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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북핵 문제의 해결 추진
1.「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채택
1) BDA 문제 해결 노력 및 6자회담 재개
2005년 9월 채택된「9.19 공동성명」
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6년 12월
18~22일간 북경에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개최되었고, 동 회의에서 참가국
들은 한반도 비핵화 이행을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BDA 문제11)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움에 따라, 실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장성명 채택과 함께 휴회가 선언되었다.
6자회담 휴회 이후 우리 정부는 차기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007년 1월 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6자회담 재개 방안 및 회담 개최시 협의 진전 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또한, 장관 방미 회담 계기에 한·미 수석대표간 회담을 통해 차기 6자회담
개최시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한·미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12)
한편, 미측이 2006년 말 이후 북측에 제안한 이른바‘조기수확(early harvest)’

방안에 대해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박차를 가하였고, 2007년 1월 16~18일간 개최된 미·북 베를린 회동에서
양측은 BDA 문제 해결 등을 통한 6자회담의 재개와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등
초기 조치에 대해 협의하였다. 뒤이어, 미·북 베를린 회동 후속 조치로 1월 30~31일간
베이징에서 제2차 미·북 금융 실무그룹 회의13)가 개최되어, BDA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7년 2월 8일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11) BDA 문제란, 미국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북한 정부를 위해 돈세탁을 하고 기타 금융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마카오 소재 Banco Delta Asia(BDA) 은행을 미국 애국자법(Patriot Act) 제311조에 따른‘돈세탁 주요 우려 대상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으로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따라 BDA의 도산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태가 발생하자, 마카오 당국은 BDA 계좌 인출을 중단시켰으며 결국 BDA 내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시키게 되었다.
12) 힐 차관보는 2006년 11월 27~29일간 베를린을 방문한 계기에 김계관 부상을 만나 6자회담 재개 관련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때 힐 차관보는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 관련 조속한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의미에서‘조기수확(early harvest)’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관련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제1차 미·북 금융 실무그룹 회의는 2006년 12월 19~20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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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3 합의 도출 및 비핵화 초기조치 이행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통해「9.19 공동성명」
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 결과,「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
가
채택되었다. 동 합의를 통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비핵화의 단계별 조치를 최초로
구체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미·북/일·북간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논의 개시 등에 합의하였다.
2.13 합의의 성과와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핵시설 동결(freeze)까지만 합의한 데 비하여,
2.13 합의에서는 핵시설 폐쇄(shutdown)를 넘어 불능화(disablement) 단계까지 합의
하였다.
둘째,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2.13 합의에서는 북한의 불능화 과정의 구체적 행동과 진전이
있을 때에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성과급’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참가국들이 균등과 형평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equity)에
따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 상응조치로서 미·북/일·북 관계정상화 협의를 개시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간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양자간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동북아 평화·안보체제’실무그룹은 그간 동북아 지역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던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 설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 수석대표회의(2007.2.8,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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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합의」요지

초기조치
이행계획

•60일 이내
•북한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 IAEA 사찰관 복귀
•플루토늄 포함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 협의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
•중유 5만톤 상당 에너지 지원

다음단계
이행계획

•초기단계 완료 이후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중유 95만톤 상당 에너지 지원

5개 실무그룹 구성

6자 장관급회담

•30일 이내
•한반도 비핵화, 미·북 및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초기단계 완료 이후
•동북아 안보 협력 방안 모색 위한 6자 장관급회담 개최
•직접 관련 당사자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2.13 합의 이후, 비핵화 초기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의로서, 각 실무그룹별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3월 17~18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서는
△초기단계 △다음단계 이행 △비핵화 실무그룹과 IAEA간의 관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3월 1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
에서는 △우리측의 초기단계 중유 5만톤 지원, △각측의 다음단계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3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구상, △향후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그룹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3월 5~6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미·북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북 양측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3월 7~8일간 베트남 하노이
에서 개최된 제1차 일·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일·북 양측은 일본인 납치
문제 및 과거사 문제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26

제
2
장
동
북
아

2.「2.13 합의」이후「10.3 합의」
까지
1) BDA 문제의 최종 해결
3월 중순의 제1차 실무그룹별 회의에 이어,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3월
19~22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각 실무그룹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13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 논의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BDA 문제가 북한 자금 송금과
관련하여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못해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고, 참가국들은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만 차기 6자회담을 가능한 가장 이른 기회에 재개하기로
약속하면서 회담을 마무리하였다.
BDA 문제로 인하여 6자회담 과정이 교착된 상황에서, 참가국간에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BDA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련국간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결국 미·러가 공동으로
BDA 자금 송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이후, BDA 자금이 2007년
6월 미국 연방준비은행(FRB)과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러시아의 극동상업은행
으로 송금되면서, 2005년 9월 미 재무부의 조치 발표 이후 지속되어 온 BDA 문제는
종결되었다.

