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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 확대

빈곤, 테러리즘, 기후변화,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식량위기 등 국제 사회의 공동
2009 외교백서

노력이 요구되는 범세계적 도전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가들 간의 효과적인 다자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에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참여, 인권이사국 활동, ECOSOC 부의장 수임 등 경제 및 개
발분야 활동 강화, 군축₩비확산 분야의 유엔총회 논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와 다자무대에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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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
1) 한-유엔 고위급 교류 활성화
2008년은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유엔과의 고위급 교류가 가장 활발했
던 한 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뉴욕 유엔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7월 도야코 G8 확대정
상회의와 11월 워싱턴 G20 금융정상회의 등 계기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만나 주요 국
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9월 제63차 유엔총회 본회의 및 MDG 고위급회의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설명하고, 향후 3년간 식량/농업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1억
달러 지원 계획과 2015년까지 3억 달러 규모의 공적대외원조(ODA) 확대 계획 등을 밝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07년 1월 취임 이래 처음으로 2008년 7월에 한국을 방문하
여, 이명박 대통령 면담과 국회 강연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건설적
인 역할과 기여를 더욱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10월 건국 60년 세계지도자

포럼 개최 계기에 미기로(Asha Migiro) 유엔사무부총장이 방한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아
프리카 개발문제 등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케림(Srgjan
Kerim) 제62차 유엔총회의장과 헤이저(Noeleen Heyzer)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
원회(ESCAP) 사무총장, 파스코(Lynn Pascoe)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 등 고위급 인사가
차례로 방한해 우리나라와 유엔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던 해였다.

2) 유엔 개혁 과정에 참여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본격화된 유엔 개혁은 2008년에도 분쟁예방
(conflict prevention)과 평화유지(peacekeeping), 그리고 평화 구축(peacebuilding)의
기능이 강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권이사회에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였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사무국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최고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제반 개혁조치들을 시행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무총장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임무를 담당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개편 문제는 오랜 기간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주요 개혁 현안으로, 2008년에도 유엔총회
산하 안보리개혁 실무그룹(OEWG)에서 계속 논의되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개혁이 안
보리의 민주성, 대표성,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회원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안보리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2008년 9월 유엔총회 결정에 따라 2009년 2월 총회 비공식 본회의에서 안보리 개혁 관련
‘정부 간 협상(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이 개시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이 논의
에도 계속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국제기구 의사결정기관 진출
우리나라는 2008년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유엔개발계획/유엔인구기금
(UNDP/UNFPA) 집행위원회, 국제해사기구(IMO) 집행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 의사결
정 기관의 이사국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ECOSOC에서는 주유엔대사가 부의장직을 수
임함으로써 개발₩환경₩인도적 지원₩인권 등 유엔 내의 각종 경제₩사회 분야 의제 토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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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최초로 시행되어 우리 정부도 이에 성실히 참여하

또한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 평화구축위원회,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국제해저기구 등의 위원국으로 진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를 제고하
고 발언권을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유엔 내 핵심 인권 기구인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에 재선됨으로써 인권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화
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에도 최초로 진출함으로써 분쟁 재발 방지 및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우리 국민의 유엔 체제 내 고위직의 진출도 활발하였다. 신영수 서울대
교수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으로 선출되어 보건₩의료 분야 및
WHO 내에서의 우리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되었다. 아울러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 유병화 총
장의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위원 재선, 서울대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의 인권
2009 외교백서

이사회 자문위 초대 위원 선출 등 고위직의 국제기구 진출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4)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규모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영향력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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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에 능력과 자질, 국제 감각을 갖춘 우리 국민의 진출을 확
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구인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제도 시행, 유엔 국별경쟁시험(NCRE: 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 유치, 국제기구채용정보 홈페이지 운영, 국제
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을 통해,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17개 기
구에 139명 수준이었으나, 2008년 6월에는 41개 기구에 325명에 달해 두 배 이상 증가하
는 성과가 있었다. 2008년 5월 외교통상부가 유엔사무국, UNICEF, UNDP, UNESCO,
WFP 등 16개 주요 국제기구의 인사담당관을 초청해 개최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Job
Fair for Career Opportunities in the UN System)에는 1천여 명 이상이 참석하여 각 기
구별 채용 정보를 자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43)

43)

설명회 동영상과 참여 기구들의 채용 정보 자료는 www.unrecruit.go.kr 참조

고위직 진출 현황
직위구분
사무총장

국제기구
유엔, 아시아₩유럽재단(ASEF)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 대륙붕한계위원회, 유엔분담금위원회, 유엔공공행정전문가

이사/위원

위원회, 국제사법통일기구,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세계기상기구, 국제형사재판소
예산재정위원회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유고국제전범재판소, 르완다국제전범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코트디브와르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사무차장급), 유엔인권차석대표, 유엔 사무총

기타 사무국고위직

장비서실 차장(사무차장보급), 유엔 정보통신기술국장, UNEP 아태지역사무소장,
UNESCO 짐바브웨 사무소장, 유엔 인도₩파키스탄 감시단(UNMOGIP) 단장

