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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전방위 정상외교 및 고위급 외교

1. 정상외교의 의의
정상외교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비전과 철학을 바탕으로 전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의
외교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외교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간, 지역간, 범세계적 차원의 다양하고 폭넓은 새로운 이슈
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상외교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정상외교는 단순히 기존의 이슈나 상황의 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중장기 외교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대내외에 제시하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새롭게 국익을 창출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정상간의 상호 방문은 국가간의 오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의 양자관계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우리 외교의 비전을 발신하고,
현지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과 동료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된다.
또한, 정상간 우의와 신뢰가 축적될 경우, 장기간 난항에 빠졌던 외교 사안을 극적으로 타결
하거나 일국의 정책구현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
정상외교는 전문가 외교, 부처별 외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외교정책 목표 우선
순위에 따라 각 부처와 국민들의 역량과 국력을 결집·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정상외교는 국가 외교력의 총
결산이자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중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안배와 전략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전방위 정상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히,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유럽, 중앙아시아 등으로 정상외교의
외연을 확대하여 6차례에 걸쳐 16개국 방문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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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주지역 정상외교
1) 한·일 정상회담
서울 정상회담

2006년 10월 9일 서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새로 취임한 아베 신조 총리간 개최된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의제는 북한핵실험 발표에 관한 대응방안, 그리고 한·일 양국간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
인식 문제였다.
동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한·일 관계의 발전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조성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과거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나가 버린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는 문제이고, 동 문제가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
하였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일 간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무라야마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군대위안부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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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역시 고노 관방장관이
발표했던 일본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서 양 정상은, 2006년 안으로
제2기 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으며,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2006.10.9, 청와대)

과거 역사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포괄적인 언급을 하는 한편, 양국간에 존재하는 정치
곤란을 극복하고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관계를 기초로 한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관계 및 통화
금융질서에 있어서의 동북아시아 협력관계 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APEC 계기 정상회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정상은 2006년 11월 18일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비롯해 역사문제, 북핵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 한·중 정상회담
베이징 정상회담

2006년 10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전례 없는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및 동북아 지역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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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였다. 또한 양국정상은
한·중 경제통상 협력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
하였으며, 한·중 양국이 합의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 시켜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하노이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한·중 정상회담(2006.10.13, 베이징)

17일 APEC 정상회의 참석계기에

합의를 이끌어낸 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중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의 계기에 원자바오
(溫家寶)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 등 각종 양자 및 다자회의를 통해 북핵문제의 조속하고도
평화적인 해결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3) 한·몽골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5월 7일
부터 10일까지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국빈 방문하고 엥흐바야르
(Enkhbayar) 몽골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몽골
건국 800주년의 해에 국가 정상으
로서는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하여,
한· 몽골 정상회담(2006.5.8, 울란바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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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6자회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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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21
세기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
를‘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국의 기술·자본과 몽골의 천연자원을 결합하여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IT 분야, 사막화 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조림사업 등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베트남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17일
오후 국가주석궁에서 응웬 밍 찌엣
(Nguyen Minh Triet)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2007년 수교 15주년을 맞아
2001년 공동 선언한‘21세기 포괄적
한·베트남 정상회담(2006.11.17, 하노이)

동반자 관계’
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정상 회담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2004년 노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시 지원 의사를
밝힌 베트남 중부지역 병원 건립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3,500만불 규모의 사업으로 우리의
무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이다.

5)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하여 11월20일 훈센(Samdech 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경제·통상, 개발협력, 문화, 영사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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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확대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캄보
디아 경제발전을 위한 우리측의 지원 노력 의사를 전달하였고, 훈센 총리는 우리 정부의 경제
발전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정상회담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국 외무장관 및 노동장관간 캄보디아 지방행정전산망
구축 시행 약정, 고용허가 송출 양해각서, 외교관·관용 여권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다.

6)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4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앞에서 개최된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고, 이어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투자, 자원·에너지, 방산, 개발협력, 노동, 산림, 정보통신, 문화, 영사, 비전통적 안보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유도요노 대통령도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은‘한·
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관계’구축
과 제반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에 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인니 원자력
협력협정, 한·인니 관광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인도네시아 정상 공동선언 서명(2006.12.4, 자카르타)

제 1 절 전방위 정상외교 및 고위급 외교 77

제3장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

양 정상은 양국간‘전략적 동반자관계’
(Strategic Partnership) 구축에 합의하고,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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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필리핀 정상회담

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세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3일 세부
컨벤션 센터에서 금번 회의 의장국인 아로요(Gloria M. Arroyo)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2005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시 합의사항인‘필리핀 투자청
내 한국전용 창구’
(Korea Desk)가 2007년 1월 17일 개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유학중인 우리 어학연수생들의 편의를 위해 이들에게 발급하고
있는 관광비자의 유효기한을 현재의 1개월에서 이들의 학업기간에 맞도록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필리핀의 지지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아로요 대통령은 우리 어학연수생 관광비자 문제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필리핀의 오랜 관심사항인 바나나 수입관세를 금년부터 기존
40%에서 10% 인하키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한국전력이 투자한‘나가’석탄화력발전소 및
한진중공업이 추진중인‘수빅’
조선소 건설 관련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아로요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바나나 수입관세 인하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한국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답하였다.
노 대통령은 2006년 10월 12일 북핵 문제와 관련한 ASEAN 의장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동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데 대해 의장국인 필리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아로요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과 NPT 복귀를 위해 ASEAN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8) 한ㆍ호주 정상회담
2006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호주를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6일 하워드(John
Howard)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현안은 물론, 북핵문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호주간 실질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통상부문에서의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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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사회보호협정, 철새
보호협정, 수출보험협력약정, 투자유치약정 등 총 6개의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LNG, 석탄 등 에너지·광물자원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으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민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실시에도 합의하였다.

9)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국빈 방문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하여 12월 8일 클라크
(Helen Clark)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21세기 동반자 관계’
(A Partnership

채택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양국 외교장관간 연례 교환방문 및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민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는 한편, 정보통신, 통상·
투자, 영화·문화, 방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정보
통신 협력 약정, 무역투자 협력 양해각서,
생명공학 협력 양해각서 등 한·뉴질랜드
간 총 3개의 약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함
으로써, 양국간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뉴질랜드 정상회담(2006.12.8, 웰링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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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총독 방한

카트라이트(Silvia Cartwright) 총독은 뉴질랜드 총독으로서는 최초로 2006년 4월 19일
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여 4월 20일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고위
인사교류 활성화, 경제·통상관계 확대, 과학기술 및 문화협력 증진, 국제무대협력 강화 등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3. 미주지역 정상외교
1) 한·미 정상회담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9월 14일과 11월 18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9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6자회담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
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 양국이 협의해 온‘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이를 통해 6자회담 재개 및 2.13 합의 도출에 이르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그간의 동맹
재조정 합의·이행 과정을 평가하고 앞으
로도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지속
이라는 기반 위에 양국이 상호 필요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맹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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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2006.11.18, 하노이)

밀도있게 협의하여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한·
미 동맹에 대한 양 정상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하고 2006년 10월 개최된 제3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추진을
위해 한·미 양측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 한·캐나다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4차 APEC 정상회의 계기
에 하퍼(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양국 관계 증진 방안,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하퍼 총리는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캐나다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에너지·자원 분야 등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아프간 재건 지원 문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3) 한·도미니카 정상회담
2006년 6월 29일~7월 1일간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페르난데스(Leonel
F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이
방한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으로
서는 처음으로 방한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책에 대해 지지를 약속
하였다.

도미니카 대통령 공식환영식(2006.6.30,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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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은 1962년 수교 이래 최초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정보화, 교육정보화 등 IT
분야와 전력설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 투자업체의 도미
니카공화국 진출 및 영업활동에 대해 도미니카 정부는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엘살바도르 정상회담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카(Elias Antonio Saca)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
으로 2006년 10월 24일~26일간 국빈 방한하였다. 사카 대통령의 방한은 1970년 산체스
전 대통령 이래 두 번째 방한으로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 정상은 통상·투자 증진 및 개발협력 등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방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중미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투자분야 다변화, IT 협력, 중미 인프라 사업 참여 등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구주지역 정상외교
1) 한·크로아티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6일 국빈 방한한 메시치(Stjepan Mesic) 크로아티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메시치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 크로아티아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방한
하였다.
메시치 대통령은 크로아티아가 동남부 유럽 진출의 관문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크로아
티아 진출을 희망하였고, 특히 자동차, 조선, 철도, 공항·항만시설 현대화 분야에서의 협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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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업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 업체의 크로아티아 진출을 정부 차원
에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의 대크로아티아 지원, 크로아티아의
EU 및 NATO 가입 동향 및 유고 연방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2) 한·그리스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리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2006년 9월 3일부터 5일
까지 그리스를 국빈방문하여 파폴리
아스(Karolos Papoulias) 대통령과

그리스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해 사의
를 표명하고 양국간 정서적 유대감을

한국전 참전 그리스군 용사들을 격려하는 노무현 대통령(2006.9.3, 아테네)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그리스가 각각 강점을 지닌 조선, IT 분야와 관광, 해운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그리스의 에게해 도서 개발 노하우가 한국의 서남해안 개발 사업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동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발칸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국토 균형
개발 사업에 유용한 그리스측 경험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루마니아를 국빈방문하여 2006년 9월 6일
바세스쿠(Traian Basescu)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두 나라가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지역정세, 테러리즘, 에너지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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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체르나보다 원전 건설
사업 참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표명하였다.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한·루마
니아 우호·협력과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에 서명하여 원자력
에너지, IT,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
한·루마니아 정상회담(2006.9.6, 부카레스트)

4) 한·핀란드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7일
~8일 그리고 12일에 핀란드를 국빈
방문(10일~11일간은 ASEM 정상회의
참석)하고 할로넨(Tarja Kaarina
Halone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WTO DDA 협상, 유엔개혁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들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핀란드 정상 의장대 사열(2006.9.7, 헬싱키)

강대국과 약소국, 선진국과 개도국간
호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궁극적

으로는 공정한 세계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교류 협력 동향 및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할로넨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교역·투자 확대, 과학기술, IT 협력 강화, 핀란드 항공
직항로 개설, 교육·문화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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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독일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참석중인 2006년 9월 10일 독일의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등 특수한 협력 관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향후 통상·투자, IT·과학기술
분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한· 독일 정상회담(2006.9.10, 헬싱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독일 정부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였고, 메르켈 총리는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6) 한·프랑스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자크 시락(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은 2006년 9월 11일 ASEM 정상
회의 계기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양자간 협력 증진 방안 및 레바논 사태, 국제
개발협력 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해 협의하
였다.
시락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결의에 대한 전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
으며, 외규장각 도서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언급