2) 다음 단계로의 진전을 위한 방안 모색
BDA 문제가 해결되고 관련국간에는 2.13 합의의 조속한 이행 등 6자회담 과정의
실질적·구체적 진전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7월 18~20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어서
7~8월에는 우리측의 대북 중유 초기 지원(5만톤)과 북측의 영변 핵시설 폐쇄 및
IAEA 감시·검증단 복귀 등 초기단계 조치가 마무리됨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한 관련국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차기 6자회담의 성과 거양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이 이루어졌다.
한편, 2.13 합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리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8~9월에
5개 실무그룹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등 분야별 실천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8월 16~17일간 선양에서 개최된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에서는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 회의를 통해

제1절 북핵 문제의 해결 추진

27

평
화
·
번
영
외
교

2008년 외교백서

참가국들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연내에 불능화 및 신고를
완료한다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제2차 회의가 8월 7~8일
판문점에서 개최되었고, 동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다음단계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의
기본 구상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10월 29~30일간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중유
45만톤(초기 지원 중유 5만톤 제외)과 중유 50만톤 상당 설비·자재 제공 관련 기본
원칙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제2차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는 9월 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양측은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북핵 시설 불능화 완료, △테러지원국14)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법15) 적용 종료 등의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2차 일·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는 9월 5~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
되어, 양측은 과거사 청산과 납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다.
제2차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는 8월 20~21일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참가국들은 역내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공통분모를 도출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2.13 합의로 구체화된 6자회담 과정의 진전은 국내 경제에 대한 외부적
위협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거시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실제로 국제 신용등급 전문기관인 무디스(Moody's)는 2002년 3월 우리나라의 등급
조정 이후 5년 4개월만인 2007년 7월, 우리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향후 신용등급 전망을“안정적(stable)”
으로 제시하였다. 무디스는 등급
상향 조정 이유로,“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2.13 합의 이행 등에 따른 북핵 상황
진전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
되었음을 적시하였다.

14) 테러지원국이란 국제테러 행위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4월「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
를
발표하여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국가에 대해 자국 물품의 수출입 금지, 자국 군수품 수출 금지, 원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7년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로는 쿠바, 이란, 북한, 수단 등이 있다.
15)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은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가하는 일종의 경제제재로서 1917년 제정
되어 나치 독일에 처음 적용되었다. 주요 내용은 전쟁 상대국에 대해서 수출, 수입, 투자 등 경제 관계 전반을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을‘적성국’
으로 지정하고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 등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교류를 엄격히 금지하였고, 현재까지도 적성국 교역법에 따라 북한의 무역 및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들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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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채택
2007년 7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및 제2차 실무그룹별 회의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
에너지 지원 등에 대한 각측의 입장이 제시된 상황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의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9월
27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 계기에 10월 3일「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
가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조치에 합의
하였다.
우선, 북한은 2007년 말까지 북한 내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며, 핵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여타 참가국들은 북측의 조치에 상응하여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고,
핵시설 불능화 과정을 지원하며, 미·북 및 일·북 관계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0.3 합의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적
으로 구체화시켰다.
「10.3 합의」요지

비핵화

관계정상화

•북한의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연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하고 정확한 신고
•북한의 핵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
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미국은 미·북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에서
의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공약 이행
•일·북 양측은 평양
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6자
외교장관
회담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기제공 10만톤 포함)