DIPLOMATIC FOCUS

유엔에서 근무하는 정식 직원수가 재정분담금 규모 등에 비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
의 국민을 채용하기 위해 해당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우리는 1992년 이래 유엔 국별경쟁시험을 12차례 유치하여, 그간 우리 국민 42명이 합격하였고
그중 28명이 임용되는 등 우리 국민의 유엔사무국 진출의 중요한 통로로 기능
2008년 2월 26일 서울에서 시행된 시험에 재정, 인권, 정보기술, 정무, 프로그램 평가, 환경, 통계
부분에 92명 응시
2009년 2월 24일 서울에서 시행된 시험에 행정, 경제, 재정, 정보기술, 공보, 사회, 통계, 안전 부분
에 108명 응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우리 정부의 비용 부담하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 1~2년간 수습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지원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정규 직원 자격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1996년 이래 2009년 2월 현재까지 63명의 JPO를 선발하여 UN, WFP, WHO, UNDP, UNV,
UNEP, UNICEF 등 주요 국제기구에 파견
2009년 2월 현재, 파견기간이 만료된 JPO 48명 중 총 39명이 해당 국제기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

국제기구 채용 정보 홈페이지(www.unrecruit.go.kr)
연중 수시로 국제기구 공석 정보 및 국제기구 진출 관련 세미나, 간담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의 충실도를 높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진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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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별경쟁시험(NCRE)

2.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 Peacekeeping Operations)은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과 수
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엔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서, 200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만
여 명의 군₩경과 민간인 3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간 예산도 유엔 정규예산의 3배 이상
인 71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대한 평화유지활동 분담금 10대 기여
국이며, 인적 참여에 있어서는 119개 PKO 파병국가 중 37위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1993년 소말리아에 250여 명의 공병대대(상록수부대)를 파견한 이래 총
14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했으며, 2008년에는 인도₩파키스탄(UNMOGIP), 그루지
아(UNOMIG), 라이베리아(UNMIL), 아프가니스탄(UNAMA), 수단(UNMIS), 동티모르
(UNMIT), 네팔(UNMIN) 등 평화유지부대에 27명의 군옵서버를 파견하고, 2007년 7월부
2009 외교백서

터 레바논(UNIFIL)에 359명 규모의 동명 부대를 파견하는 등 총 8개 평화유지활동 임무
단에 400여 명을 파견하였다.
특히 2008년 7월에 국회에서 동명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
는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리 장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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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지에서 성공적인 민사작전을 통해 현지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른 파병국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08년 유엔 평화유지군 창설 60주년을 맞아, 우
리 정부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6월에 서울에서 PKO
국제회의(Seoul Conference on Peacekeeping
Operations)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는 PKO 주요
참여국 20여 개국과 유엔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PKO 정책과 제도, 그리고 그간 참여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국내 및 국
제 PKO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런던 개최 G8 평화지

| PKO국제회의(2008.6.23, 서울)

원활동(PSO: Peace Support Operation) 확대회의에 참가하여 향후 PKO 역량 강화 분
야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하여「PKO 참여법」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향후 우
리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관련법 제정
을 지속 추진하고 유엔 내 PKO 논의에 참여를 강화해나가는 등 우리의 실질적 기여 제고
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PKO 참여 현황 : 총 400여 명(8개 미션)
국가

임무

(2008년 12월 기준)

규모

파견기간

군옵서버 7명

1994년 10월부터

인도₩파키스탄(UNIMOGIP)

카시미르지역 정전 감시

군옵서버 9명

1994년 11월부터

라이베리아(UNMIL)

정전감시

군옵서버 1명
참모장교 1명

2003년 11월부터

아프가니스탄(UNAMA)

재건지원

군옵서버 1명

2003년 11월부터

수단(UNMIS)

정전감시

참모장교 1명
군옵서버 7명

2005년 12월부터

동티모르(UNMIT)

치안유지

경찰 6명

2006년 12월부터

네팔(UNMIN)

치안유지

군옵서버 2명

2007년 3월부터

휴전감시 및 안정지원

보병 367명
(사령부 파견 8명 포함)

2007년 7월부터

레바논(UNIFIL)

PKO 파병 현황

3. 인권₩민주주의 확산에 기여
1)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활동
인권이사회는 2008년에 세 차례의 정기회기와 팔레스타인, 식량위기, 콩고민주공화
국 관련 세 차례의 특별회기를 개최하였다. 제7차 인권이사회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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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지아(UNOMIG)

그루지아₩압하지아 간
휴전협정 이행감시

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였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유엔회원국 인권 상황을 개별 심의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44)를 시작하여, 2008년중 48개
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인권이사회 창설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해왔으며, 그동안의 적
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평가받아 2008년 5월에는 2008-2011년까지 임기 이사국으로 재선
되었다. 우리 정부는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해왔으며, 5월 7일 개
최된 우리나라에 대한 인권심의시 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긍정 평
가하였으며, 성실한 수검을 통해 우리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주자 등 소수자 권리 보호, 사형제 폐지 등 일부 개선 필요 사항도 권고하였다.
한편 8월에는 정진성 서울대 교수가 구 인권소위를 대체하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009 외교백서

2) 유엔총회 차원의 활동
2008년 9월에 시작된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인권₩사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북한,
미얀마 및 이란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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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규약(ICESCR, 일명 A규약)45) 선택의정서가 채택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
는 기본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200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고, 표결
시 찬성하였다. 동 결의안은 2003년 이후 매년 유엔에서 채택되어왔으며,46) 우리나라가
동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미얀마와 이란 인권결
의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각각 찬성, 기권하였다.
우리 정부는 의제별 공식 발언과 결의안 비공식 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인권₩사회 이
슈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험과 정책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의 적극적 의지 표명
이 필요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44)

인권이사회가 192개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등에 비추어 4년마다 1회 정
례 심의하는 활동

45)
46)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76)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2005년간 유엔 인권위원회 (UNCHR: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채택되었
고,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옴. 2008년에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이 채택됨.