한·프랑스 정상회담(2006.9.11, 헬싱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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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레바논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 국제빈곤퇴치를 위한 항공권 연대기여금
도입 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7) 한·덴마크 정상회담
ASEM 계기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11일 덴마크의 라스무슨(Anders Fogh Rasmussen)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덴마크의
선진 농업제도 및 고용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동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서울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23일, 실무 방한한 라스무슨(Anders Fogh Rasmussen)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환경, 교육, 생명공학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라스무슨 총리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분야와 환경 분야에서 덴마크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협력을 희망하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분야에서
덴마크를 벤치마킹하는데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간 교사 및 학생 교류
확대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한·폴란드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참석중인 2006년 9월 10일 폴란드의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최근 우리 기업의 활발한 폴란드 투자 등
양국 교역 및 투자의 급속한 증가 추세를 평가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및 유엔 등 국제무대
에서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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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10일 슬로바키
아의 피초(Robert Fico)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 확대 등 양국간 협력관계 진전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피초 총리는 우리 정부의
슬로바키아 주재 공관 격상 추진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한· 슬로바키아 정상회담(2006.9.10, 헬싱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10일 영국 블레어(Tony Blair) 총리를 대리하여 ASEM 정상
회의에 참석한 프레스콧(John Prescott) 부총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6자회담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프레스콧 부총리는 양국 관계가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증대 및 IT, BT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영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프레스콧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11) 한·러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19일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6자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005년 11월 19일 양국 정상간 합의한‘행동 계획’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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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에 따라 자원·에너지, 우주항공, IT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하노이 한·러 정상회담은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후 1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고 한·러 양국간 실질경제
협력의 수준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러시아 정상회담(2006.11.19, 하노이)

12)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8일 국빈 방한한 유센코(Viktor Yushchenko) 우크라이
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과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우주항공 및 방산분야에
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양 정상은 유센코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방산군수협력협정에 서명
하였다. 유센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무국적 고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구상을 담은 각서를 전달하였다.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2006.12.18,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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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EU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9일 유럽연합(EU) 의장국인 핀란드의 바하넨(Matti
Vanhanen) 총리 및 바호주(Jose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제3차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한·EU간 협력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교역·투자 및 경제·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양측은 한·EU간 무역·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갈릴레오 프로젝트,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와 같은 과학기술협력 분야
에까지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EU FTA 예비협의가 예정대
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목하고 FTA 체결은 양측관계를 한층 격상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
이하였다.
제3장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

5. 중앙아시아 지역 정상외교
1)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
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
다. 이번 회담은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6번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
정상은 한·우즈베키스탄간‘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을 채택
하였다.

한·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06.3.29,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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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과 에너지·광물자원 공동개발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동북아와 중앙아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은
우즈베키스탄내 4개 석유, 가스전 공동개발에 합의하였으며, 교육용 컴퓨터 공급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지원 약정, 고용허가
제 관련 노동부간 양해각서를 비롯한 24개의 약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국 정상은 우
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20만 고려인 동포들의 민족적·문화적 발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
기로 하였다.

2) 한·아제르바이잔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5월 10일~12일까지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인 아제르바이잔을
국빈 방문하고,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 대통령의 아제르
바이잔 방문은 1992년 수교 이후 국가원수로서 첫 방문으로, 양국 정상은‘한·아제르바이잔
간 협력관계 원칙에 관한 공동선언’서명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상주대사관 설치, 교역 및 투자확대,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IT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또한, 동 정상회담 계기에 항공협정, 문화협정과 에너지, 건설, 교통, IT 등 4개의 기관간
약정 체결이 체결되어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구축되었다.

6. 아·중동 지역 정상외교
2006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과의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발히 전개
되었다. 특히 아프리카와는
‘아프리카의 해’
라고도 불릴 정도로 정상급 인사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3개국을 순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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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5개국 정상 및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집행위원장 등이 방한하였다.
또한, 중동지역과의 고위인사 교류도 활발하여 노 대통령은 2006년 5월 중동지역의 아랍
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하였다.

1)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순방하였다. 동 순방은 1982년 이래 24년만에 이루어진 정상 방문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양자간 실질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이집트를 방문하여 무바라크(Muhammad
Hosni Mubarak)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교역·투자, IT, 개발협력, 건설·
플랜트, 방위산업, 관광 분야 등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에 합의하고, 중동정세 등 주요
국제문제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이집트 확대정상회담(2006.3.7, 카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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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은 이번 이집트 방문을 통해 아랍권의 핵심 국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와 상호 신뢰 및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이집트의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중동·아프리카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국가인 이집트와의 협력 확대는 우리 기업의
동 지역 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에 이어 2006년 3월 9일에서 11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 오바산조
(Olusegun Obasanjo) 대통령과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동 정상
회담을 계기로 2008년까지 대아프리카 ODA 규모를 2005년 대비 3배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Korea’
s Initiative for Africa’
s
Development)를 발표함으로써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모색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구체화 하였다.
또한, 동 회담에서는 탐사광구 생산물 분배계약 및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서부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한·알제리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알제리를 방문하여 부테플리카
(Bouteflika)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알제리간‘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선언하고, 제반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 알제리의 풍부한 자원과
숙련된 인력을 결합하여, 양국 경제를
발전시켜나가기로하고, 알제리의인프라
건설 및 민영화 사업, 초고속 통신망 구축
한·알제리 정상회담(2006.3.12, 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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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IT 분야 육성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에너지·자원 협력 약정과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하였다.

2)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UAE를 방문,
5월 13일 칼리파(Khalifa)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1980년 한·UAE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정상방문이자,
중동 지역의 국제 정치경제적

한· UAE 정상회담(2006.5.13, 아부다비)

위상증대에 따른 외교환경 변화
에 적극 대처키 위한 것으로, 동 방문을 통해 우리의 제2위 원유 도입국이자 중동지역 제 2위
수출시장인 UAE와의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개발경험과 기술력을 UAE의 자본·자원과 결합하여 각각 동북아 및
중동지역의 허브인 양국이 상호 윈-윈하는 협력 체제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은 에너지·자원·건설·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교육, IT, 과학기술,
투자, 방산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대중동 진출거점으로서 UAE의 역할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의 UAE 진출 확대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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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UAE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동 협정에 의
거 양국간 장관급 공동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IT, 건설, 에너지·자원 분야 등 협력
분야별로 총 6개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제1차 한·아프리카포럼 계기 아프리카 5개국 정상 방한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계기에 발표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로서
양 지역간 민·관합동협의채널인
제 1차 한 · 아 프 리 카 포 럼
(Korea·Africa Forum)이‘21세기
아시아·아프리카 공동번영을 향
하여’
라는 주제하에 11월 8일 서울

한·아프리카 포럼 참석자 초청 만찬(2006.11.8, 서울)

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동 포럼 참석 계기에 방한한 콩고, 나이지리아, 가나,
탄자니아, 베냉 등 5개국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6일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에 참석차 방한한 오바산조
(Obasanjo)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우리 기업의 나이지리아
원유·가스전 개발사업, 수력발전 및 철도 건설사업 참여 등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대우건설 한국인 직원 피랍사건 발생시,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여준
신속한 해결 노력이 우리 기업들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포스코
(POSCO)의 나이지리아 철도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와 에너지·자원 개발분야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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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콩고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8일
사수-은게소(Sassou-Nguesso) 콩고
대통령과 1961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주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개별 협력가능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 콩고 정상회담(2006.11.8, 청와대)

2006년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을 겸하고 있던 사수-은게소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반 노력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을 발전의 모델로 상정하고 있음을

위한 우리 전문가 파견 등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으며, 동 계기에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가나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8일에는 쿠푸어(Kufuor)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두 정상은 가나 출신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 후임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임명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베냉 및 한·탄자니아 정상회담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8일 보니 야이(Boni Yayi) 베냉 대통령 및 키크웨테
(Kikwete) 탄자니아 대통령과도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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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위급 외교
정상외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없다. 그러나 국정운영과 대외정책 추진간의 균형, 시간적·
지리적 제약 때문에 모든 국제 문제를 정상외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고위급 방문외교이다.
고위급 방문외교의 다변화, 정례화는 국가간 정책협력에 있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킨다.
또한 고위급 방문외교는 정무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증진 분야에서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가능케 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정상외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6년 한 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은 각각 7개국, 10개국, 40개국을
방문하여, 정상외교를 보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근 4년간 고위급 방문외교 성과
구 분

국회의장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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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2003

미국, 멕시코, 체코

2004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2005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바티칸,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우크라이나,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2006
2003
2004
외교
통상부

2005

장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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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포르투갈, 불가리아, 독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세네갈, 남아공, UAE, 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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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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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벨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라오스, 인도, 중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유엔, 헝가리, 슬로베니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스위스, 가나, 영국, 콩고, 프랑스,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페루, 아르헨티나,
UAE, 인도네시아, 덴마크, 러시아, 교황청, 슬로바키아, 그리스, 몽골, 아제르바이잔,
카타르,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남아공, 카자흐스탄, 이태리, 스페인, 중국, 세네갈,
감비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뉴질랜드, 호주, 루마니아, 핀란드, 필리핀

제 2 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1. 유엔 외교의 강화
우리나라는 제60차 유엔 총회 정상급회의에서 채택된 포괄적 유엔 개혁 이행 노력을 포함
하여 유엔에서 논의된 모든 범세계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인권이사회

사무국 운영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
유엔은 신임 사무총장 취임 이후, 유엔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유엔 개혁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며 우리는 유엔 개혁 방안이 우리의 유엔 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개혁안 채택 추진에 대해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중견 국가들과 연대를 맺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논의가 진행
되도록 외교적 교섭을 계속 펼치고 있다.
우리는 제61차 유엔 총회시 반기문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선출로 고조된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국내적 관심 및 국제사회의 기대를 바탕으로 유엔 개혁, 군축, 인권 문제 등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범세계적 이슈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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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Council)와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의 창설,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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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 의사결정에의 참여 확대
1)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와 안보관련 논의에 대한 우리의 참여 강화 및 유엔 내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2014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공식 입후보하였다.
선거는 2012년 제67차 유엔 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전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을 추진중이며, 특히 우리의 56차 유엔총회(2001년 9월~2002년 9월) 의장직 수행,
유엔 분담금 11위 수준 기여, PKO 활동 지속 참여 등 유엔 내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중심으로
우리의 비상임이사국 수임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2)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및 의장단 진출
우리나라는 2006년 3월 15일 유엔 결의를 통하여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초대 이사국 진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5월 9일 실시된 선거에서
유엔 회원국 2/3 이상인 148표를 획득하여 초대 인권이사국으로 진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시아내 선도적인 인권·민주주의 국가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으며, 구 인권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잘 수행한데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 볼 수 있다. 우리의 초대 인권이사국 진출은 인권이사회가 각종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주요 인권기구로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데 우리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6년은 군축 분야에서의 활동 또한 특히 두드러졌다. 우리나라는 제60차 유엔총회 제1
위원회(군축·국제안보위원회),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및 유엔
군축위원회(UNDC: UN Disarmament Commission) 등 유엔의 3대 군축기관의 의장직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다자외교 및 군축 분야에서의 우리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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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인권이사국
지 역
아시아
(13개국)
아프리카
(13개국)
중남미
(8개국)
서구
(7개국)