•적절한 시기에 베
이징 개최 재확인：
의제 협의를 위한
6자 수석대표회의
사전 개최

제1절 북핵 문제의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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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이행 추진
1) 비핵화 제2단계 이행
10.3 합의 채택 이후, 각측은 비핵화 관련 제2단계 조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우선, 미국의 불능화 전문가 그룹이 10월 11~18일간 방북하여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하였고, 이어서 11월초 재방북, 불능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개시
하였다. 또한, 우리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전문가들도 11월 27~29일간 영변 핵
시설을 방문하여 불능화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하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완전하고 정확한”신고가 약속한 기한
(2007.12.31) 내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은 12월 30일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10.3 합의 이행 지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불능화 및 신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고, 뒤이어 우리와 일본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발표
하였다.
한편, 신고 문제는 제2단계 비핵화 조치의 핵심적 사안으로서,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국간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2008년 1월 말에는 미·중 관계자간 방북
협의가 실시되었고, 2월에는 베이징에서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신고 문제 관련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미·북 양자 협의를 실시하였다. 우리측도 2월 21일
베이징에서 천영우 본부장과 김계관 부상간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신고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북측의 조속한 의무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한편, 북핵 불능화·신고와 더불어 10.3 합의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되었다. 2007년 11~12월간
선양, 베이징, 평양 등에서 개최된 한·중·북 3자간 실무협의에서 참가국들은 비핵화
제2단계 조치 이행 관련 △대북 설비·자재 지원의 분담 방식 △구체적 지원 품목
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대북 중유 및 설비·자재 지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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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 안보
현안이자,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번영과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국제적 관심 사안이 되었다. 현재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 등으로
비핵화 관련 제2단계 조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하여 9.19 공동성명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서, 우리 정부는 10.3 합의에 따라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등 비핵화 관련 제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과 대북제재 해제 등 비핵화 상응 조치의 이행을 지속 추진하며,
△본격적인 핵폐기 단계로의 조속한 진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 핵폐기와 함께, 남북 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증진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제1절 북핵 문제의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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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미 관계
1. 동반자 관계 강화
2007년 중 한·미 양국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미래 안보수요에 부합되도록 동맹을
재조정하고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력하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고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이와 관련, 2007년 중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한
차례의 정상회담과 6차례의 전화협의를 통해 동맹 발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간 공조 방안 및 한·미 FTA 타결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2007년 9월 7일,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관계를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FTA의 조기 비준 및 한국의 미 VWP 조기 가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라크·아프간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협력을 평가하고, 도하개발아젠다, 기후변화회의 등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미 외교장관간에는 2007년 중 8차례의 외교장관회담과 23차례의 전화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양국 외교장관은 2·13 합의 이행, BDA 문제 해결 등 북핵 문제의
진전 방안과 한·미 FTA 서명·비준 및 한국의 VWP 조기가입 등 양자 현안, 동맹 재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국간 고위급 교류 계기에 양자 차원의 현안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범세계적인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중동평화 및 기후변화 문제 등 지역적·
범세계적 문제와 기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2007년에는 북핵 문제 및 한·미 FTA 문제 등을 포함하여 우리와 관련된 각종
현안이 미 의회 내에서도 논의된 바, 미국의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영향력이 큰
미 의회 및 여론 주도층 인사들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 관련, 6월에는 미 하원에서 한·미 동맹을 평가하고 양국 동맹관계를 보다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한·미 동맹 결의안」
이 채택(6.11)되었고, 12월에는 미 상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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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호통상조약 125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재조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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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125주년 기념 결의안」
이 채택
(12.9)되었다. 또한, 미 하원은「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
을 채택(7.30)하여 일본의 반성을

외
교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
하는 계기를 조성한 바 있다.
한편, 3월에는 미 상원에서 코리아 코커스
(Korea Caucus)16) 가 발족(3.30)됨으로써,
2003년에 발족한 미 하원의 코리아 코커스
및 우리 국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와 함께 한·미 의원외교의 틀이
보다 확충되었다.
아울러 한·미간에는 우리의 VWP 가입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온 바, 2007년 8월 미국 VWP

한·미 외교장관회담(2007.1.5, 워싱턴)

확대 개편 수정안이 포함된「9.11 위원회 법(9/11 Commission Act of 2007)」
의 발효를
계기로, 의회 및 개별의원들을 상대로 지지 확보 노력을 전개하는 등 동 조기 가입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FTA와 관련하여서도 재계 및 주정부를 포함, 의회 인사들에
대한 지지 확보 노력을 지속 전개해 왔다. 2007년 중 미 의회 내 우리 입장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 서한, 공개 기록용 발언 등은 전년 대비 5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07년 중 미 대선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을 감안, 정부는 미국
유수 학자들 및 여론 주도층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셔먼
(Wendy Sherman) 전 대북정책조정관, 본드(Christopher Bond) 미 상원의원, 햄리
(John Hamre) CSIS소장, 퓰너(Edwin Feulner) Heritage 재단 이사장, 오버도퍼
(Don Oberdorfer) SAIS 교수, 파월(Colin Powell) 전 미 국무장관, 홀부르크
(Richard Holbrooke) 전 주유엔 미국대사 등 미국 내 공화당·민주당 양당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관련 중견급 인사들의 방한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교류·접촉을 통해 한·미
관계 및 북핵 문제, 동북아 지역 문제,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계속하였다.
16) 코리아 코커스는 한국 관련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유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 하원의 경우 20개 이상의 국가/지역별
코커스 가운데 코리아 코커스는 대만, 이스라엘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이다. 한편, 미 상원에는 코리아 코커스 외에 5개 코커스
만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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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미간 주요 인사 교류
한·미 정상회담
일 자
2007.9.7

