 공여국위원회(Donor Committee) 회원국으로 참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
였다.
이처럼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한 핵심 논의기구에 참가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이라크 관
련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3)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우리 정부는 2002년 1월 도쿄에서 개
최된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한 각료급
회의에서 2002~2004년간 총 4천5백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지원계획을 발표
하여 2002년 1천만 달러, 2003년 1천5백
만 달러, 2004년 2천만 달러를 원조하여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기존 사업의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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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아프가니스탄 재건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카불공
대 IT센터 기공식(2005년 3월 31일, 카불)

리 차원에서 2005년에 추가로 150만 달러를 원조하여 대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약속을
100% 이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6~2008년까지 3년간 총 8백만 달러를 아프가니스탄 농촌개발 사업, 공
공부문 개혁 등에 무상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측이 희망할 경우 도로, 수도,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지원
제3장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에서 발생한 지
진해일로 인도네시아에서만 12만 명 이상
이 사망하는 등 총 사망자 수 20만 명, 이재
민 수 1백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사상 초유
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 발생 직후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8개 피해국에 총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그간 우리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지역에서 진료 활동중인 KOICA 긴
급구호 봉사단(2005년 1월 16일, 동부 바티칼로아)

정부의 해외 재난에 대한 긴급지원 중 최대
규모였다. 우리 정부는 동 지원 약속액 중 5백만 달러를 현금, 물자, 구호인력 파견 등의 형
태로 긴급지원하였다. 나머지 4천5백만 달러는 피해국에 대한 중장기 재건복구를 위해 지
원하기로 하였다.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복구지원은 우리 정부의 길지 않은 해외 긴급원조 역사에 큰 영
향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쓰나미 피해지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해외긴급원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해외긴급구호법안 마련 및 매뉴얼 작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중
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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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키스탄 지진 피해 복구 지원

2005년 10월 8일 파키스탄에서 대규모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직후, 우리 정부는
총 3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긴급구
호팀 선발대를 피해지역에 급파하여 구
호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한편, 추후 정
부 및 민간이 파견하는 구호팀의 활동을

파키스탄 지진 피해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KOICA
긴급구호단(2005년 10월 14일, 무자파라바드)

지원토록 하였다. 이후 의료팀과 구조팀
중심으로 구성된 총 39명의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활발한 구호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사망자 수가 8만 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점차 커지자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도 확
대되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1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약속액은 총 420만 달러(20만 달러 규모의 의료단 별도)에 이
르렀다. 한편 무상지원과는 별도로 2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지원도 양국 정부간에 협의중
이다.

6)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2006년 3월 아프리카 3개국을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
원확대계획을 명시한「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10개 분야에서의 아프리카 지원 방안을 담은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2008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 예산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확대되는 예산은 아프리카 연수생 1천 명 초청, 질병퇴치를 위한 의료·보건 분야 지
원 확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수산업 분야 지원 확대, 첨단 정보기술(IT) 전수, 한국·아
프리카간 통상투자 확대 등 아프리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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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개
발계획에 입각한 개발수요와 우리의 아
프리카 진출 확대가 조화를 이루는 구체
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니셔티브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현
안으로 대두한 동아프리카 기근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수자원 개발사업을
나이지리아 국빈 방문중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노무현
대통령(2006년 3월 10일, 아부자)

착수하였다.

항 목

주요 내용

2008년까지 대아프리카 ODA 3배 확대

• 무상원조 예산 획기적 증액
• 확대 예산은 선정(善政)을 펼치는 국가에 집중 지원

한국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

• 향후 3년 내 아프리카인 1000명을 한국에 초청
• 봉사단 파견인력을 확대해 지역개발 활동 전개

아프리카의 아동사망률 감소, 질병 퇴치 지원

• 의료단 파견 확대
• 병원 건립, 의료장비 및 백신 개발 지원

아프리카 기초교육, 직업교육 지원으로 인적 개발

• 학교 건립과 교육정보화 지원
• 직업훈련센터 건립, 관련 분야 교사 초청 연수

아프리카의 식량문제 해결, 1차산업 육성 지원

• 농업기술 전수 및 농촌 인프라 구축 지원
• 어업 및 수산 양식 분야 기술 지원

한국의 첨단 IT기술 공유로 정보화 격차 해소

• IT 분야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확대
• IT 훈련원 건립, 전자정부 사업 지원

다양한 분야의 한국·아프리카 협력체제 구축

• 민·관·학 협의체인 한국·아프리카 포럼,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 포럼 활성화

국제기구와 협력해 아프리카 개발 효율성 증진

•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세계관광기구(WTO)와 협력사업 추진

아프리카의 무역 역량 배양 및 통상·투자 확대

•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수입 품목 확대
• 통상 투자사절단 파견 등 기업인간 교류 확대