3)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모델국가로서, 민
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공동체(CD:
Community of Democracies) 참여와
더불어, 지역적 차원에서 아₩태 민주주
의 협 력 체 (APDP: Asia Pacific

| 아₩태 민주주의협력체 고위급 회의(2008.10.31, 서울)

Democracy Partnership) 창립을 주도하고,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여, 민주적 거버넌
스 협력체(PDG: Partnership for Democratic Governance) 활동에 기여해왔다.

2차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2008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민주주
의 공동체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민주주의 확산 노력과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10월에 제1차 아₩태 민주주의 협력체(APDP) 고위급 회의를 서울에
개최하여, 선거감시 등을 통해 역내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창설된 동 협력체의 출범과 본격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12월에는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창립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경험과 모범 관행을 참여 국가들과 공유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민주적 거버넌스 협력체의 창립회원국으로, 운영그룹 회의
(Steering Group Meeting) 참여와 재정 기여를 통해 취약 국가의 민주제도 및 거버넌스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DIPLOMATIC FOCUS

CD(Community of Democracies): 민주주의 확산 및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위해
1999년 창설된 범세계적 민주주의 협력체
APDP(Asia-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아₩태 지역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2008년 창설된 지역
협력체로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며, 역내 국가들을 대
상으로 선거감시단 파견, 선거관련 능력배양 등 추진
PDG(Partnership for Democratic Governance): 국가 핵심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약한 민주주의 지향
국가들을 선진국, 다자기구 등이 지원하기 위한 목
적으로 2007년 창설
발리민주주의 포럼: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민주주의 관련 경험과 모범 관행 공유를 목적으로 2008년
창설한 지역 고위급 협력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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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동체 공동주도국(Convening Group)의 일원으로, 2002년 제

4) 취약계층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외교적 활동
우리 정부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 국제회
의에 참석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국제 인권규범 형성₩이행 기여 등의 노력을 하였다. 우리
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위원국으로서 2008년 2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52차 여성지위위원
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부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성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였다. 이
와 더불어 유엔아동기금(UNICEF) 집행이사국으로서 2008년 UNICEF 집행이사회와 제5
차 한-UNICEF 양자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에 있어
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아동권리보호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
기 위해 2008년 5월, 아동권리협약의 2개의 선택의정서 중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2009 외교백서

협약 선택의정서47) 이행에 관한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
다. 2008년 12월에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국
내 이행 상황을 담은 아동권리협약 제 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여성장애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그간 성안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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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장애인권리협약」
을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에 비준함으
로써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또한 강화하였다.

4.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1) WMD 군축 및 비확산 활동
국제 사회는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위협 증대에 따라 NPT 등 국제비확산체제 강
화를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있다. 한편 NPT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와 이란 핵문제는 6자회담과 EU3+3(영, 불, 독+미, 중, 러)를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
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국
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10 NPT 평가회의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2008년 5월 제2차 준비회의에 NPT 탈퇴문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
한 작업문서를 제출하는 등 NPT 논의 과정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47)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이란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농축₩재처리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안보리는 2006년 결의 1696호 및 1737호, 2007년 1747호에 이어 2008년에도 1803호 및
1835호를 추가 채택,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결의 1803호는 이란에 대
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이란행 화물의 검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등 대외무역법 이행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문제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
대됨에 따라, 핵확산 우려 해소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핵연료공급보장(MNA: Multilateral Nuclear Assurance) 논의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6위의 원전 운영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

(MNA) 관련 제안이 우리의 핵연료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논의에
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6월 IAEA로부터 우리나라가 신고한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으로 이용되
고 있으며, 미신고 핵활동이 없음을 공식 인정하는「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
을 승인받고 통합안전조치를 적용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 역사에 매우 큰 의
미를 갖는 것으로, 이로써 우리나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한편 생화학무기 관련 보편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의 가입국이 지속 확대되었다. 2008년 3개 국가가 화학무기금지
협약에 신규 가입(총 185개 당사국)함에 따라 미가입국이 북한을 포함한 10개국에 불과
하게 되었으며, 화학무기 폐기 작업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우리 정부는 4월 제2차 CWC
평가회의에‘산업사찰 효율성 제고 방안’제하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찰대상 선별 및
사찰방식 효율성 제고 논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12월 CWC 당사국 총회에서 2년 임기
집행이사국으로 재선되었다. 또한 2008년 9월 화학무기금지협약조약기구(OPCW) 아시
아지역 화학방호교육을 대전에서 개최하였으며, 동남아 세관담당관 훈련과정을 후원하는
등 OPCW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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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제기된 12개의 다자핵연료공급보장