(6개국)

2년 : 일본, 파키스탄, 한국, 스리랑카
3년 :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중국, 요르단, 사우디
1년 : 남아공,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2년 : 가나, 잠비아, 말리, 가봉
3년 : 세네갈, 모리셔스, 지부티, 카메룬, 나이지리아
1년 :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2년 : 브라질, 페루, 과테말라
3년 : 멕시코, 우루과이, 쿠바
1년 : 네덜란드, 핀란드
2년 : 프랑스, 영국
3년 : 독일, 스위스, 캐나다
1년 : 폴란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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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국 가
1년 :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바레인

2년 :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3년 :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 2006.5.9 초대이사국 선거 결과 추첨(balloting)을 통해 임기 선정
※ 2007.5.17 임기 1년 국가의 임기만료로 인한 공석에 대한 선거 실시

3.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강화
우리나라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 10대 기여국으로, 유엔 PKO에 재정적인 기여
를 증대하고 2006년 12월에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356명 규모의 보병을 파견하기
로 결정하는 등 PKO 참여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PKO 참여 법안19)이 마련되
면 우리의 PKO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7월 현재 우리나라는 356명 규모의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 파견을 포함, 전체
8개 미션에 총 393명의 PKO를 파견함으로써 PKO 파견규모 기준 세계 38위 수준에 도달
19) PKO 참여 확대를 위한 국내 파견 절차 간소화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PKO 정책을 규정할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외교부와
관계부처 협의 하에 PKO 참여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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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우리의 PKO 참여 확대는 우리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금번 UNIFIL 파병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향후 정부는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PKO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관련법
제정 및 유엔내 PKO 논의 참여 증진 등 다양한 참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PKO 참여 현황 : 총 393명(8개 미션)
(2007년 7월 현재)

국 가(지역)

임

무

인도·파키스탄(UNMOGIP) 카시미르지역 정전 감시
그루지아(UNOMIG)

그루지아·압하지아간
휴전협정 이행감시

규

모

파견기간

군옵저버 9명

1994.11~현재

군옵저버 7명

1994.10~현재

라이베리아(UNMIL)

정전감시

군옵저버 1명, 참모장교 1명

2003.11~현재

아프가니스탄(UNAMA)

재건지원

군옵저버 1명

2003.11~현재

수 단(UNMIS)

정전감시

참모장교 1명, 경찰 7명

2005.12~현재

동티모르(UNMIT)

치안유지

군옵저버 5명

2006.12~현재

네팔(UNMIN)

치안유지

군옵저버 5명

2007.3~현재

레바논(UNIFIL)

휴전감시 및 안정지원

보병 356명

2007.7~현재

PKO 파병 현황
그루지아(UNOMIG)
아프가니스탄(UNAMA)

- 1994.10~
- 군옵저버 7명

- 2003.11~
- 군옵저버 1명

수단(UNMIS)

인도/파키스탄(UNMOGIP)

- 2005.12~
- 경찰 7명
- 참모장교 1명

- 1994.11~
- 군옵저버 9명

네팔(UNIMIN)
- 2007.3~
- 군옵저버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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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UNMIL)

레바논(UNIFIL)

- 2003.11~
- 군옵저버 1명
- 참모장교 1명

- 2007.7~
- 보병 356명

동티모르(UNMIT) - 군옵저버 5명
- 2006.12~
- 군옵저버 5명

4.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증진
우리 정부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영향력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및 고위직 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에
우리 국민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하여 1996년 부내에 국제기구인사센터를
설립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제
도 시행, 유엔 국별경쟁시험(National Competitive Recruit Examination) 유치,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www.unrecruit.go.kr) 운영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인프라 구축과 진출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한편,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당선되었고, 강경화 전 국제
기구국장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부판무관(Deputy High Commissioner)으로 임명됨으로써 인권분야 유
엔기구의 고위직(사무차장보급)에 진출하였다. 유엔 인권분야 주요 기구의 고위직 진출은 최근
우리나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괄목할만한 성과와 그간의 인권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75차 인터폴 총회에서는 박기륜
경찰청 외사국장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우리나라는 국제공조 수사기반 강화를 위한
인터폴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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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가 위상과 국익을 제고하는데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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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고위직 진출 인원

총 국제기구 진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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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현재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현황
직위 구분
사무총장

국제연합(UN),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아시아·유럽재단

이사/위원

유엔인권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대륙붕한계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유엔분담금위원회, 중앙긴급대응기금,
유엔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국제사법통일기구,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재판관
기타 사무국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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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유고국제전범재판소, 르완다국제전범재판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부판무관,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유엔 아·태 정보통신기술훈련센터 소장

국제기구 인력진출 확대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인력진출 확대를 위해 1996년 부내에 국제기구인사센터를 설립,
운영해오고 있으며, 유엔 국별경쟁시험(NCRE: National Competitive Recruit Examination) 유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제도 시행,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 유엔 국별경쟁시험(NCRE)
•유엔에서 근무하는 정식직원수가 재정분담금 규모에 비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들을 채용하기 위해 해당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1992년 이래 유엔 국별경쟁시험을 10차례 유치하여, 동 시험에 아국인 총37명이 합격하였고
그 중 26명이 임용되는 등 우리 국민의 유엔사무국 진출의 중요한 통로로 기능
•2008년에도 동 시험을 국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유엔사무국을 통해 지원접수중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 참조)

•해당국가의 비용부담하에 국제기구에 1~2년간 수습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정규 직원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1996년이래 현재까지 총58명의 JPO를 선발하여 UN, WFP, WHO, UNDP, UNV20)등 주요
국제기구에 파견
•지금까지 파견 기간이 만료된 JPO 43명중 34명이 뛰어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아 해당
국제기구의 직원으로 채용

▶ 국제기구 채용 정보 홈페이지(www.unrecruit.go.kr)
•연중 수시로 국제기구 공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의 충실도를 높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진출 인프라 구축

20) UNV : 유엔봉사단(UN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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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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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우리 정부는 우리의 유엔 정규분담률 인상 및 유엔 PKO 활동의 증가로 2001년 이후 누적된
국제기구분담금 체납액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7년에 누적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누적 체납액 해소는 향후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 및 국가신뢰도 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분담금 전체 규모 및 우리나라의 기여 현황(2007년)
의무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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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예산

우리 기여액

분담률

유엔 정규분담금

22억불

4,418만불

2.176%

PKO 분담금

50억불

2.1억불(체납해소 1.1억불 포함)

1.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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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역대 유엔 사무총장 선출관례상 아시아 지역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수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5년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유엔사무총장에 후보를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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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유엔관련 경력, 국제사회 내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를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유엔 회원국들은
3대 미얀마 출신 우탄트(U Thant) 사무총장 이후 34년간 아시아지역에서 사무총장을 배출
하지 못함에 따라 차기 사무총장은 아시아지역에서 수임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라크‘석유식량 프로그램’
(Oil for Food Program) 비리로
부각된 사무국 개혁 요구에 따라 차기
사무총장은 개혁 추진에 필요한
지도력 및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의
덕목을 고루 갖춘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
보 결정은 우리나라가 그간 한반도
반기문 신임 유엔 사무총장 취임선서 후 악수를 나누는 코피아난 사무총장
(2006.12.14, 뉴욕)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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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
구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코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결정에는 반 장관의 40년에 가까운 외교관 경력과 유엔 총회의장 비서실장 수임 등 유엔
관련 경험 및 외교장관으로서의 관리자적 역량 등 개인 자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평가도
큰 역할을 하였다.

사무총장 선출 규정 및 관례
■ 안보리의 추천을 거쳐 총회가 승인(유엔헌장 97조)
● 안보리 추천 :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상임이사국의 반대없이 최소 9개 이사국 찬성 필요)
● 총회 승인 : 비밀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4대 발트하임 총장 선출 이래 투표없이 박수로(by acclamation)
안보리 추천을 인준하는 것이 관례화
※ 유엔헌장 97조
“The Secretary-General shall be appointed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 가능
● 부트로스 갈리(Boutros Ghali)를 제외한 모든 사무총장이 연임
● 3회 연임한 사무총장은 없음.

유엔 사무총장의 지위 및 권능
■ 유엔 사무총장의 지위
●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헌장 97조)
● 업무수행에 있어 다른 어떤 정부나 기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 국제공무원(100조)
● 사무국 수장으로서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국 직원 임명(101조)
■ 유엔 사무총장의 권능
● 유엔내 제 기관과의 협의 및 권고(98조)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 등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해 사무총장에게 위임된 임무를 수행
•사무총장은 기구의 사업에 관하여 총회에 연례 보고
●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 및 중재(99조)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
•사무총장으로서 분쟁 조정 및 중재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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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2월 14일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공식출마 선언
전 태국의 수라키앗(Surakiait) 부총리 및 스리랑카 출신의 전 유엔 군축담당 사무차장인 다나
팔라(Jayantha Dhanapala) 후보 등이 이미 입후보하여, 전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
을 전개중인 상황이었다.

2. 추진 경과
1) 진출 준비기(2005년 10월~2006년 2월)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가 2005년 10월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 결정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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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선거 활동이 시작되었다. 국가 차원의 지나친 캠페인이나 초기단계에서의
과도한 언론 부각은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유엔 사무총장 선거의 특성을 감안,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조용한 교섭을 추진하면서 일차적인 반응을 타진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5년 9월 60차 유엔총회, 2005년 11월 APEC 정상회의, 2005년 12월
OSCE 각료회의, 2006년 1월 다보스포럼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안보리 이사국 및 주요국들에
대해 우리의 사무총장 진출 결정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는 사무총장 공식
입후보 발표 전, 조용한 선거운동을 통해 한국의 역량과 후보의 자질을 조용히 부각시켜 나감
으로써 국제적인 지지의 폭을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서 따른 것이었다. 태국, 스리랑카 등 경쟁 상대들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 지지교섭을 시행한 것과는 차별화되는 전략이었다.
공식적인 대외 입후보 천명 이전, 반 장관의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주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 국가는 적극 지지입장 및
지원 용의도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 판단을 근거로 2006년 2월 14일 반기문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제 3 절 유엔 사무총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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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섭시기(2006년 2월~6월)

대외적으로 입후보 공식 발표 이후에도 그간의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리에서의 후보
선출절차가 공식화될 때까지 안보리 이사국 및 주요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조용한 교섭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국 위주의 교섭활동을 점차 강화해나갔다. 교섭의 실효성 측면에서 후보
자신의 직접 방문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반 장관은 2006년 3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순방, 외교장관의 아르헨티나, 페루 공식 방문 및 아랍연맹 정
상회의 참석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아프리카·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
였다. 또한 2006년 4월~5월에는 덴마크, 그리스, 카타르, 탄자니아 등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방문하여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2006년 7월에는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에 참석,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6년 7월부터는 안보리 내 선출과정에 대비하여 안보리 이사국을 중심으로 한 교섭을
추진하였다. 6월에 인도 출신 사시타루 유엔공보담당 사무차장이 유엔 사무총장에 공식 입후보
함으로써, 한국, 태국(수라키앗 부총리), 스리랑카(다나팔라 유엔군축담당 사무차장)까지
총 4명이 공식 입후보한 상황이 되었다.