계 기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시드니)

한·미 외교장관회담
일 자

계 기

2007.1.5

송민순 장관 방미(1.1~6) 계기

2007.3.2

송민순 장관 방미(3.1~3) 계기

2007.5.3

이라크와의 국제협약(ICI: International Compact with Iraq) 출범회의 참석 계기(이집트)

2007.6.28

송민순 장관 방미(6.27~30) 계기

2007.9.6

APEC 계기(시드니)

2007.9.26

UN 총회 계기(뉴욕)

2007.11.7

송민순 장관 미국·캐나다 방문(11.4~10) 계기

2007.12.17

팔레스타인 원조공여국회의 참석 계기(파리)

2. 주요 동맹 현안 협의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기여해 온 바, 최근 수년간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맹 재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 기간 동안에도 기존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동맹 현안들의 원활한
이행 등을 추진하였다.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양국은 2006년 10월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17) 에서‘2009년 10월 15일~2012년 3월 15일’기간 중 전작권
17)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한반도의 안보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간의
연례회의이다. 1968년 최초로 개최된 이래 제3차 회의까지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지칭되었으나 197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회의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지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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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및 2007년 상반기 중 구체 이행계획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2월
23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을 전환키로 최종
합의하였고, 2007년 6월 28일 양측 군사당국간에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
계획에 서명, 현재 실질적 이행 작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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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미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자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총 12차례의 미래 한·미 동맹정책구상회의(FOTA: Future of the Alliance
Policy Initiative)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군사
임무전환, 연합전력증강 등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4년 10월 개최된 제3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FOTA에 이어 미래
한·미 동맹의 거시적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2005년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8년 1월까지 총 16차례의 SPI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2007.10.1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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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8.1 SPI 개최실적
회

의

일

시

대 표 단
●

11차

2007.2.7~8

●

●

12차

2007.4.16

13차

2007.6.8

●

●

●

●

14차

2007.7.27

15차

2007.10.19

●

장

소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외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청와대 안보실 관계관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외 국방부, 국무부,
주한미군, 미태평양사 관계관

한국
(서울)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외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청와대 안보실 관계관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외 국방부, 국무부,
주한미군, 미태평양사 관계관

미국
(워싱턴)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외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안보실 관계관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외 국방부, 국무부,
주한미군, 미태평양사 관계관

한국
(서울)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외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안보실 관계관
James Shinn 국방부 아태차관보 외 국방부, 국무부, 주한미군,
미태평양사 관계관

미국
(하와이)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외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안보실 관계관
● James Shinn 국방부 아태차관보 외 국방부, 국무부, 주한미군,
미태평양사 관계관

한국
(서울)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외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안보실 관계관
● James Shinn 국방부 아태차관보 외 국방부, 국무부, 주한미군,
미태평양사 관계관

미국
(워싱턴)

●

●

16차

2008.1.23

한·미 양국은 그간 SPI 회의를 통해 FOTA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
하는 한편,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장기적 발전에 관한
논의를 가져왔다. 양국 국방·외교 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SPI는 동맹 현안 해결을
위한 안보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양국은 2008년에도
SPI를 통해 동맹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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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위비 분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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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보적 중요성과 가치, 우리나라의 경제적 능력 향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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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991년부터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일명, 방위
비분담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왔다. 방위비 분담 협상은 2004년까지는 국방부에서 담당하여 왔으며, 2004년과
2006년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였다.
외교통상부는 2007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의 고위급 회담 및 수차례의
실무급 협상을 개최하여 2006년 12월 새로운 방위비분담협정 내용에 최종 합의하고
2007년 4월 국회동의를 받았다.
협상 결과, 2007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대비 6.6% 증액된 7,255억원
(전액 원화 지급)으로 합의되었으며, 2008년의 분담금은 2007년 분담금에 물가 상승률
(2006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키로 하였다. 동 합의는 2005~2006년
방위비 분담금 삭감으로 인해 미측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족 등 자금난을 겪어 왔고,
이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한·미 양측은 현재의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위비 분담 제도를 만들기 위해 2007년 6월과 10월 2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4)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이행
한·미 양국은 2004년 10월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Land Partnership Plan) 개정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에
합의하였다. 두 협정문은 2004년 12월 국회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은 SPI를 통해 재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2007년 주민 이주 및
부지 매입 완료, 사업 관리 업체 선정 등 공사착수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시설설계 등 본격적인 기지 건설 단계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지 재배치 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군소 미군기지를 통·폐합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미군기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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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FA 운영 개선의 지속적 추진
정부는 미측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7년 11월 초에는 외교부
주재로 우리 관련 부처간‘SOFA 업무결산회의’
를 개최하여 개선 방향 및 향후과제를
점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선 형사재판권 분야에서는 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재판
관할권 행사 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2006년 이후로는 30%를 넘어서게 되었다.18)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 행사율 현황
2001