생물무기금지협약 역시 2008년 3개국이 신규 가입(총 162개 당사국)하는 등 가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BWC 전문가회의에 생물안전 및 생물
보안, 생물학 기술 남용 방지 관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우리의 선진 시스템을 홍보하
는 등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12월 개최된 BWC 당사국회의에서는 이란, 파키
스탄, 러시아 등이 협약 검증체제 필요성을 제기, 향후 검증의정서 채택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가 간 공조 참여
우리 정부는 최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유사한 정책기조를 공유한 국가(likeminded countries)들 간의 공조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우선 G8 글로벌 파트너십
(GP: Global Partnership)48)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러시아의
2009 외교백서

퇴역 핵 잠수함 해체사업과 우크라이나 국경 탐지 장비 구매₩설치 작업에 100만 달러를
기여하였다. 우리의 G8 GP 사업 참여는 주요국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WMD 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WMD 확산방지를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 공조체제인 확산방지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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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49)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5월 PSI 출범 5
주년 기념 워크숍 참석 및 11월 뉴질랜드 개최된 PSI 차단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였다.
정부는 또한 2006년 12월 미국의 화물안보구상(SFI: Secure Freight Initiative) 시범사업
에 참여키로 결정한 후, 2008년 4월 부산항 감만부두에 핵₩방사능 탐지장비 및 영상검색
장비 설치, 12월 장비안전성 검사 완료 등 시범사업 개시를 위한 작업을 추진해왔다. 우리
나라의 SFI 시범사업 참여는 WMD 비확산체제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핵물질로부
터 안전한 항만으로서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48)

냉전 종식 후 미국이 구소련의 핵무기 관련 시설 및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조치를 G8을 중심으로 한 다수 국가의 참여를 통해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02년 G8 정상
회의에서 출범, 현재 EU 포함 23개국이 참여중이며, 우리나라는 2004년에 가입하였다.

49)

PSI란 WMD 확산 우려국가 및 집단의 WMD 및 미사일, 관련 장비₩물자₩기술의 불법이전을 막기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정책협조 체제이다. 2003년 5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93개국이 공식 참여 중이다.

3) 재래식무기 분야에서의 활동
2008년에는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는 확산탄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노르웨이 주
도의 오슬로 프로세스는 5월 확산탄 전면 금지를 요지로 하는 확산탄금지협약(CCM :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을 채택하였으며, 12월 개최된 서명식에서 94개국이
동 협약에 서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안보 상황상 확산탄
을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CCW50) 프로세스를 통해 확산탄의 사용방식 규제
및 기술 개선을 통한 피해 경감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CCW 프로세스는 5차례의 협
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2009년에 추가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
리나라는 안보 상황상 CCM 가입이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나, 확산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경감 필요성에는 공감하여, CCW 프로세스를 통한 확산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편 2006년 유엔 소형무기 평가회의가 결과 문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한 이후 처음으
로 개최된 제3차 소형무기 격년제 회의에서는 국제 협력 및 지원, 불법 중개, 관리 및 폐
기, 표지₩추적에 관한 국제문서(International Tracing Instrument)에 관해 논의하고, 결
과문서를 채택하였다. 비록 이란의 반대로 결과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데 실패하여
표결로 채택하는 선례를 남겼으나, 동 문서가 채택됨으로써 불법 소형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모멘텀이 유지되었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의 부의장단 및 불법 중개 세션의
ˇ

조정관 역할 수행을 통해 논의 자료를 작성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 활성화
에 기여하였다.

4) 유엔 차원에서의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 및 성과
2008년도 우리 정부의 군축₩비확산 외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제63차 유엔총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
회 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에 우리 주도로‘무기 불법중개 방지’
치로 채택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가입 이후 최초로 우리가 주도한 실질 의제에 대한
결의안으로 61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동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됨으로써 우리의 대유엔 및 다자외교 분야의 외교적 위상 제고는 물론 불법 중개 관
련 논의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50)

CCW(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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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확산탄 생산₩획득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군축비확산 분야에 있어 유엔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먼저 5월
에는 아시아 개도국의 소형무기 표지(marking) 및 추적(tracing)에 관한 유엔 소형무기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는 세르히오(Sergio Duarte) 유엔 군축담당
고위대표, 다리우스(Dalius Cekuolis) 제3차 유엔 소형무기 격년제회의 의장과 아시아 16
개국 및 인터폴(Interpol) 소형무기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불
법 소형무기 확산 방지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관련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정부는 유엔 군축실과 매년 공동으로 국제 군축₩비확산 회의를 개최하
고 있다. 2008년도 회의는 2010 NPT 평가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개최되어 다자 핵연료
공급보장 구상, NPT 체제 강화, 북한 핵문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폴
라(Paula DeSutter) 미 국무부 차관보, 성 김(Sung Kim) 미 대북특사, 피에르(Pierre
2009 외교백서

Goldschmidt)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 등 저명한 군축₩비확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함으
로써 동 회의의 국제적 위상과 국내 인지도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동 회의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전용 웹사이트51)를 개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 군축활동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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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축₩비확산