3) 예비투표 실시 및 최종 선출(2006년 7월~2006년 10월)
2006년 7월 1차 예비투표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에 걸친 예비투표에서 반 장관은 최고 득표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9월 14일 2차 투표와 2주후에 실시된 3차 투표에서 여타 후보들과 점점
득표수가 벌어지면서 다른 후보들이 사퇴하기 시작하였다. 10월 3일 4차 투표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투표용지를 구분해 실시되었는데,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최종
선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4차 투표의 결과는 찬성 14표, 기권 1표로 상임이사국의 반대는
없었다. 4차 투표를 계기로 인도의 사시타루 후보를 비롯한 다른 모든 후보들이 사퇴를 표명하고,
안보리는 우리 후보를 유엔 사무총장으로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총회는 10월
13일 반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장일치로 임명하고, 반 장관은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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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3일 유엔 총회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하였다. 반 사무총장은 2006년 12월 14일 취임 선서식을 갖고 2007년 1월 1일자로 공식
임기를 개시하였다.
반기문 장관의 유엔 최고위직 진출을 통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가브랜드 가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배출로 인해 한국 젊은 세대들의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 전반의 국제인식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
구 분

성 명

제1대

트리그브 할브단 리(Trygve Halvdan Lie)

출신국가

재임기간

노르웨이

1946~1952

제2대

다그 함마슐트(Dag Hammarskjold)

스웨덴

1953~1961

제3대

우탄트(U Thant)

미얀마(버마)

1962~1971

제4대

쿠르트 발트하임(Kurt Waldheim.)

오스트리아

1972 ~1981

제5대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아르(Javier Perez de Cuellar)

페루

1982~1991

제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 Ghali)

제7대

코피 아난(Kofi Atta Annan)

이집트

1992~1996

가나

199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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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보편적가치확산및범세계적문제해결기여확대

1. 인권 증진 및 민주주의 확산에의 기여
1)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 차원의 활동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9일 유엔총회에서 시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피선요
건인 유엔총회 재적 과반수(97표)를 훨씬 상회하는 14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인권이사회는
2006년 6월 19일 첫 회기를 개최한 이래
2006년중 3차례 정기회기와 4차례 특별
회기21)를 개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아동,
여성, 장애인, 고문방지 등 주제별 인권이슈
와 북한, 미얀마, 수단, 우즈벡 등 국가별
인권이슈 논의에 참여하여 인권의 보편적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하였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모든 유엔회

조중표 차관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2007.3.14, 제네바)

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등 다양한 제도의 구축을 검토중에 있는 바,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가 주요 인권기구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
는데 필요한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21) 중동문제, 수단 다르푸르 문제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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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간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여 왔으나, 2006년 11월 17일 제61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상황 결의안에 찬성 투표하였다.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을 표명하는 한편,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는
국제상황하에서 북한과 국제사회간 인권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성안되고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 오던 EU 등 인권 선도국들에 대한 꾸준한 설득작업을 통해 여성
장애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

동참하고 있다. 2000년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범한 민주주의 공동체(CD: Community
of Democracies)의 공동주도국(Convening Group)의 일원으로서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를 유치하였고(2002년 11월 10일~12일), 2006년에는 상설사무국 설치 추진 등 민주
주의 공동체의 제도화를 위한 공동주도국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한편 제6차 신생·회복 민주주의 회의(ICN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ew or
Restored Democracies)가 2006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민주주의, 평화 및 사회발전을
위한 능력 배양’
을 주제로 카타르 도하에서 유엔의 지원하에 개최되었다. 우리는 외교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나라가 반세기만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한 경험에 비추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공약의 유지, 빈곤타파, 효율적인 정부
및 시민사회의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유엔의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민주주의 전환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Democratic Transition)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두
기구가 민주주의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축적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와 체제 전환 국가의 민주주의화 정착 및 성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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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및 아동 권리

우리정부는 그간 UN의 여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여 왔다.
특히, 2006년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5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CSW: Commission on Status of Women)에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하여 베이징 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1995, 북경) 이행에 관한
우리 정부의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제4차 세계여성회의 및 제23차 유엔 여성 특별총회
후속조치 논의 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다.

UN의 여성문제 논의 관련 참고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Status of Women)
•원래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위원회로 격상됨.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협약
(1952),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1957), 결혼최저연령 등에 관한 협약(1962) 및 여성차별철폐협약(1979)의
채택을 주도함.

▶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1995년 9월 제4차 세계여성회의(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베이징)에서 채택된 북경선언 및 행동
강령은 그간 국제사회에서의 여성관련 논의 성과를 집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 합의문임. 특히, 여성과
경제, 여성과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 등 12개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목표와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CSW가
ECOSOC 결정에 따라 베이징 행동강령 이행 조정 기능을 담당함.

한편, 2001년 이래 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혜수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의장은 제13차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 총회(2004년 8월)에서 2005년~2008년
임기 위원으로 재선되어 여성차별 철폐 관련 각국의 이행보고서를 심의하고 권고하는 데에
기여해 오고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임기 4년의 여성문제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과 함께 2006년

112

1월 20일 뉴욕에서 제3차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UNICEF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UNICEF와의 지속적인 양자협의회를 통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 분야에서는 2005년~2009년 임기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된 바 있는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각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는 등 활발히 활동
하고 있다.

4) 보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의 보건·의료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제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WHO 등 보건 관련

특히, 2006년도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9차 WHO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가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HIV/AIDS, 소아마비,
폴리오 등에 대한 대응 등 국제 보건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6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HIV/AIDS 고위급 회의에 참가하여 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에 2007년~2009년간 1천만 불을 기여
하기로 공약하고, AIDS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1997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2005년
8월 이후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및 예방에 모범적 성과를 거둔 우리 정부는 국제적,
지역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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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3장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

2. 군축·비확산 활동 참여
1) 국제적 동향
9.11 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최대 위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한 핵무기 개발 추진과 테러집단의 WMD 입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2006년에도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등 WMD 확산과
연관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다수의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WMD 비확산 문제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도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WMD 확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기존의 국제기구 및 규범을 통한 다자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핵물질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한 추가
의정서22)의 보편성 확보와 원자력 시설 및 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체제의 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략물자23)의 이전을 통제하는 다자 수출통제체제24)도 물자의 이동만을 주목하는
전통적 방식의 수출입 통제 뿐만 아니라 화물의 환적·경유 및 중개거래를 통한 WMD 확산
가능성 및 전자매체를 악용한 무형기술 불법이전(ITT: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유사한 정책기조를 공유한 국가들간의 정책 협조가 활성화되고 있다. 2002년 G8 정상

22) IAEA의 전면 안전조치협정(CSA)을 강화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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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하는 중이다. CSA가 핵물질에 대한
계량적 통제조치라면, 추가의정서(AP: Additional Protocol)는 과거·현재·미래의 핵연료주기 전체에 대한 성격의 규제로 이해할 수 있다.
23) WMD와 재래식무기 뿐만 아니라 그 개발, 생산, 사용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물자도 포함한다.
24) 전략물자의 불법수출과 전용을 방지하고, 재래식무기의 불법수출 및 지역정세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들간에 자발적으로 조직한 수출협의체제
이다. 원자력 관련 품목은 핵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및 쟁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 생물학·화학 품목은 호주
그룹(AG: Australia Group), 미사일 관련 품목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재래식무기는 바세나르체
제(WA: Wassenaar Arrangement)가 각각 담당한다. 이러한 수출통제체제는 관련 기술 및 이중용도품목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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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발표된 WMD 및 관련 물질의 확산 대처를 위한‘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SI: Proliferation Security
Partnership)25)과 2003년 6월 출범한‘확산방지구상’
Initiative)26) 등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는 2006년 G8 정상회의에서‘핵테러 방지 글로벌 구상’
(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을 발족시키고, 각국의 핵물질
관리 및 정보교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WMD 비확산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정착되고 있다. 2004년 4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WMD 개발, 획득, 이전
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결의 1540호를 채택했다. 2006년 4월에는 결의 1673호를
통해 1540호의 이행 감독을 위한 안보리 산하 1540 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2년간 연장하여,
1540호가 WMD 비확산에 있어서 갖는 위치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앞서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2005년 10월‘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
(SUA 협약

Navigation)의 개정 의정서를 채택한 것도 WMD 및 관련물자의 불법이전 통제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2) 우리 정부의 활동
우리 정부는 모든 주요 군축·비확산 관련 국제협약과 다자 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WMD 확산이 국제안보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06년도에 군축·비확산분야 국제기구 등 다자협력체에서
우리 정부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유엔의 군축·비확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9월
부터 2006년 8월까지 제60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국제안보·군축위원회)의 의장국으로 활동

25) 냉전 종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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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불, 기타 국가가 100억
불을 부담한다는 계획(Ten Plus Ten over Ten)이며, 현재 EU를 포함하여 23개국이 참여중이다.
26) PSI란 WMD 확산 우려국가 및 집단의 WMD 및 미사일, 관련 장비·물자·기술의 불법이전을 막기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조
체제이다. 현재 84개국이 공식 참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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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NGO 등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 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의장국으로 활동하였고, 또한 2006년 4월에는 유엔 군축위원회
(UNDC: UN Disarmament Commission)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2년간 중단되고 있었던
UNDC에서의 실질 토의 재개를 이끌어냈다.
둘째, 정부는 2004년 6월 미국 씨 아일랜드(Sea Island) G8 정상회의부터 참여한 G8
글로벌 파트너십에 공식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2006년에는 러시아의 퇴역 핵추진 잠수함
해체사업(일본과 공동 수행)과 러시아 젤레즈노고르스크 소재 구형 원자로 해체에 따른 대체
에너지 제공사업(미국 등과 공동수행)에 각 25만불을 제공했다. 또한 모스크바 소재 국제 과학
기술센터(ISTC: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지원사업에 262만불을
기여하는 등 국제적인 핵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셋째, 정부는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인‘핵테러 방지 글로벌 구상’
에 2007년
5월 정식으로 참여하였다.‘핵테러 방지 글로벌 구상’
은 핵물질의 관리 및 보호 강화, 핵물질
불법거래 탐지 강화, 테러집단에 대한 지원 제공 금지, 정보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 7월
G8 정상회담시 미국과 러시아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2007년 7월 현재 회원국이
51개국(IAEA 및 EU는 옵저버)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동 구상 참여를 통해 국내적으로 핵물질
과 시설에 대한 방호역량을 제고하고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국제
핵비확산 분야에서의 모범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과의
보다 긴밀한 정보교류 및 정책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2006년 12월 제주도에서 제5차 국제 군축·비확산 회의를 유엔 아·태 군축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핵 및 WMD 비확산,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이행,
북한 및 이란 핵문제 등 군축·비확산 분야의 주요사안이 논의되었다. 2007년 3월에는 호주와
공동으로 전략물자의 중개(brokering) 통제에 대한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새로운
비확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개행위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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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제군축활동 참여 현황
우리의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참여 현황
핵 군축·비확산
•핵비확산조약(NPT) :
1975년 4월 가입
•국제원자력기구(IAEA) :
1957년 8월 가입