스스로의 주인의식 제고 방향으로
아프리카 협력 사업 추진

• 아프리카연합(AU)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동반자 관계
(NEPAD)와 자주적 노력 지원 위한 협력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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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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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개발협력 추진 방향

우리나라는 전후 재건, 경제개발, 민주화 등을 성공리에 달성하고 반세기 만에 세계 제10
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개발사례는 현대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여타 개발도상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그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를 기
대하고 있다.3)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를 우리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ODA의 90% 이상을 무상원조 중심
으로 제공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도 ODA를 무상원조 중심으로 확대하도록 할 방
침이다.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이념, 목표, 시행 조정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
외원조기본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다국가 소액지원 중심의 원조형태를 선택과 집중의 기조 아래 중점협력국 집
중지원 중심의 형태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원조동향에 발맞추어 아프리카
등 최빈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우리는 1960~1999년까지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를 받은 반면, 1987년 유상원조기금(EDCF) 설립 이후 2005년까지 약 37.9억 달
러(양자 23.2억 달러, 다자 14.7억 달러)의 대외원조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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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2005년 8월 국무조정실 실시,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
외
교

돋
보

1. 대외원조에 대한 찬반

기

대외원조 찬반
적극 찬성

찬성 이유

%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

28.9

과거 우리도 혜택을 입었기 때문

27.7

국제적 이미지나 위상 제고

23.6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가능

18.6

반대 이유

%

원조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음

76.1

국익에 별로 도움 안 됨

8.8

개도국 빈곤해결에 도움 안 됨

8.7

타국 문제에 신경 쓸 필요 없음

4.2

6.7%
잘 모름
반대하는 편
적극 반대

찬성하는 편

28.8%

55.6%

5.4%

2. 현재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 규모에 대한 평가

3. 대외원조 결정시 우선순위

국력 감안시 규모 평가

대폭 확대

7.1%
잘 모름

3.6%

축소해야

13.0%
현재 수준 적절

35.8%

약간 확대

(단위 : %)

국제적
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

국가
이미지
향상

24.6

39.5

18.6

우리 기업의
개도국과의
해외진출
협력 증진
지원

40.5%
8.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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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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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발재원 확보를 위하여
정정섭(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

전

지난 반세기 동안 숨 가쁘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이제 우리는 경제규모 세계 10위라는 국제
문

가

적 위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중견국
으로 성장하여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칼
럼

일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빈곤퇴치 노력에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았을 때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국제사회 기여도의 대표적인 척도로 볼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자. 우리 정부의 공적개
발원조 금액은 2005년도 현재 7억 달러 수준이다. 1인당 지원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 5~12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아시아 지
역에만 편중되었다. 절대빈곤의 상징인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전체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의 5% 정도
만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조는 3%에 불과하다. 물론 최근 우리 정부가 공적
개발원조 규모를 2009년까지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
를 통해 대(對)아프리카 원조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전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 동유럽 국가에서의 빈곤 퇴치는 나름
대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여전히 많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에이즈 등 질병의 만연,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기근 등으로 여전히 절대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자금만 가지고는 전세계 빈곤지역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이다.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많으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유엔이 기대하는 선진국의 공적개발원
조 지원규모는 국민총소득 대비 0.7%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개발도
상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매년 전세계적으로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
요하다.
이처럼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 중 프랑스가 도
입을 추진하고 있는 항공권 연대기여금 제도가 가장 주목된다. 이 제도는 항공기 이용객들이 여러 가
지 의미에서 세계화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착안하여 항공기 이용 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제적 빈곤 퇴치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프랑스는 항공기
티켓에 1유로에서 40유로까지의 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모은 기여금을 주로 아프리카 지역의 에
이즈, 결핵 퇴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칠레, 영국, 브라질 등도 이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한다.
흔히들 세계화는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동시에 주고 있다고 한다. 적어도 필자는 세계화가 그 동
안 도외시되었던 전세계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공적개발원조 확대 이외에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공권 연대기여금 운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는 세계 10
위의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글로
벌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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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Korea 전파를 위한
문화·홍보활동 강화

2005년「한·일 우정의 해」를 맞
아 정부는 한·일 현대미술 교류
전(2월 3일), 한·일 합동연극 순회
공연(5월 13일~6월 19일) 등 172건
의 문화행사를 지원하였다. 특히
한·일 우정의 해 홈페이지
(www.friendship2005.net)를 상설
운영하여, 민·관이 주최하는 각
종 행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일 우정의 해 기념콘서트(2005년 12월 7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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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적 문화외교 행사의 성공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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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류축제한마당(9월), 한·일 우정의
해 콘서트(12월) 및 대부분의 행사들이 양국 국
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
었다.
한편 독일의「한국의 해」를 기념하여 정부는
베를린 독일역사 박물관 내 한국영화제(12월 6
일), 국립극장의 코리아 환타지 공연(9월 24일)