재판권
행사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7.4

7.8

7.1

6.9

30.9

34.1

24.3

23.0

23.7

23.7

35.7

37.5

34.1

29.7

(출처：법무부)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발생과 관련, 한·미 양국은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시 긴밀한 협조
하에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에 관해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주한미군측도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 개발과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왔으며 실제로 미군범죄율은 계속 감소되어 왔다.
노무 분야의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및 고용 보험 확대 적용에 관한 협의 등을 통하여 한국인 근로자의 공평한 권익
증진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일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달리 SOFA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한국노무단(KSC: Korea Service Corps)도 KSC 협정상의 개인 및 집단
분쟁해결 절차가 현 SOFA 노무조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을 전개하였다.
문화재 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동 관련 분과위가 2005년 7월 설립된 이래 짧은 기간에도
불구,「주한 미군기지 내 문화재 조사를 위한 절차서」
를 마련(2005.12), 주한 미군기지 내
우리 문화재 인수 및 향후 미군기지 내 우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 마련에 합의하는 등의
18) SOFA규정에 의해 우리측은 12개 중대 범죄 및 여타 중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관할하고, 미측은 여타 범죄에 대해 관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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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두었다. 그 밖에 동식물검역 분과위는「주한미군용 반입 식물 및 식물제품 합동
검역 합의서」체결(2006.4),「주한미군용 축산물 검역검사 합의각서」체결(2006.10)을
통해 주한미군 반입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SOFA 전반에 있어서의 운영개선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군기지 및 그 주변의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 미국측과 협의를 계속해 왔다. 이와 관련, 한·미간 2004년 12월
발효된 용산기지이전(YRP)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및 수시반환 합의에 의해
앞으로 상당수의 미군기지가 우리측에 반환될 예정임에 따라, 한·미 양측은 2005년 6월
부터 환경공동조사가 완료된 반환대상 기지를 중심으로 오염 치유수준에 관한 협상을 진행
하여 왔다.
이와 관련, 2007년 6월에 개최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2007년 중 이루어진 23개 기지 반환 처리와 관련 개선 방안이 제기된 바,
정부는 이를 감안하면서 미국측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기지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이루어진 SOFA 개정 및 개선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SOFA 틀 내에서의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SOFA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2절 한·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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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1. 한·일 관계
한·일 관계는 2005년 이후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었으나, 하반기 일본
후쿠다 내각의 아시아 중시 외교 표명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특히, 2007년 11월 20일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새로
취임한 일본의 후쿠다(福田康夫)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간의 만남이 있었으며, 7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및 실무급협의의 수시개최를 통해 한·일간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군대위안부 강제성 부인 발언 등 일부 일본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 표출, 시마네현의 소위‘다케시마의 날’행사(2.24),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3.30)는 한·일 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3.1절 기념사 및 외교장관회담(3.31), 외교부 논평(총 5회) 등을 통해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행동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양국간 인적·경제적 교류는 2006년 연간 인적교류 446만명, 교역규모 785억불에서
2007년도에는 각각 484만명, 826억불로 증가하였다. 정부는‘사천왕사 왔소 2007’
(11.4),‘제7회 한·일 역사가 회의’
(11.16~18),‘제3회 한·일 교류 축제 한마당’
(10.20~21),‘조선통신사 400주년 기념사업’등 민간 차원의 교류를 측면 지원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국민교류 차원에서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하였다.
2007년에는 과거사 개별 현안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사할린
거주 한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이 실시되어 9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611명의 영주귀국을 실현하였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은 2009년까지 희망자 전원귀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일본으로
부터 일제강점기 군인·군속의 공탁서 사본 총 11만명분(9,100만엔 상당)을 수령함
으로써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기도 하였다.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유골봉환과 관련하여 2008년 1월 23일에는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 101위의 국내 봉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과거사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지난 2002년 발족한 한·일 역사 공동연구는 제1기의 활동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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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에는 제2기 역사공동연구를 발족하였다. 제2기 역사공동연구는 동경에서
지원위원회(6.22), 제1차 전체회의(6.23)가 개최되었고, 서울에서 제2차 전체회의
(11.23~24)가 열렸다.