생물₩화학무기 군축₩비확산

재래식무기

핵비확산조약(NPT)
: 1975년 4월 가입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1987년 6월 가입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UNRCA)
: 1992년 가입

국제원자력기구(IAEA)
: 1957년 8월 가입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1997년 4월 가입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2001년 5월 가입
대인지뢰금지협약 : 미가입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 1999년 9월 가입
미사일 비확산

확산탄금지협약(CCM) : 미가입
다자 수출통제 체제

기타 활동
안보리 결의 제1540호 채택 동참 및 이행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2001년 3월 가입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1995년 10월 가입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지침(HCOC)
: 2002년 11월 가입

쟁거위원회(ZC) : 1995년 10월 가입

G8 글로벌 파트너쉽(G8 GP)
: 2004년 가입

호주그룹(AG) : 1996년 2월 가입

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
: 2007년 12월 가입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2001년 3월 가입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 2007년 5월 가입

바세나르체제(WA) : 1996년 7월 가입

화물안보구상(SFI)
: 2006년 12월부터 참여
제네바 군축회의(CD) : 1996년 6월 가입

51)

http://jejuprocess.tistory.com

5. 대테러 국제 협력
1) 국제 테러 정세와 대테러 국제 협력
전 세계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9₩11 테러부터 최근 뭄바이 테러에 이르기
까지 테러는 전 세계 문명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대테러 공조 강화를 통해 주요 테러세력의 거점 약화, 테러자금 차단,
국경보안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테러 세력들은 마약₩납치₩인신매매₩불법
무기거래 등 초국가적 범죄와의 연계, 첨단 통신 기술 악용 등을 통하여 그 수단과 조직을
시시각각 변화시키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주로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테러 이데올로기가 침투 및 확산되는 현상은
테러가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제 분야에 대한 통찰과 분석을 통해 대처해야 할 문제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테러 협력은 국제적 법집행 강화 대량파괴
무기의 테러 이용 방지 체제 확립 테러 발생과 이념 확산을 조장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개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관련 국제법 및 규범의 준수를 위한 협력,
대테러 역량강화 지원과 상호이해 증진, 빈곤퇴치와 개발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
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 우리의 대테러 국제 협력 현황
(1) 기본 방향
우리 정부는 테러행위를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간
주하며, 테러범 및 조직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
로 국내적으로는 테러 대응 능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UN 등 국제 사회
의 대테러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분쟁지역이자 테러 취약지역인 이라크₩아프간₩레바논 등의 재건
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공조에 기여하는 한편, 테러위협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한 법집행
강화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연성적 대테러 정책의 일환으로 테러자금 차단, 사이
버 및 마약 범죄 예방 해적퇴치 등의 분야에서 훈련₩연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문명 간 연대’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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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유엔에서는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대테러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테러 관련 국제협약, 유엔 총회의 유엔 범세계대
테러전략(UN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유엔 안보리 및 총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2개 대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 조속
국제협약」
에 서명하였으며, UN 총회에서 논의 중인「포괄적 국제테러리즘협약」
한 채택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편 테러 관련 안보리 결의 이행 보고서 제출, 알카에다
₩탈레반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 및 단체들에 대한 출입국 및 금융제재 등에도 동참하
고 있다.
지역협력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2007-08년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테
2009 외교백서

러임무단(CTTF: Counter-Terrorism Task Force)의장국을 수임하였다. 이를 통해 테러
위협 차단을 위한 APEC의 주요사업 이행 및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역내의 안정적
교역 및 투자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2008년 6월 APEC 사이버테러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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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논의를 주도하는 등 역내 사이버 범죄 및 테러 관련 아₩태 지역 협력을 주도하였다.
아울러 마약퇴치 및 해양안보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는 등 테러와 연계될 수 있는 초국가
범죄 퇴치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3) 양자협력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지역의 20여 국가 및 국제기구와 수시로 양자 대테러협의회
를 개최하여 정보 및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테러사건 발생 시 협력방안 및 대테러 역량강
화 기술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3) 국내 대응체계 정비
연간 1,300만여 명에 달하는 해외 여행객, 한국 기업들의 진출 확대, 그리고 한국군
해외파병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정불안 지역
에서 우리 국민 납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견고
한 테러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테러 취약지역에 주재하는 우리 시설 및 기업에 대한 보호 활동과 해당
국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테러₩치안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테러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정 여권법 시행령을 발효(2007년 7월)하여 폭
동₩테러₩천재지변 등의 위험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체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52)
이 밖에도,‘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47호)을 개정(2005년 3월, 2008년 8월)
하여 정부 테러대책협의체를 구축하고 국외 테러₩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테러위협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어서
2005년 12월에는‘테러 관련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을 수립하였고, 해외 테러사건 발생
대응체제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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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3)