등 약 115건의 문화행사를 지원하였다.
두 행사 모두 준비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참
여하는 추진위원회1)를 구성하여 행사 전반에
걸쳐 민간 전문가의 의견과 국내여론을 제도적
으로 수렴하였다. 또한 관련부처간 긴밀한 실

독일『한국의 해』첫 행사로 개최된 오늘의 한국 예술
영화 포스터(2005년 1월 6일~2월 6일, 독일)

무협의를 통해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한 점이 국가적 문화외교행사
의 성공적 개최 요인으로 꼽힌다.

2. 민간 예술단체 해외 공연 지원

정부는 한국·싱가포르 수교 30주년, 한국·체코 수교 15주년, 한국·러시아 수교 15주
년, 한국·베네수엘라 수교 40주년, 멕시코 한인 이민 100년제 등 주요 외교행사를 포함,
세계 34개국에 총 26개의 민간 예술단체를 파견하였다.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자문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결과와 함
1

『한·일 우정의 해』민간 자문 및 실행위원 박성용 금호문화재단 이사장, 탤런트 최지우 등
독일『한국의 해』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강준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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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공연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선호도, 외교적 중요성 등
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연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공
연단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해당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협
조, 공연 접수국의 정부, 민간 주요인사 집중 초청, 사후
공연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외교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멕시코 한인 이민 100년제 포스터
(2005년 5월 3~30일, 멕시코시티)

3. 인적 교류의 활성화

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각종 유·무상 협력사업을 홍보
하여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5년에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모로코, 레바논,
세르비아 등 8개국에서 9명의 언론인을 방한 초청하였으며 동 언론인들은 귀국 후에 한국
의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설명하는 등 홍보효과를 높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에는
8개국에서 유력 언론인 8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국제청소년 교류
사업을 통해 타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또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ASEAN 회원국 10개국과 대학생 교류사
업을 펼치고 있다. 2005년에는 54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2조로 나뉘어 싱가포

한·ASEAN 미래지향적 청소년교류행사에 참가한 각국 청소년들
(2006년 2월 16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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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을
방문하였고(1월 27일~2월 5일), 122명의 ASEAN
대학생을 초청하였다(2월 16~25일). 하반기에는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을 통해 각각 30명의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였다. 중국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교류사업에 따라 29명의 중국 공
무원을 초청했고(8월 25일~9월 2일), 28명의 우

한국어 연수 펠로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지방답사(2005
년 5월 26일, 경주)

리 공무원이 중국을 방문하였다(10월 18~26일).
또한 외교통상부는 산하단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을 통해 미국, 일
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의제를 토론하는 양자포럼 및
차세대 지도자 방한 초청사업, 한국연구 분야의 교수와 학생 대상의 각종 연수 펠로십
(fellowship) 등 다양한 인적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 문화 관련 다자 논의 참여

우리 정부는 문화다양성 협약 2) 체결과 같은 문화 분야 글로벌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
고 있다. 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무형유산보호협약3)의 채택을 지지
하며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15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4) 위원국(2006~2009년)으로 선출되어, 우리의 강릉단오제가 인류구전 및 무형
2

세계화로 인한 문화적 획일화에 대항하여 각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조치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2005년 10월 20
일 UNESCO 총회에서 채택되었다(현재 미발효).

3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국제적 협약으로 2003년 10월 17일 채택되었으며, 2006년 4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는 2005년 2월 9일 동 협약에 가입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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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걸작5)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활동적
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세계무대에서 다각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5. 한류를 활용한 한국문화 홍보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한류 전파를 지
원하고자 한류확산의 진원지인 중국과
공관을 중심으로 한류지원협의체를 구
성하고,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
여 현지 지원전략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한류의 보다 원활한 해외
소개 기반을 마련하고 지구촌시대에 부

한·ASEAN 15주년 기념 한류스타 순회공연 참가 공로로 양미
경 씨와 조정은 양에게 감사패 전달(2006년 3월 21일, 서울)

합하는 상호문화 교류를 지향하고자 외
국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등 쌍방향 문화교류도 진행중이다. 튀니지(6월), 베트남(9월), 라
오스(10월)의 문화공연단을 방한 초청하였으며, 9월 1일 정식 개관한 한국국제교류재단 문
화센터를 통해 우리 국민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외국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한류가 일방적 문화전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문화 교류의 기반역할을 하
도록 도울 것이다.

4

각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심의하여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되는 유산을 세계유산
으로 지정하는 국제적 기구이다.