생물·화학무기 군축·비확산

재래식 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

1987년 6월 가입

(UNRCA) : 1992년 가입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1997년 4월 가입

(CCW) : 2001년 5월 가입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대인지뢰금지협약 : 미가입

(CTBT) : 1999년 9월 가입
미사일 비확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2001년 3월 가입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2002년 11월 가입

기타 군축관련 기구 및 활동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군축회의(CD) :

1995년 10월 가입

1996년 6월 가입

•쟁거위원회(ZC) :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

1995년 10월 가입

(COPUOUS) :

•호주그룹(AG) :

1994년 9월 가입

1996년 2월 가입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27)

:

2001년 3월 가입
•바세나르체제(WA) :
1996년 7월 가입

27) MTCR : 미사일, 무인비행체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확산 방지와 대량파괴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가입하여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 수출통제, 미사일 관련 동향 정보 교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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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행동지침 (HCOC) :

다자 수출통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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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테러 국제협력
1) 국제 테러 정세
오늘날 테러리즘은 때와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이슈이다. 국제 안보환경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9.11 테러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한층 강화된
대테러협력을 통해 주요 테러조직의 거점 와해, 테러자금 차단, 국경통제 강화 등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조직은 오히려 전 세계로 침투,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테러사건 발생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8)

연도별 테러사건발생건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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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06년 테러정세,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최근 국제 테러리즘은 테러조직간 인적·물적 교류와 인터넷·휴대폰 등 첨단 통신기기
활용, 국제 범죄집단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나날이 네트워크화, 분권화, 첨단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외된 계층에 테러 이데올로기가 침투하여 발생하는 자생적 테러리즘
(home-grown terrorism)의 확산은 알카에다 등 주요 테러조직들이 선전 및 선동을 통해

28) 2006년 테러사건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20,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다. 이중 이라크에서의 테러사건이 45% 이상이며, 동 지역
사망자 수는 전체의 65%(13,000여명) 이상을 차지한다. (출처 :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06, US Stat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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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를 양성·충원하며 여타 소외된 민족, 종파단체와의 연계(networking)에 집중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테러현황

아프리카 4%

성향별 테러현황

중동 57%

극우 1.3%

이슬람 70.3%

미주 1%

극좌 4.3%

유럽 5%

기타 4.4%

아·태 32%

민족주의 19.8%

(출처 : 2006년 테러정세,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대테러 역량강화 및 이를 위한 지원노력, 정보
공유, 법집행기관간 협력 등 긴밀하고 포괄적인 국제공조와 함께 문명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빈곤 및 양극화 등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에 대한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2) 국내 대응체계 정비
연간 1,200만 명에 달하는 해외 여행객, 한국 기업들의 진출 확대, 그리고 한국군 해외파병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취약 지역 주재 우리 시설 및 기업에 대한
보호 활동과 해당국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테러·치안 위험지역 정보의 제공을
통해 테러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2005년 3월‘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National Anti-Terror
Action Directive) (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3단계 테러대책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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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29), 24시간 테러정보의 수집·종합·분석·전파 업무를 담당토록 테러정보통합센터를
30)
을 작성하였고, 해외 테러
신설하였다. 2005년 12월에는‘테러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사건 발생 대응체제도 정비하였다.31) 외교통상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대테러 외교정책 수립 및
시행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대테러국제협력과(현 안보대테러협력과)를
신설하였다.
한편 우리 국민의 국외 테러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 7월 24일 해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폭동·테러·천재지변 등의 위험성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 대한 방문 및 체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3) 대테러 국제공조 참여
9.11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테러협력에도 불구하고 테러 세력들은 그 수단과 조직을
시시각각 변화시키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체의
단합된 대테러 공조가 필요하며, 테러 발생 및 확산의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테러행위는 어떤 이유·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류적 범죄행위로서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과 함께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테러 국제공조의 주요 무대인 유엔은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이 포괄적인
대테러조치를 이행토록 촉구해왔다. 또한 유엔 총회에서는 포괄적 테러협약안을 논의 중이며,
2006년 9월‘유엔 세계대테러전략’
(UN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을 채택
함으로써 UN차원의 보다 포괄적이고 융화된 활동기반을 마련하였다.

29) 테러대책회의(Counter-Terrorism Council), 테러대책상임위(Standing Committee for Counter-Terrorism), 테러대책실무회의(CounterTerrorism Working Group)
30) 테러유형별로 8개 매뉴얼을 수립하고 위기대응 주관기관 선정
31) 국외 테러사건 대책 본부(본부장 : 제2차관) 및 현장 지휘 본부(본부장 : 대사) 설치
정부 현지 대책반 파견:외교부 제2차관(대규모사건), 재외동포영사대사 또는 대테러국제협력대사를 반장으로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담당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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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현재 12개 테러관련 국제협약32)에 가입하였으며, 2005년 9월‘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에 서명, 현재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테러 이행조치를
규정하는 안보리 결의안 이행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33)하고 있으며,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34)가 지정한 개인 및 단체들의 출입국 단속, 금융제재 등 유엔의 대테러공조방침에
동참하고 있다.
APEC에서는 대테러 조치를 통한 교역 안정과 투자 촉진을 목표로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2008년간 APEC 대테러대책반 의장국을 수임35),
대테러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회원국 간의 입장 조정과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ARF에서는 해양·국경안보, 사이버테러, 정보공유 및 종교·문명간 교류 방안 등 포괄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이버 테러리즘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으로서 극단주의와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인적·물적·기술적 대테러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촉구하고 있다.
최근 유엔을 비롯 각종 다자협의체로부터 우리나라에 협력사업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각 부처별 특별사업이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형태로 사이버 테러, 해양 테러, 마약 차단, 과학 수사, 법집행관련 연수생 초청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테러 기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2) 1.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1963)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1970)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의 억제를 위한 협약(1971) 4. 국제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1988) 5.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1979) 6.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예방, 처벌 협약(1973) 7.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1979) 8.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1991) 9.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1997) 10.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1992) 11. 대륙붕상 고정 플랫폼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 의정서(1988) 12.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1999)
33) 1373호 이행 보고서 5차례, 테러단체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획득 방지를 위한 안보리 결의 1540호 관련 보고서
2차례 제출
3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l-Qaeda and Taliban Sanctions Committee
35) 2006년 11월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각료회의에서 APEC
‘대테러대책반’
(CTTF: Counter-Terrorism Task Force) 의장직(2년
임기)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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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남아 소재 대테러센터들36)에 대한 전문가 파견 및 국제회의와 세미나 개최를 통한
대테러 경험 공유와 전수 등 공동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Public Outreach 및 전문지식 양성
효과적인 테러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마련과 함께 모든 국민이 테러위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책을 공유하고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쌍방향 교류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기 위하여 홈페이지, 언론,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테러 위협 정보, 테러 혐의자 신고, 테러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한국의 대테러국제협력 현황 등
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학계 및 민간분야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우리 대테러 정책수립과
이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한편, 외교안보연구원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테러 및 안보 주제관련 강의를 통하여
테러정세,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대응현황, 테러와 문화적 환경, 대테러조치와 인권보호 등
많은 이슈들에 대해 학계와 교류하는 기회를 늘려나가고 있다.

4. 기후변화 문제 대응 등 환경외교 강화
1) 기후변화 문제 대응
2006년에는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관한 스턴(Stern) 보고서37) 발표 등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에 관한 국제적인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고, 교토의정서상 제1차 공약기간 이후

36) SEARCCT(Southeast Asia Regional Center for Counter Terrorism), JCLEC(Jakarta Centre for Law Enforcement Cooperation) 등
37) Stern 보고서(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는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50년 이내에 기온은
최대 5도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급증, 상당수 동식물종의 멸종 등 환경적 재앙을 경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조기 대응할 경우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1%에 불과하지만, 방치할 때에는 향후 대공황, 세계대전에 맞먹는 손실로 전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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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2)38)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형성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개시되었다. 2006년 11월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제2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추가 의무설정을 위한 작업계획과 교토의정서의 기후변화대응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한 검토시기를 확정하고, 기후변화 적응 5개년 작업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계획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응기금 운영원칙 등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2006년 각각 2차례 개최된 선진국의 추가 감축의무 부담에 관한 특별작업반 회의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협력에 관한 워크샵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추세, 감축
잠재량 및 감축비용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청정기술,
시장의 잠재력을 주제로 각국의 경험을 교환하고 전략적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 및 동구권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온실

OECD 회원국인 한국이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평균 증가율

2012년 이후에는 합당한 온
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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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교토의정서 제3조에서는 선진국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2008년~2012년 기간에 1990년 대비 평균 5% 이상으로 감축할 것을 규정
하였다. 따라서 2013년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형성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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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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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Post-2012 기후변화 체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가입) 회원국과 국제공조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와 함께 2006년 1월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쉽(APP: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을 발족, 청정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문제의 동시 해결을 추구하
고 있다. 아·태 파트너쉽은 2006년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차 조정위원회를 계기로 재
생에너지, 철강 등 8개 협력분야의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100여개 협력사업을 승인함으로써
구상단계에서 구체적인 이행단계로 진입하였다.