여행금지국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3개국 (2008년 3월 현재)
제 1816호(08.6.2) : 해적 퇴치를 위한 외국 정부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승인(6개월간)
제 1838호(08.10.7) : 소말리아 인근 공해 해역에 유엔 회원국의 군함₩군항공기 파견을 요청
제 1846호(08.12.2)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연장(1년간)
제 1851호(08.12.16) : 해적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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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등 초국가적 해양 범죄 대응 협력
해적₩마약₩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는 선박의 정상적인 항행 뿐만 아니라, 연안국 안보 및 지
역 정세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해역을 중심으로 한 해적 사건은 2008년
한 해 총 110건이 발생, 2006년 이래 약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악화 일로에 있다. 2008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유조선 Sirus Star호(318,000톤) 피랍 사례에서 보듯 해적 수법
도 갈수록 조직화₩고도화되고 있으며, 활동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해적 세력의 급증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2008년에
는 국제 사회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소말리아 해적 퇴치와 관련된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53) (제1816호, 1838호, 1846호, 1851호)가 채택되었다. 동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가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협력하여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 해적 퇴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과 일부 국가들의 연합 해군
작전 활동이 전개되는 등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제6위의 해운국이자 소말리아 해적 피해국으로서 해적 예방과 퇴치에 핵심적
2009 외교백서

이해를 갖고 있는 만큼 국제 사회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오고 있다.
2008년 채택된 소말리아 해적 퇴치 관련 4개의 안보리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를 통해 소말리아 인근국의 해적 퇴
치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을 보호하고,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
공조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연합해군(CMF : Combined Maritime Force)의 일원으로 소말리

176

아 해역에 우리 해군 구축함 1척을 파견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소말리아의 과도 정부의 통제력이 부재하고, 장기간 군벌의 발호로 정상
국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므로, 단기적 해결이나 해적 세력의 약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제 사회가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다
각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기여도 확대해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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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공적개발원조(ODA)의확대및선진화

1. 국제 사회의 동향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경제₩사회적인 발전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9 외교백서

국제 사회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위해 유엔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고 개발협력과 범지구적 과제 해결
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이러한 노력의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의 하나로 기술과 물자의 지원과 발전
경험의 공유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유엔새천년개발 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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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유엔새천년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 시 채택된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의 개발 분야 목표 이행을 위해 2001년 9월 유엔이 채택
MDGs는 국제 사회가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 목표로, 8개 주요 목표, 18개 상세 목표 및 48
개 달성지표로 구성

MDGs 8대 목표
①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⑤ 모성보건 증진

②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⑥ 에이즈 등 질병 퇴치

③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⑦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④ 유아사망률 감소

⑧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개도국의 MDGs 주요 지표별 이행 현황

2. 우리나라의 ODA 현황 및 확대 계획
우리ODA는개도국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함으로써인도주의를실현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
의경제₩사회발전을지원하고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등빈곤퇴치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
에기여하기위해2008년도에총7.97억달러의공적개발원조(ODA)를제공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양자원조가 5.2억 달러(65.2%),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2.77억 달러(34.8%)를 기
록하였고, 양자원조중무상원조가3.49억달러, 유상원조가1.70억달러를각각기록하였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ODA는 2007년 6.99억 달러보다 14.04% 증가하는 등 ODA 규
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의 비중은 67.2%에 머물러, 양자원조
의 거의 대부분을 무상원조로 제공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유상원조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08년 우리나라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지출 기준)

2007년

2008년

ODA 총액
양자원조
-무상원조
-유상원조(EDCF)

699.06
493.47
361.28
132.19

904.22
626.68
349.20
277.48

다자원조

205.59

277.54

ODA/GNI

0.07%

0.09%
(출처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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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08년도 MDGs 보고서)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의 빈곤퇴치 및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 노력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확대하고자, 전체 ODA 규모를
2012년에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 그리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연도
인 2015년에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수준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3. ODA 선진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은 국제 사회의 최대 현안이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부합하는 기여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 대외원조 규모가 확대되고 공적개발원조의 선진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원조 정
책 추진 및 안정적이고 투명한 ODA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한 제
2009 외교백서

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 8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0년
선진공여국 그룹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추진을 결정하고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준비절차의 일환으로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DA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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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특별검토(Special Review)를 수검하였으며, 2009년 1월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
출하였다. 2009년 중 DAC의 가입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고위관리회의(SLM)에서 가
입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선진 공여국과의 양
자₩다자 정책 대화, 수원국과의 원조
협의, 국제개발원조 관련 주요 국제
회의 참가,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포럼(HLF-4) 유치 추진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공여국, 수원국 간
의 정책 조화를 제고해나가며 국제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한국 특별검토회의(2008.9, 서울)

사회에서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또한 우리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적 지지 기반 강화에
힘쓰는 국민참여형 ODA 정책을 추진하고자 서울에서‘새천년개발목표(MDGs) 중간평
가와 원조 효과성 제고’
를 주제로 제2회 ODA 국제컨퍼런스(2008년 6월)를 개최하였으

며 국문과 영문으로 개설된 ODA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 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현황을 소개하는 등 ODA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질병과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9월‘국제빈곤퇴치기여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출국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모금되는 재원을 아프리카의 질병퇴치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는 프랑스, 칠레, 브라질 등 다수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항공권연
대기여금’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2006년부터 국제 사회에서 본격화된
혁신적 개발재원54) 논의, 즉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국제 사회의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노력에도 기여
하는 효과가 있다.