한·일 정상회담

2007.11.20

주 요 내 용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싱가포르)

한·일 외교장관회담
일 자

주 요 내 용

2007.3.31

아소(麻生太郞) 외무대신 방한(제주)

2007.5.4

이라크와의 국제협약(ICI) 출범회의 계기(이집트 샴엘쉐이크)

2007.5.29

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함부르크)

2007.6.3

한·일·중 3자 외교장관회담 계기(제주)

2007.9.6

APEC 정상회의 계기(시드니)

2007.9.29

UN 총회 계기(뉴욕)

2007.11.20

ASEAN+3 정상회의 계기(싱가포르)

한·일 고위급 교류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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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일간 주요 인사 교류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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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9~11

한·일 의원 연맹 대표단 방일

2007.3.11~13

조중표 제1차관 방일

2007.3.14

한·일 협력위원회 대표단 방일

2007.6.4

아사노(淺野勝人) 외무부대신 방한

2007.9.3

일·한 의원 연맹 방한

2007.10.5~6

심윤조 차관보 방일

2007.10.28

야부나카(藪中三十二) 외무심의관 방한

2007.10.29

김대중 전대통령 방일

제3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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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관계
2007년은 한·중 양국 관계에 있어 뜻깊은 한 해였다. 양국은 수교 15주년을 맞은
2007년을‘한·중 교류의 해’
로 정하고,“함께 열어요, 한·중 밝은 미래(友好交流,
共創未來)”
라는 슬로건 아래 양국 총리가 참석한 개·폐막식을 포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 및 총리,
외교장관간 수교 15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교환하는 등 2007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와 교류를 통해 한·중 양국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2003년 한·중 양국 정상간 합의한‘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를 증진
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1월 필리핀 세부 개최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원자바오
(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 양국간 제반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한·중 교류의 해’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2007년 4월 원자바오 총리 방한 계기 정상회담, 9월 APEC 정상회의 계기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 11월 ASEAN+3 정상회의 계기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의회차원의 교류를 통해 양국간 교류의 심화·확대를 모색하였다. 6월
구슈롄(顧秀蓮)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이 제4차 한·중 여성지도자포럼 참석차 방한,
노무현 대통령 및 국회 부의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의회간 교류 및 여성 지도자
교류 등 양국관계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7월에는 임채정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1월 송민순 외교장관 방중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ASEM 외교장관회의,
ARF, APEC, UN 총회, ASEAN+3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 참석 계기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북핵 문제, 양국 발전관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외교·안보 문제
관련 양국 외교당국간 협의를 강화하였다.
경제 교류에 있어서는 한·중간 교역액은 1,450억불을 기록, 2006년 대비 22.9%
증가하였으며, 2007년 기준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 무역흑자국
이며,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수교 당시 13만
명에 불과했던 양국간 인적 교류는 585만명에 달하는 등 44배나 증가했으며,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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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30회의 항공편이 한국 6개 도시와 중국 30여개 도시를 왕래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 일부 언론 매체를 위주로 혐한(嫌韓) 정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및
한국에 대한 비판 기사가 일부 왜곡된 채로 보도되면서, 반한류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왜곡 보도된 인터넷 사이트나 언론을 상대로 시정 요청 및
적극적 홍보 활동 전개 등을 통해, 혐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주 요 내 용

2007.1.14

ASEAN+3 정상회의 계기 원자바오 총리회담(세부)

2007.4.10

원자바오 총리 방한 계기(서울)

2007.9.7

APEC 정상회의 계기 후진타오 주석회담(시드니)

2007.11.20

ASEAN+3 정상회의 계기 원자바오 총리회담(싱가포르)

한·중 외교장관회담
일 자

주 요 내 용

2007.1.11

ASEAN+3 정상회의 계기(세부)

2007.1.25~27

송민순 장관 방중

2007.4.3

제14차 SAARC 정상회의 옵저버 참가 계기(뉴델리)

2007.5.3

ICI 출범회의 계기(이집트 샴엘쉐이크)

2007.5.28

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함부르크)

2007.6.3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제주)

2007.8.2

ARF 계기(마닐라)

2007.9.8

APEC 정상회의 계기(시드니)

2007.9.28

UN 총회 계기(뉴욕)