2) 동북아 환경 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 빠른 경제성장, 국가들간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어느 지역
보다도 황사·산성비·해양오염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은 양자 및 다자차원
에서 다양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3월 제11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경주에서 개최하여, 황사
방지를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환경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일본과도 2006년 2월
제9차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래생물종에 대한 정보교환, 해조류를 이용한 이산화
탄소 저감 등 7개의 신규사업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12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에서는 3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차기 3국
환경장관회의 이전에 황사대응을 위한 한·중·일 국장급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단 구성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 4개국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은 해양쓰레기 감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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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인천에서 해양쓰레기 워크샵과 9월 일본 야마가타에서 국제연안정화행사를 주관하였다.
2006년 12월에 개최된 제11차 정부간회의에서는 4개 지역활동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향후
육상에서 기인하는 해양오염, 통합적 해양 및 하구관리 등으로 그 활동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를 중국·일본·러시아·몽골·북한 등 NEASPEC 회원국들에게 회람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은 상기와 같은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환경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협의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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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지역협력 외교 적극 주도

1.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지역협력체이자 역내 최고위 정책대화와
협의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APEC 회원국은 2005년 기준 세계인구의
41.2%(26억명), 명목 GDP의 56.3%(25조 달러)39), 총교역량의 46.3%(9조 달러)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수출의 69.6%, 투자 유입액의 61.4%(2006년 기준)41)를 차지하는 우리의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이다.
2006년 11월 18일~19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4차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역내 지속발전과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하노이 선언’
(Hanoi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또한,‘WTO DDA에 관한 특별성명’
(Statement o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of the WTO) 채택을 통해 수준 높고 균형된 DDA 협상타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2006년 7월 이후 일시 중단된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
하였다. 아울러, 아·태 지역내 경제통합 진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장기적 목표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아·태지역 경제통합 증진방안에 대해 2007년중 연구를 실시
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부산 APEC 정상회의’
를 개최한 우리나라는 2006년 APEC에서도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기술 협력, 인간안보 등 주요 이슈별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2005년

39)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06)
40)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4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http://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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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통령의 제안으로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한‘APEC 사회·경제적 격차 연구’
가 2006년에

에서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격차문제의 중요성을 최초로 환기시킨 것으로
향후 회원국들의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장국 베트남이 2006년도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한‘부산로드맵 실행
계획’
(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the Busan Roadmap)개발과 관련, 동 주요 분야인
‘다자 무역체제 지원’
의 작성을 주도하였다. 부산로드맵은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한다는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된 정책수단별 구체 작업방향
으로서, 2005년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주도로 채택된 것이다.
‘부산로드맵 실행계획’
외에도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한 여러 성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역내 개별 국가간 추진되고 있는 FTA 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FTA 분야별 표준모델 개발
작업을 추진하였는바, 우리나라가 제안한‘분쟁해결’
분야 등 6개 분야별 표준모델이 승인
되었다. 아울러,‘지적재산권 공공인식 증진’
과‘위조 및 불법복제품 통제 네트워크 구축’
관련 2개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제·기술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2005년 우리 주도로 설치한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
(SCE: Senior Officials' Meeting Steering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가 관련 산하 회의체간 업무 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함과 동시에 대개도국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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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동 연구 결과가 정상선언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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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우리
나라는 APEC 대개도국 능력배양사업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3년간 200만불을 APEC 지원
기금(ASF: APEC Support Fund)에 출연키로 함으로써 APEC내 경제·기술협력 활동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확인하였다.
대테러, 보건안보 및 재난대응 등 인간안보 분야에서도 회원국간 더욱 긴밀한 협력 지속에
합의하였는바, 안전한 교역환경 구축을 통해 역내 경제성장과 국민후생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포럼으로서의 APEC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2008년간
APEC 대테러대책반(CTTF: Counter-Terrorism Task Force)의 의장직을 수임함으로써
향후 관련논의 진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들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
하고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실시한 핵실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장 명의 구두
성명을 발표하였다.

2. 제6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10일~11일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6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 이래 2년마다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다자 대화체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측의 몽골, 인도, 파키스탄 및 아세안사무국, 유럽측의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ASEM 회원국은 아시아 16개국과 유럽 27개국 및 EU 집행위,
아세안 사무국으로 확대되었다. 새로운 ASEM은 세계 인구의 59%, GDP의 52%, 교역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심화를 위한 중요한 다자
외교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범세계적 도전과 대응’
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회의는 지난 10년간의 ASEM의 성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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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참가국 정상들은 이틀간에

Change),‘ASEM의 장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
(Helsinki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ASEM) 및‘의장성명서’등 3개 결과문서를 채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2006년간 동북아 조정국42) 정상으로서 개회연설, 아시아 정상회의
공동 주재, 폐막 기자회견 참석 등을 통해 다자 외교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동 내용은 의장
성명서에도 포함되었다.
ASEM 창설 회원국이자 제3차 정상회의 개최국이기도 한 우리나라는 2005년~2006년간
동북아 조정국으로서 제6차 정상회의 준비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ASEM 발전에 모범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42) ASEM은 사무국이 없는 대신 조정국(coordinator)을 통해 회원국간 사전조율과 협력사업 점검을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북아 및 ASEAN
에서 각각 1개국씩 그리고 유럽지역에서는 EU의장국 및 EU집행위가 조정국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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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범세계적 쟁점들을 논의하고,‘기후변화에 관한 선언’
(ASEM6 Declaration on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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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차 한·ASEAN 정상회의

한·ASEAN, ASEAN+3 및 EAS 정상회의는 2006년 ASEAN 의장국이었던 필리핀 세부
에서 12월 11일~12일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인 12월 8일 세부섬을 포함,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이듬해인 2007년으로 연기되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4일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10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
하였다. 이 회의에서 노 대통령을 비롯한 11개국 정상은 2006년말 타결을 목표로 하였던
한·ASEAN FTA 서비스·투자 협정 협상 타결 목표시한을 2007년 11월로 재조정하고
한·ASEAN FTA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2005년 제9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ASEAN 행동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제1차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고, 앞으로도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한·ASEAN 협력사업의 가속화 및 재정비의 계기로 삼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이후 ASEAN측의 숙원사업이었던 한·
ASEAN 센터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여 ASEAN 정상들의 환영을 받았다.

4. 제10차 ASEAN+3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날 개최된 제10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참가국 정상들과
지역 및 국제정세, ASEAN+3 미래 협력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노 대통령을 비롯한 13개국 정상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ASEAN과 한·중·일
3개국간 협력실태를 점검하고, ASEAN+3 체제 출범 10주년을 맞는 2007년 11월 예정인 제11차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노대통령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역내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경상남도에
‘ASEAN+3 과학영재센터’
의 설립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는 한편, ASEAN+3 국가들(13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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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의 제2단계 산업별/분야별 연구를 제안해 각국 정상
들의 지지를 받았다.

제10차 ASEAN＋3 정상회의(2007.1.14, 세부)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5일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석한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제2차 EAS에서 16개국
정상들은 에너지, 금융, 교육, 조류 인플루엔자 및 재난대응의 5개 의제에 관해 비공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로‘동아시아 에너지 안보에 관한 세부선언’
을 채택하였다.

제2차 EAS 정상회의 기념촬영(2007.1.15,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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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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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와 EAS
동아시아 지역은 유럽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협력의 결속력이 낮은 지역이다. 그러나 1997년 동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역내 국가들이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됨에 따라, ASEAN+3를 비롯한 지역협력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협력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SEAN+3는 1997년 ASEAN 정상들이 한·중·일 정상을 동시 초청한 것에서 비롯되어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형성의 중추로 자리잡은 협력체제이다. 우리나라는 ASEAN+3 협력체제의 초기단계에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 및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을 조직하여 협력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2007년 상반기 현재 EASG가 권고한 26개의 협력사업이 진행중이며, 우리 정부는 ASEAN+3 출범 10주년을 맞아 이 중
17개 단기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해 여타국과 협의중이다.
또한 ASEAN+3는 외교, 재무, 농업, 보건, 관광,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각료협의체, 고위관리회의, 국장
회의 등 다층적 수준의 약 50여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ASEAN+3 회원국들은 여성, 광물, 빈곤경감/
농촌개발 및 재난관리/긴급대응의 4개 분야를 신규협력분야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ASEAN+3
협력체제 내에서‘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등 개별사업을 진행하여 지역협력에 이바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는 ASEAN+3 회원국 13개국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추가되어 총 16개
국이 참여하는 정상간의 협의체로 2005년에 출범하였다. 2007년 1월 15일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2차 EAS에서는
에너지 등 5개 현안을 협력중점의제로 삼아 정상들이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EAS가 ASEAN+3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6.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옵저버 가입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서남아지역 국가간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5년
12월 설립된 지역협력체로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
가니스탄 등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를 필두로 한 서남아시아지역의 부상에 주목, 2006년초 SAARC에 옵저버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SAARC는 2006년 8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 제27차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의 옵저버 가입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4차 SAARC 정상회의에 송민순 장관이 옵저버 자격으로 최초로 참석
하였다. 송장관은 개회식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SAARC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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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EU도 옵저버로 최초 참가하였다.
우리나라와 SAARC 8개 회원국간 교역액(2006년말 현재 약 110억불)은 2000년 이래 매년
평균 22%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SAARC 회원국 투자액(2006년말 누계 14억불)도
매년 평균 23%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SAARC 옵저버 가입은 중국에 이어‘제2의 거대
시장’
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남아시아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교역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류문화 수출의 가속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의 외교지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대화상대국회의(PFD)

하여, 정치·경제·안보 문제 등 제반 분야의 역내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는 지역협력체이다.
PIF는 1971년 발족한 남태평양포럼(SPF: South Pacific Forum)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PIF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제7차 PFD 회의부터 대화상대국 자격으로 매년 참석하고 있으며,‘무역
정책자문관사업’
(Trade Policy Adviser Project)을 통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49만불
을 PIF 사무국에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PIF 소속 각 회원국
에 대해서도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700만불 규모의 양자차원 무상원조(grant aid)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국가들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는 물론 키리바시, 사모아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은 풍부한
수산자원과 에너지·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우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PIF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43) PIF는 매년 각 회원국이 번갈아 가면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PIF정상회의 직후 PIF측과 각 대화상대국간 대화상대국회의(PFD: Post
Forum Dialogue)를 갖고 상호 정보 교환 및 경제협력, 어업 협력 등 현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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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 Forum)43)은 남태평양 소재 16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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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7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대화협의체 회의
우리나라와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Integracion Centroamericana) 8개 회원국
간 연례 각료급 협의체인 한·중미 대화협의체 제7차 회의가 11월 23일~24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유명환 제1차관 주재로 각 회원국 차관 및 SI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대표
등 중미측 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지역정세, 한·SICA 협력, 다자무대협력 등
공동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국별로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우리의 대중미 양자
외교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통합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외교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중미국
가에 대한 협력관계를 보다 더 강화하였다.