5

각국에 존재하는 무형유산 중 탁월한 가치가 인정된 무형유산을 걸작으로 선포·보호하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그
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년 5월), 판소리(2004년 11월), 강릉단오제(2005년 11월)를 걸작으로 등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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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동남아지역에 소재하는 우리

제3장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한·일 대학생 교류 참가기 (2005년 11월 8~17일)
김현석(한양대학교 4학년)

현
일본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모두 언급하기 어렵지만,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장

의

첫째, 일본은 메이지유신 등으로 우리보다 서구화와 근대화가 일찍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
리보다 전통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었다. 여전히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즐겨 입고, 그 외에도 스모,
가부키, 일식 등 다양한 전통 문화가 현대에도 향유되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혹은

목
소
리

그 분야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전통문화가 일본에서는 서구화되지 않은 채 고유
한 형태로 친숙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또한 방문 이전에는 역사를 비롯한 이웃국가로서의 문
화적 동질성만을 생각해 왔지만, 체험 후에는 우리와 상당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백
문이 불여일견(百聞而 不如一見)이라는 말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였다.
둘째, 항상 준비하는 국민성에 대한 측면이다. 우리 일정을 담당했던 기카이 선생님, 모리시타 선
생님, 사카모토 선생님은 철저하리만큼 그룹 인솔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 시간 엄수는 물론,
박물관에서 통역이 제공되는 PDA뿐만 아니라 차질 없는 일정 진행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인의 모습
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특히 웃어른을 모시고 강연을 듣는 시간에는 학생으로서 예의 바른 모습을
강조하시고, 그룹 행사가 끝난 후 담당자들에게 양해와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는 기카이 선생님의
모습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일본인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아울러 도쿄, 교토 등지에서 만난 현지인과,
성심성의껏 편의를 돌봐주신 오오츠 민박 관계자분들을 통해서도 항상 준비하는 국민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교통체계와 도시행정에서 느끼는 바가 컸다. 단적인 예로 노점상 등으로 인해
보행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었다. 차량들의 교통신호와 정지선 준수도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특히
모든 기반시설을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3개 국어로 병기 표기하여 외국인을 배려하고 있었다. 일
본의 거리는 도로 체계로 이루어져 원하는 장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도쿄의 야경은
서울의 외양과 어느 부분 흡사해 보이지만, 이처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체계적인 도시시스템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은 일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추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기에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일 청소년 교류에 힘쓴 일본 고지마 프레스의 고지마 료지로 회장
수교 훈장 수여식(2005년 7월 4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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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국악 실내악단 공연에 요르단이 들썩이다
김기 기자(2005년 7월 10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현
장

의

7월 5일 요르단 수도 암만의 알 후세인 극장에서 열린 한국 공연에 암만이 들썩였다. 주요르단 한
국대사관(대사 신연성) 초청, 외교통상부 후원으로 장도에 나선 여성국악 실내악단 다스름은 요르단
문화부장관을 비롯한 요르단 국민과 우리 교포의 심금을 울렸다.

목
소
리

…… 중략 ……

다스름의 공연 1부는 영산회상 중 타령, 수룡음, 거문고 산조, 판소리, 시나위와 살풀이춤으로 구
성되었다. 당의를 곱게 차려입은 다스름의 1부 연주는 우선 시각적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는데

령, 수룡음, 산조 등의 느린 음악은 지루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요르단 국
민들은 한국전통음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휴식시간에도 빠져나가는 관객은 거의 없었다. 이어지
는 2부 창작음악 공연에서는 1부와는 달리 조금 편한 느낌으로 감상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이번 공
연은 요르단에 유학 온 학생들과 교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 중략 ……

2부의 다스름 공연은 박범훈, 이준호 등 한국 최고 작곡가들의 곡인 신뱃놀이, 그 저녁 무렵부터
아침이 오기까지와 다스름 대표인 유은선 씨가 작곡한 보길도의 아침, 창(窓) 내기 등이 이어졌다.
그 외 아일랜드 민요와 진도아리랑 그리고 요르단 민요를 연주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낯선 외
국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노래를 연주하면 기쁘고 행복하다. 진도 아리랑에 이어진 요르단 민요에 요
르단 관객들은 합창으로 호응하였다. 공연이 끝나도 끊이지 않는 박수에 다스름은 다시 무대로 나와
아리랑과 요르단 민요를 연주했고, 앙코르로 요르단 민요를 연주할 때는 요르단 시민들이 무대로 나
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국악실내악단 다스름 공연
(2005년 7월 5일, 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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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였다. 단조 노래에도 빠른 비트가 가미되는 요즘 중동국가들의 대중음악 경향으로 볼 때,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