2007.11.21

ASEAN+3 정상회의 계기(싱가포르)

제3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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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위급 교류
일 자

주 요 내 용

2007.6.4~7

이용훈 대법원장, 제12차 아·태 대법원장회의 참석차 방중

2007.6.6~9

구슈렌(顧秀蓮)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방한

2007.6.27~28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방중

2007.7.5~10

임채정 국회의장 방중

2007.11.25~27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한

2007.12.10~11

한덕수 국무총리 방중

3. 한·러 관계
1990년 수교 이래 1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러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중 한·러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시킨 이래 양국은 정치·경제·에너지·우주
기술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동을
갖고 동북아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2007년에 양국 외교
장관은 네 차례의 회담을 갖고, BDA 자금문제 및 대북 에너지 제공 등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동북아 핵 비확산 등 안보 위협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 교류에 있어서는 2007년 말 기준 양국 교역량은 150억불로 작년에 비하여 50%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대러 투자액이 9억 2천 5백만불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액
수출

(단위：백만불)

수입

8,088

10,000

6,977
5,000
2,521
1,659

3,671

3,864 3,936

5,179 4,572

2005년

2006년

2,339

0
2003년

2004년

2007년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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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실질협력은 우주기술, IT, 영농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4월
최초의 우리 우주인이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12일간 우주 비행에 도전할 예정
이다. 또한 한·러 양국은 소형위성발사체(KSLV-1: Korea Space Launch Vehicle)를
공동 개발하여 2008년 12월에 고흥 나로우주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 영농
기업들의 연해주 진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농 진출은 세계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우리의 식량 위기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그동안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2008~2013년간 5,660억루블(238억불)을
투입할 예정으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는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극동
시베리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러 양국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인프라
건설과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Siberian Railway)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Trans-Korean Railway) 연결 등 남·북·러 3각협력 사업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4. 한·중·일 협력
2007년에는 동북아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협력 제도화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최근 한·중·일 3국간 경제 및 인적 교류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2007.6.3,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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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과 에너지·환경 문제와 같은 초국경적 관심사들도 적지
않아 3국간 협력이 긴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 EU나 ASEAN과
같은 제도적 협력질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7년에는 3국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가동
되었고, 특히 한·중·일간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우선 1월과 11월에는 필리핀 세부와 싱가포르에서 각각 제7차 및 제8차 한·중·일 정상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계기에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
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지역정세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다.19)
특히 2007년 6월 3일 제주도에서는 최초의 3국 내 별도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측 제안을 기초로 제7차 한·중·일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개최된 동 회의에서는 김포상하이 및 상하이-하네다 항공셔틀 조기 개설 및‘한·중·일 문화셔틀’등 9개 실질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해 3국이 협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007년 11월 20일에는 예년과 같이 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에 앞서 3국 외교
장관간 회의인‘3자위원회’
가 개최되었다. 3자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3국간 협력
전반을 검토·평가하는「실적보고서(progress report)」
를 최종 점검하고 2008년 이후
추진할 3국간 신규사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였다.
별도 외교장관회의와 더불어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인‘3국 외교부
차관보간 고위급회의’
도 2007년 5월 19일 베이징과 10월 28일 서울에서 각각 개최
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경제·통상, 에너지·환경·항공, 문화·인적 교류 등 3국간 협력
사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요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19)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제1절 2. 아주 지역 외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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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한·중·일 주요통계
3국의 인구 및 경제규모
구분
GDP
인구
평균수명
(2005~2010)

한국

중국

일본

9,500억불

3조 2,490억불

4조 3,460억불

(제13위)

(제4위)

(제2위)

4,845만 6천명

13억 2,863만명

1억 2,796만 7천명

(제26위, 0.7%)

(제1위, 19.9%)

(제10위, 1.9%)

78.2세

72.6세

82.8세

평
화
·
번
영
외
교

3국간 교역량
2006년 교역량

2007년 교역량

한·일

785억불

826억불

한·중

1,180억불

1,450억불

중·일

2,073억불

2,360억불

상호 방문객수

주당 항공편수

한·일

484만명

425회

한·중

585만명

830회

중·일

492만명

794회

인적 교류

(출처：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국토해양부, 일본 국토교통성(

),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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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축
1. 남북 협력 지원
1) 국제적 지지 요청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의 진전과 더불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제62차 유엔총회, ASEAN+3/EAS 등 각종 다자회의와
다수의 양자회담 계기에 우리의 대북정책과 남북 경협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남북은 2007년 10월 2~4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을 채택하였다. 이후, 남북간의 대화 채널은 활발하게 가동되어
제1차 남북총리회담(11.14~16), 제2차 국방장관회담(11.27~29), 남북경제협력공동위
(12.4~6) 등 2007년 중에만 총 50여 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모멘텀
유지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개성공단 개발사업20), 금강산 관광사업21),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22) 등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7년
에는 개성공단 개발 사업의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각종 국제
회의 및 정부간 협의회 개최 계기에 개성공단 개발 사업의 추진현황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페리(William Perry)
¨
전 미국 국방장관, 괸츠(Kinga Goncz)
헝가리 외교장관, 예오(George Yeo) 싱가포르