9.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협력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창설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ooperation)의 동아시아 지역조정국(2004년~2007년 8
월)으로서 2007년중 Core-Group 회의 참가 및 각종 작업반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아시아
와 중남미간 유일한 협력기구인 동 포럼의 발전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 지역조정국인 브라질과 함께 제3차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를 2007년 8월 브
라질에서 개최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경제사회작업반 공동의장으로서 동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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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LAC
1. 정식명칭 :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간 유일한 정부 기구
2. 출 범
●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가 칠레 방문시 창설 제안(1998.9.30~10.1)
•21세기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대화와 협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다자 포럼설립의 필요성 제기
● 공식 출범 : 제1차 고위관리회의(1999.9, 싱가포르)
3. 목 표
●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 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
●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한 양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
4. 기본 원칙 및 의사결정 방식
● 미래지향적, 자발적, 비공식적, 탄력적이고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준수
•과도한 제도화 지양
● 주권존중을 원칙으로 컨센서스를 통해 의사결정

6. 조 직
● 지역조정국 : 동아시아(한국), 중남미(브라질)
※ 임기 : 2004.1~2007.8 FMMⅢ 개최시까지
•FMMⅢ시 일본, 아르헨티나를 차기 지역조정국으로 선출
● 작업반회의(W/G) 공동의장국 : 정치·문화·교육 W/G(싱가포르, 콜롬비아), 경제·사회 W/G(일본, 아르헨티나),
과학·기술 W/G(태국, 코스타리카)
•FMMⅢ시 일본, 아르헨티나를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
7. 회 의
● 외교장관회의(FMM) : 2년마다 개최
● 고위관리회의(SOM) : 연 1회 이상 개최
● 작업반회의(Working Group) : 연 1회 이상 개최
8. 우리나라의 FEALAC 사이트 주소 : fealac.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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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국(총 33개)
● 동아시아(15개국) : 한·중·일,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 중남미(18개국) : 남미 10개국, 중미 8개국(멕시코, 파나마, 쿠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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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이 아프리카 31개국과 우리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8일 서울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콩고, 나이지리아, 가나, 탄자니아, 베냉 등 5개국 정상과
27명의 각료 및 아프리카 학자 등이 방한하였다.
‘21세기 아시아·아프리카 공동번영을 향하여’
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
들은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이를 개발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참석자들은 폐회식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한·아프리카 포럼에 관한 서울선언’
을 통해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
하는 한편, 아프리카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여를 촉구하였다. 또한, 동 선언은
수자원, 농업, 보건,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의 한·아프리카간 경제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 증진을 통한 장기적인 호혜적 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한·아프리카 포럼의 정례적 개최에 합의하였다.

11. 제4차 한·중동 포럼 개최
중동과의 새로운 파트너쉽 모색을 주제로 한·중동 지역의 정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여한
제4차 한·중동 포럼이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포럼
참석자들은 중동 지역의 국제정치·경제력 증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우리의 기술발전 경험
전수를 통해 양지역의 공동번영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였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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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의 동향
인류는 유사 이래 전례가 없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였으나 아직도 지구상에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이 전세계 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

원인이 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수원국
의 빈곤퇴치를 통해 건전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궁극적
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들은 2006년 총 1,039억불의 ODA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였으며, 이는 국민총
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0.3%에 달한다. 주요국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227억불을 제공하여 절대규모면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영국(126
억불), 일본(116억불), 프랑스(104억불), 독일(103억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 우리나라 ODA 현황
2006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4.47억불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GNI 대비 ODA
비율은 0.05%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원조가 3억 6,561만불, 국제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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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안보 및 테러, 거버넌스, 인권 문제와 연계되어 인류의 연대감을 잠식하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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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다자원조가 8,106만불을 기록하였고, 양자원조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통해 제공된 무상원조는 1억 9,175만불이다.
2005년에 비해 2006년 ODA가 감소한 것은 2005년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가입에 따른 출연과 이라크 재건지원 실적 감소에서
기인하였다.

2006년 우리나라 ODA 현황
(단위 : 백만불, 순지출기준)

2005년

2006년(잠정)

ODA 총액

752.32

446.67

양자원조
- 무상원조
- 유상원조

463.30
318.00
145.30

365.61
248.50
117.11

다자원조

289.01

81.06

ODA/GNI 비율

0.10%

0.05%

(출처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3. ODA 규모 확대 및 원조집행체제 선진화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GNI 대비 0.05%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UN의 권고수준인
0.7%의 약 1/14,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0.3%의 약 17%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6년 확정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1%로,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ODA 규모의 확대와 함께 원조집행체제의 선진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11월 15일 확정된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제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2006년 3월 2일 개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대외 무상원조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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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ODA 규모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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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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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처음으로 유·무상 원조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인‘2006년도 국제개발협력 추진
계획’
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NGO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해외 재난 긴급
구호 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였다. 원조집행체제 선진화에 대한 국내·외적인 요구에 부응
하여 정부는 앞으로도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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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외원조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바, 동 법 제정시 우리나라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원조 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영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ODA 정책
전반에 대한 DAC의 권위 있는 검토를 받고, DAC의 정책 권고를 단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ODA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0년
DAC 가입을 목표로 각종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4. 주요 개발협력 성과
정부는 2006년부터 1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소액 다국가 지원방식’
에서‘선택과
집중’원칙으로 무상원조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협력대상국을 60개국 이내로 선정하여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
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제도를 도입(2007년 3월 29일 관련법 개정)
하여 개발협력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와 함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체계를 확립하고
2006년 3월 발표한‘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원조규모를 2008년까지 3배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그간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행해온
대외원조를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
2004년 이후 최빈국의 빈곤과 질병퇴치를 위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추가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 혁신적 개발재원(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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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2005년 9월 혁신적 개발재원의 마련을 촉구하는 뉴욕선언이 채택되었
으며, 2006년 3월 파리에서 개최된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각료급회의에 90여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이래,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재원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는 5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리딩그룹(Leading Group on the Solidarity Levies to fund development)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동 리딩그룹의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초까지 총 6차례의 관계부처 협의 결과, 최근 국제사회에서 최빈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질병퇴치 재원확보 방안으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항공권연대기금(air-ticket solidarity
fund) 도입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기여금 도입 및 최빈개도국 지원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동 기금의 도입취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초부터 동 기금도입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대한 개정절차를
시작하였다. 국회는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통합 심의하여 2007년 3월 9일 본회의에서 가결
하여 2007년 3월 29일 공포하였다. 정부는 동 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법률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출국자에 대해 1,000원의 기여금을 부과·징수
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질병퇴치를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44).
정부는 기여금 운용에 관한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2006년 9월, 혁신적 개발재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개도국의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퇴치에
활용하기 위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가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11월부터
아시아를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44) 전세계적으로 항공권연대기금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칠레 등과 다수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총 20여개 국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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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긴급구호체계의 구축

2004년말 남아시아 지진해일 이후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해외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재난 피해국가에 긴급구호물품 지원, 해외긴급
구호대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의 긴급구호활동을 체계화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 2일 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3월
29일 발효되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진피해 복구 지원
● 2006년 5월 27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 족자카르타(Yogyakarta) 근교에서 리히터 6.3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여
5,700여명의 사망자와 4만명의 부상자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있었다.
● 피해발생 직후 우리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긴급구호팀 19명과 긴급물자 및
의약품을 인도네시아 현지에 신속히 파견하였으며, 2006년 5월 30일 국무총리주재로 민관합동 해외재난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200만불 규모의 무상지원을 결정하였다. 이중 100만불은 족자카르타 지역의 재건복구를 위한
시멘트 등 기자재지원으로 활용하였다.
●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진피해 복구지원은 우리 정부가 체계화된 해외긴급구호시스템에 따라 지원한 첫번째
사례로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체계화된 구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 법률은 외교통상부를 해외긴급구호관련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해외재난 발생시 해외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협의회의 결정을 이행
하기 위한 해외긴급구호본부를 외교통상부에 설치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동 법률의 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범정부차원의 대규모 해외
재난 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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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경험 전수
개발경험 전수란 우리나라가 빈곤 및 저개발의 단계에서 벗어나 짧은 기간내에 빈곤 및
저개발 상태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개발성과와 성공 경험을
체계화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단기간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의 고유한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차원에서, KOICA를 통하여 2006년 연수생 초청,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등 약 52개
국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개발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전파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KOICA의 개발경험 전수 사례는 캄보디아 수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사업, 미얀마
IT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베트남 정보통신 입법 지원사업 등의 프로젝트 사업, 스리랑카 경제

ASEAN 정책개발 자문단 파견, 우즈벡 경제개발정책수립 전문가 파견 등 전문가 파견사업 등
이 있다.
또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및 몽골 방문시에 요청받은 알제리 개발경험 전수사업
및 몽골 국가개발 전략수립 자문사업 등 우리 개발경험의 포괄적 전수가 필요한 프로그램형
원조사업에 대해서도 KOICA를 주관으로 하여 한국개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 협조하에 종합적인 개발경험 전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알제리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을 통해 2006년~2007년간 총 200명의 알제리
공무원을 초청하여 민영화, 자본시장 육성, 외국인직접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수를 실시중인
바, 동 프로그램은 우리의 발전모델과 개발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여 알제리 경제정책
입안에 도움을 주고, 알제리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개발경험 전수사업의 발굴, 심의, 실시 및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축적해 온
KOICA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한국형 개발경험전수 컨텐츠를 개발하고 체계화된 개발경험
전수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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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약국가(fragile state) 및 최빈국에 대한 지원확대
1) 이라크 재건
우리 정부는 2003년 마드리드 이라크 재건회의에서 2003년~2007년간 총 2억 6천만불의
무상원조(grant aid)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래, 2006년까지 총 2억 2천만불을 집행하였다.
우리의 대이라크 지원은 중앙정부와 자이툰 부대 파병지역인 아르빌(Arbil) 지방정부를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행정능력 향상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인적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 총 743명의 이라크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하였으며, 2006년말 현재
바그다드 직업훈련원 건설사업 등 총 14건의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
의 채무재조정 협의체인 파리클럽(Paris Club)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2006년초 약 28억불에
달하는 이라크 공공 및 민간채권의 80%를 탕감하였다.
우리나라의 이라크 지원규모
는 단일 국가에 대한 ODA 지원
규모로는 최대이며, 국제사회에
서는 7위에 해당된다. 이를 바
탕으로 우리 정부는 2004년부
터 이라크 재건사업의 기본 방
향을 정하는 이라크 재건 핵심
그룹(Iraq Core Group)의 일원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

이라크 재건 이집트 국제회의에서 아흐메드 아붓 가이트 이집트 외무장관과
송민순 장관(2007.5.3, 이집트 삼엘쉐이크)

9월부터는 이라크와 국제사회
간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이라크와의 국제협약’
(ICI:
International Compact with Iraq) 출범의 준비그룹 국가로 활동하였다. 동 국제협약은 2007
년 5월 3일 총 60개 국가와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의 재건 및 자치능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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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빌 지방재건팀(RRT: Regional Reconstruction Team)의 창설에 합의하여, 2007년 2월
1일 이를 출범시켰다. 해외에서 제3국과 공동으로 재건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르빌 지방재건
팀이 최초의 사례이다.