지원 등을 통해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아프리카의 질병퇴치에 사용되고 있다. 기
본적인 기여금 운용방향과 집행계획은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
여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외교통상부장관)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

54)

매년 정부가 편성한 개발협력 예산안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하던 기존 방식의 대외원조 예산은 그 규모를 장기적으로 예측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성격이다. 이러한 전통적 재원 동원 방안만으로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이 힘들다는 인식이 제
기되면서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혁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예로 국내에서도 도입한 항공권
연대기여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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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되는 기여금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대한 기여와 우리 NGO 사업

DIPLOMATIC FOCU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International Drug Purchase Facility)
2006년 9월 HIV/AIDS₩말라리아₩결핵 등 3대 질병퇴치 지원을 위해 5개국(프랑스, 영국, 칠레, 브
라질, 노르웨이) 주도로 설립
UNITAID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아니라 Global Fund, WHO, UNICEF 등 기존 국제기구의 조직과 전
문성을 활용하여 3대 질병 관련 의약품을 지원하는 메커니즘
: 이에 따라, 기존 국제기구의 개도국 지원사업 중 의약품 구매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3대 질병
에 대한 국제적 지원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역할
: 항공권연대기여금 등 혁신적 개발재원이 주요 운영재원

우리나라는 2006년 11월부터 집행이사국으로 활동 중
: 현재 집행이사회는 6개국(한국, 프랑스, 영국, 칠레, 브라질, 노르웨이), 아프리카연합(AU), WHO, 비정부
기구(NGO), 게이츠 재단으로 구성

항공권연대기여금 제도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는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혁신적 개
2009 외교백서

발재원 리딩그룹’
의 제3대 의장국을 역임하고, 특히 2007년 9월에는 서울에서 제3차 리
딩그룹 총회를 개최하는 등 이 분야에서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리딩
그룹’
은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전파하기 위해 2006년 3월 창설되었으
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5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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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자 및 다자 개발협력을 통한 대개도국 지원 확대
1)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원조 확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 1991년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출범하
여 2008년에 전년대비 2.6%를 확대한 총 277백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개발도상국에 제공
하였다. 이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 3,055억원으로써, 전년대비 545억원(21.7%)이
증가한 규모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빈지역인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2006년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이니셔티브를 성실히 이행, 마무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행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아시아 111.4백만 달러(40.2%), 아프리카 58.6백만 달러(21.2%), 중남미 32.7백만 달러
(11.8%), 중동 및 중앙아시아 31.9백만 달러(11.5%)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라크 제2차
재건지원사업(2008-2011년까지 유무상 각 1억 달러 지원) 이행 첫해로서 총 1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하였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라오스, 방
글라데시 등 상위 10개국에 전체 무상 원조액의 35.3%, 상위 20개국에 54.3% 이상이 지
원되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무상원조 예산을 더욱 효율적₩전략적으로 집행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소득수준 변화, 신규 공관 개설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59
개 협력대상국을 중점협력대상국 19개국, 일반협력대상국 37개국 등 총 56개국으로 조정
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수원국의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수요 조정 등 수원 상황
변화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19개 무상원조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국별지원
전략(2009-2011년)을 개정하였다.

(1) 이라크 재건
우리 정부는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3-2007년
까지 총 2.6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한 바 있으며, 2007년 5월 이집트 개최“이라크와
의 국제협약(International Compact with Iraq: ICI)회의 시 2008-2011년까지 총 2억 달
러(유무상 각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총 1천만 달
러의 무상원조를 이라크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2008년 5월 이라크 컴팩트 연례점검회의가 스웨덴에서 개최되어 반기문 유엔사
무총장, 말리키(Maliki) 이라크 총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및 등 주요 원조국 고위인사
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참석하여 국제 사회의 이
라크와의 국제협약(ICI: International Compact with Iraq) 진행 상황 점검에 적극 동참
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아르빌 지방정부의 재건 및 경제개발 등을 통한 자치능력 강화를 위
해 한국과 미국의 연합재건 복구 지원팀인‘아르빌 지방재건팀’
(RRT: Regional
Reconstruction Team)을 2007년 2월 출범시켰다. 아르빌 RRT는 이라크 재건지원 및 미
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등 당초 파견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뒤 2008
년 12월에 종료하였다.
정부는 이라크의 치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라크 재건복구에 실질적으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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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취약국가 재건지원

하는 동시에 에너지₩자원 확보 및 우리 기업의 이라크 건설시장 진출 등 우리의 국익을 최
대한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우리 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총 511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총 480만
달러를 직업훈련원 및 의료지원 사업, 사후관리, 연수생 초청 등에 지원함으로써, 20022008년까지 총 6,6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08년
6월 파리 공여국회의 시 2009-2011년까지 총 3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하기로
공약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에는 동의₩다산 부대 철수 후에도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계속 동참하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2009 외교백서