외교장관, 반 트란(Van Tran) 미 캘리포니아주 의원 등 영향력 있는 해외 인사의 개성
공단 방문을 지원,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20)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및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
6월 30일 착공하였다. 2004년 12월 첫 상품을 생산한 이래, 2007년 1월 총 생산액 1억 불을 달성하였으며, 2008년 2월 기준
69개 기업이 입주, 북측 근로자 2만 4천여명을 고용하여 섬유, 봉제, 의류, 가죽제품, 가방, 신발, 전기·전자 부품 등을 생산
하고 있다.
21) 금강산 관광은 2004년 9월 육로관광이 정례화된 이래, 숙박·위락 시설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2007년 6월 1일에는 내금강
까지 관광 코스가 확대되었다.
22) 또한, 2007년 5월 17일에는 분단 반세기 만에 최초로 경의선 및 동해선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열차의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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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경제·인적 교류 현황
남북 교역액은 전년보다 33% 증가하여 17.9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남북간 왕래인원은
전년보다 56.5% 증가한 약 16만명(금강산 관광객 제외)에 달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평
화
·
번
영

남북교역액 변동 추이

외
교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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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왕래인원 변동 추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명)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 경제·사회문화 교류, 대북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계기 남북 왕래 인원수로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관련 왕래 인원은 제외
(출처：통일부)

2)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협력 사업 지원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해 왔다.
우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산모 및 영·유아
보건·영양개선 사업, 식수·환경개선 사업, 교육 사업 등 대북 관련 사업에 1990년대
중반부터 매년 참여해 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에 각각
938만 불과 315만 불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북한 백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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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하여 2007년에 53만 불을 지원하였으며,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UNESCAP)의 대북기술인력 양성사업23) 에도 참여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양자
차원의 직접적인 쌀 차관 제공 외에도 북한이 유엔 긴급구호를 요청한 1995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해왔으며, 2007년에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 사업에 약 2천만 불을 공여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30만톤 및 쌀 차관 40만톤을 제공하였으며
2007년 8월 북한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장비 지원 등 대북 긴급구호 지원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및 세계식량계획(WFP)과 협조
하여 국제사회의 북한 수해 피해 복구지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 문제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이들을 수용한다는 방침 하에, 북한이탈주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공관에
보호 및 한국행을 요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국
들과의 교섭 및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 등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7년에는 연간 2,500명을 상회하였으며, 2007년 말 기준 총 12,27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정착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추세

(단위：명)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원

1,139

1,281

1,894

1,384

2,018

2,548

※ 밀입국 등 포함

(출처：통일부)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후생·복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 적응교육 차원에서 각종 교양·학습 도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

23) 에너지, 환경, 교통, 지역협력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을 통해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철도성, 중앙통계국, 사회과학원 등 소속
관료 및 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능력 배양 및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역내 국가와의 교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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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
지원, 주거 알선,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 등의 형태로 제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실질적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북한 내 식량난을 포함한 탈북요인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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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1)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2.13 합의를 통해 6자회담 내 5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이 설치되었다. 러시아를 의장국으로 하는 이 실무
그룹을 통해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는 최초로 다자안보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 문제에
대한 논의 개시를 위한 정부간 대화가 시작되었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은 2007년에 총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회의는 2007년 3월 16일 주중 러시아 대사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장기적으로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제2차 회의는 2007년 8월 20~2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상호
신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공통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 정부는 제2차 회의시 실무그룹의 당면
과제로 역내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도출 및 구체적인 신뢰구축조치 모색을 제시
하여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동북아 협력대화(NEACD)
한편, 민·관 합동(Track 1.5) 차원에서도 동북아 지역 다자간 안보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아 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가장
대표적이다. 제18차 NEACD는 2007년 1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북한을
비롯해 미·일·중·러의 고위 관리 및 학자들이 참석하여 6자회담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방향, 동북아 안보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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