2)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2006년 3월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명시한‘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를 발표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10개
지원방안을 담은 동 이니셔티브는 2008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규모를 3배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확대되는 예산은 아프리카 연수생 1천명 초청, 질병퇴치를
위한 의료·보건분야 지원확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수산분야 지원확대, 첨단 정보기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에 따라 2008년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액은 유·무상을 포함
하여 총 1억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지원확대 기조는
2008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각국의 중장기 개발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원을 위해 수원국과의
정책협의를 거쳐 지원분야와 개별사업을 확정해 오고 있다. 국가별 구체적인 지원분야와
사업은 프로젝트, 연수생초청 교육, 기자재 지원,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등 다양한
사업형태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중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의 지역별 발전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달리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은 보건의료, 교육 및 농촌개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진행된 북아프리카는 행정제도, 산업인프라분야를 집중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양자사업 위주로 지원하되 필요시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중이며 우리 NGO 등을 통해서도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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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항

목

주요내용

2008년까지 대아프리카 ODA •무상원조 예산 획기적 증액
3배 확대

•확대 예산은 선정을 펼치는 국가에 집중 지원

한국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

•향후 3년내 아프리카인 1000명을 한국에 초청

국가들과 공유

•봉사단 파견인력을 확대해 지역개발 활동 전개

아프리카의 아동사망률 감소,

•의료단 파견 확대

질병 퇴치 지원

•병원 건립, 의료장비 및 백신 개발 지원

아프리카 기초교육, 직업교육

•학교 건립과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으로 인적 개발

•직업훈련센터 건립, 관련 분야 교사 초청 연수

아프리카의 식량문제 해결,

•농업기술 전수 및 농촌 인프라 구축 지원

1차산업 육성 지원

•어업 및 수산 양식 분야 기술 지원

한국의 첨단 IT기술 공유로 정

•IT 분야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확대

보화 격차 해소

•IT 훈련원 건립, 전자정부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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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체제 구축
국제기구와 협력해 아프리카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 African Union), 유엔공업개발
기구(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개발 효율성 증진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와 협력사업 추진

아프리카의 무역 역량 배양 및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수입 품목 확대

통상·투자 확대

•통상 투자사절단 파견 등 기업인간 교류 확대

스스로의 주인의식 제고 방향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동반자 관계

으로 아프리카 협력 사업 추진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
s Development)와 자주적 노력
지원 위한 협력사업 실시

3)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우리 정부는 2002년 1월 아프간 재건지원 도쿄회의에서 발표한 2002년~2004년간 총 4천
5백만불의 무상원조 계획을 마무리한 이래, 2005년 150만불 추가지원 약속을 이행하였다.
정부는 2006년 1월 개최된 아프간 지원 런던회의에 참가하여 2006년~2008년간 유무상
1천만불씩 총 2천만불을 인적자원 개발, 공공행정개혁, 농촌개발사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원키로 발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아프간의 자구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의지를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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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서 아프간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런던회의 서약 이행을 위해 2006년
직업훈련원, 컴퓨터 훈련센터, 카불
공대 IT센터 건립사업 등을 시행하
였으며, 아프간 마약퇴치신탁기금
에 20만불을 공여한 바 있다.
향후에도 정부는 아프간 재건 지원
을 위한 우리의 공여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국제사
회의 논의에도 계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초청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개도국 연수생

개발원조는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우리 연성국력(soft power)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신흥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전후 절대빈곤을 극복한 경험을 활용하여 선진국들과는 차별화된
개발경험 전수 등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개발원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남북 격차해소가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시 개발과 무역,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개발과
환경, 9.11 사태이후 테러리즘 및 국제 안보와 개발, 투자, 금융, 이민, 성평등, 거버넌스와
개발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개발과 여타 정책과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국내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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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개발협력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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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아프리카의 타는

목마름⋯
(전략)
“또 아프리카야!”사람들의 이런 반응도 심심치 않다. 나도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기근은 이상기온과 더불어 에이즈
창궐, 막대한 부채, 식민통치의 잔재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들
때문에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아프리카 식량

한비야(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위기의 악순환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한 예로, 소말리아 국경지대인 케냐의 와지르는 1995년, 대기근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월드비전
한국은 살아남은 주민들에게 식량배분과 함께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농업개발 및 보건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덕분에 와지르 지역에서도 우리가 돌보는 지역주민들은 이번 대기근에 잘 대처하고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연일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 ODA다. 한국은 1987년 시작
했다. 이 원조 중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유상원조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이 한국
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중 약 2%가 민간단체를 통해 세계 깊은 곳까지 전해지면서, 내가 낸 세금이
와지르에서처럼 물이 되고 씨앗이 되고 농기구가 되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이 원조금 때문에 싫은 소리 많이 들었다. 국제원조의 최대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살 만해
진 지금,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어찌 그리 인색하냐는 거다. 듣기 싫지만 사실이다. 우리가 원조받은 액수는
총 130억불인데 원조총액은 약 22억불이고 국민 총소득의 0.06%, 1인당 한달에 약 400원 정도를 내고
있다. 우리 경제규모와 위상에 걸맞으려면 적어도 2배로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야 적어도
인색한 나라라는 말은 듣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이 공적원조도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 ODA의 5% 정도만을 아프리카 지원에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ODA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뭔가 다른 획기적인 재원마련이 꼭
필요하다.
올 2월 말, 파리에서 93개국 정상들과 국제기구들이 모여 항공권 연대기금을 만들자는 제의가 있었다.
비행기표를 살 때 일정액을 기부하며 세계화를 통한 이익의 일부를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쓰자는 취지다. 이미 13개국이 이 안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번 해외에 나갈 때마다 1달러, 약 1000원 정도의 기부라면 기꺼이,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모인 돈이 아프리카 사회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여, 앞으로의 식량위기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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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도 대외관계 및 외교활동의 틀을 제공하고 분쟁
발생시 해결의 준칙이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법적 기반중 중요한 것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특히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의
서면 합의로서, 당사자 간에 법적인 권리·의무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법의 법원이라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법적 기반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오고 있다.

1. 2006년도 조약 체결
정부수립후 2006년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2,395건(양자 1,855건, 다자
540건)으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3년간 발효된 조약은 129건(양자 88건, 다자 41건)에
불과한 반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발효된 조약은 470건(양자 367건, 다자 103건)에
달한다.

정부수립 이후 조약체결 건수 추세(발효기준)
연도
조약체결건수
※( )은 다자조약

1948~19601961~1970 1971~19801981~1990 1991~2000 2001~2006
129
(41)

291
(60)

419
(90)

438
(112)

648
(134)

470
(103)

소계
2,395
(540)

(2006.12.31 기준,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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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 체결과 주요 사안에 관한 범세계적 규범의 확립

제3장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

연도별 조약체결 건수

2006년은 조약체결이 특히 활발했던
해로서 106건(양자 90건, 다자 16건)의

조약체결건수
700

700

600

600

500

500

400

400

300

300

200

200

100

100

조약이 체결·발효되었다. 이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듯 개인의

0

1948~1960 1961~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6

전체조약

다자조약

0

(2006.12.31 기준, 외교통상부)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
사법·사회분야 조약의 체결건수가 많다
는 점이다. 양자조약의 경우 발효된 90건
중 절반이 넘는 53건이 경제·운송분야
조약이었으며 사회보장, 사법공조, 사증
면제 및 문화·관광 등 사회분야 조약도
16건에 달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한·싱가포르 및 한·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2006년 3월과 9월에 발
효되었고, 이어 한·ASEAN 자유무역협정(기본협정, 분쟁해결협정, 상품분야협정)이 2007년 6
월에 발효되었다. 2006년에는 또한 불가리아, 이란, 레바논 등과의 투자보장협정 8건, 인도 등과
의 세관협력협정 3건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가 발효되고
2007년 1월에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함
으로써 무역·투자 및 관세행정분야에 있어 양자·다자협력 기반이 확대되었다. 이에 더하여
한·캐나다, 한·알제리 등 이중과세방지협약 7건, 한·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됨
으로써 이들 국가에 진출한 우리 국민에 대한 이중과세 및 사회보장료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한·EU 핵융합협정, 한·러시아 가스협력협정 등이 발효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에너지기구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법공조 분야에서는 2006년 10월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하여 그 해 11월 동 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었으며, 한·브라질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한·과테말라 범죄인인도조약이 같은 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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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등과 문화협력협정 2건, 키르기즈스탄 등과 관광협력협정
4건이 발효되었고 다자협약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되었다. 주요
개도국들과는 봉사단파견 협정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약정이 다수 체결·발효되었다.
한편,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2006년 12월 서명되어 2007년 4월 발효되었고
한국지진관측소에 관한 협정이 2006년 12월 서명·발효됨으로써 그간 미국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던 한국지진관측소(KSRS: Korean Seismic Research Station)를 공동사용기간을
거쳐 향후 우리나라에 반환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밖에 유네스코와의 협력협정, 유엔과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에 관한
본부 소재지 협정을 비롯하여 국제
기구와의 조약 18건이 체결·발효되
제3장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

었다. 또, 2006년10월에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하여 2007년 7월
동 협약이 발효되었고 2007년 4월에
석면 이용 안전에 관한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한·미 한국지진관측소에 관한 협정 서명식(2006.12.22, 서울)

2.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1) 다자규범화 작업에의 적극적 참여
이러한 조약 체결 외에도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적 관심 사안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범세계적 규범의 확립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를 위하여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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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간 법제의 조화와
통일된 국제규범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및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등 국제 법률기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등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국제
협약 성안을 위한 회의에서도 적극적
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한,
제2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와
제25차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연례회의 등 남극 관련 국제협의체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남극과 관련된

남극 관련 홈페이지 초기화면

이해제고와 우리나라의 활동 홍보를
위하여 2006년 6월부터 남극관련 홈페이지(www.antarctica.go.kr)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밖에,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의 침략범죄 정의를 위한 회의, 장애인권리협약 특별회의,
국제인도법 전문가회의, 국제연합 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및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등에 참가
하여 국제사회의 규범화 작업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2) 국제법에 기초한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교섭
우리나라는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선포한 이래 유엔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해, 남해, 동해 그리고 동중국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웃나라
인 일본 및 중국과 각각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 2006년에는 일본과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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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가졌는데, 특히 2006년 6월 제5차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경계
획정 방안을 우리의 기본입장으로 일본측에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중국과는 제11차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2006년 12월 북경에서 개최하여 경계획정에
대한 원칙 등을 협의하였다.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이웃나라들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3. 대외활동에 있어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
외교통상부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를 취합, 정리하여 2006년
3월에「알기쉬운 조약업무」
를 제작·배포하였다. 이
책자에서는 조약의 의의와
체결절차, 서명식 관련 유
의사항은 물론, 조약 체결
동향에 이르기까지 조약에

알기쉬운 조약업무 책자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된 조약설명회 모습(2006.10.10~11)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상기 책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하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조약정보와
조약국 주요 업무안내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약설명회를 개최
하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강연을 통해 조약과 기관간약정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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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학자, 학생 등 사회 각계의 조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간 축적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