Reconstruction Team)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에 기존 동
의₩다산부대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 2008년 6월 30일 개원하여 매일 70여 명의 아프가
니스탄 국민들에게 진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개원 이후 약 8,000명의 민간인에게 의료서
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를 위해 직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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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사업 형성 조사단의 현지 방문 등 직업훈련센터 설치 추진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지방재
건팀 활동에 참여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아프간 재건 지원을 위한 우리의 공여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
에, 이를 위한 국제 사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
은 기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3) 팔레스타인 재건지원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개발과 안정을 지원하고 중동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1991-2007년까지 총 13,295천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하였다. 2005년 10월 한₩팔
레스타인 외교장관 회담 시 600만 달러 지원을 약속, 이행 중이며, 2007년 12월 팔레스타
인 원조공여국회의 참가 시 2008-2010년까지 2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할 계
획임을 발표하였다.
동 지원계획에 따라 2008년에는 총 16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지원을 통해 제닌 기
술고등학교 및 경제개발연구소 건립, 연수생초청 등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기술고등
학교, 경제개발연구소 건립 지원 지속 및 교육₩보건 분야 등 신규 사업 추진, 90여 명의

연수생 초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 재건 지원 및 동 지역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늘
려 나갈 계획이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중동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및 공공부문의 제도적 역량개발 지
원을 확대함으로써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3)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우리 정부는 전 세계 빈곤인구의 1/3이 거주하는 아프리카 개발이 국제 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임을 인식하고 2006년 3월‘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를 발표한
이래 대아프리카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 2008년 우리 정부는 이니셔티브 발표

하였다. 이 밖에도 3년간 1천 명의 아프리카 연수생 초청 계획에 따라 2006-2008년까지
총 2,045명을 초청,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아프리카의 인적자원 개발에 공헌하였
다. 특히 빈곤지수와 개발수요를 감안한 18개국을 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는 보건₩의료 및 교육 환경개선, 인적자원개발, 농업개발 등 전략 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원조 성과를 극대화하고 원조의 효율성을 증진하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3년간의 대아프리카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프
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계획(2009-2012년)을 수립₩실행할 계획이다. 나아
가 우리 정부는 2007년 9월 30일부터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출국자에 대해‘국제빈
곤퇴치기여금’
을 부과, 조성된 재원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의 질병퇴치 사업에 사용해오고
있다.

4) 전략적 다자개발협력체제 구축 및 이행
우리 정부는 2008년 중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 협력
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등 주요 개발
기구의 다년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그간 다수 국제기구에 대한 소규모,
일회성 지원 관행에서 탈피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기구 지원을 실현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유엔 개발 기구의 대표 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과‘한₩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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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인 2005년 대비 4배가 확대된 총 6,20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아프리카에 제공

개발계획(UNDP) 정책협의회’
를 2006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등 주요 협력기구와의 정책
대화를 지속하면서 해당 기구와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원조 효율성 제고 방안도 적
극 모색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는 다자개발기구에 대한 선진공여국들의 공동 평가 협
의체인‘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정규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
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 다자기구의 원조 효과성 평가에 선진공여국들과 공동으로 참여하
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제개발기구 운영에 우리 입장 반영을 강화하고 MOPAN
평가결과를 우리의 다자 ODA 계획 수립과 개별 협력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사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주요 유엔 개발기구의 집행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등 유엔 개발시스템에서
2009 외교백서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 유엔 개발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2008-2010년까지,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는 20062011년까지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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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활동 강화
우리 정부는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인도적 위기 해소와 피해자들
의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여를 확대해가고 있다.
2007년 3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해외긴급구호 시스템을 총괄₩조정 중에 있다.
2008년에는 미얀마 사이클론, 중국 쓰촨성 대지진 등을 포함하여 총 29개국의 31개
재난에 대해 긴급구호대 파견, 긴급구호품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
로 총 1천만 달러 이상의 긴급구호를 제공하였다. 특히 미얀마와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
의 신속한 긴급구호활동은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
되어 피해국 정부와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우리나라의 인도주의적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유엔이 인도적 위기에 대한 유엔 차원의 긴급대응을 위해 설치한‘유엔중앙긴급

|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지역 구조활동

|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지역 의료활동

대응기금(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에 아시아 지역의 주요 공여국으
로 참여하는 등 유엔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도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Donor Support Group) 가입에 이어 2007
년 7월에는 국가별 인도적 지원문제를 토의하는 협의체인 인도적 지원 연락그룹(HLWG:
Humanitarian Liaison Working Group)에도 가입하는 등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 및 규범 수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6. 향후 과제
국제원조의 최대 수혜국에서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선진공여국
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ODA 규모 증대와 더불어 무상원조 및 언타이드 원조의 비율제고 등 원조의 질을
제고해나가며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정책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우리나라 ODA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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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 유엔인도지원조정실 공여국그룹(ODSG: Office for

제3절 문화외교 강화

1. 개관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2009 외교백서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외교통상부는 2008년 한 해 선진일류국가 구현을 위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문화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
우선 빈곤이라는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하는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국제 사회가 직면
한 과제의 해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성숙한 세계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문화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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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추진하였다. 한편 유네스코 등 문화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 사
회에서 문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문화담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문화
공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외공관 및 관저를 통한 우리 문화 소개 및 국가 이
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교류가 미진한 지역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쌍방향 문화사업과
함께 공연, 전시회 및 영화제 등 각종 해외 문화행사 개최를 통하여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
여하였다. 또한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
도적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문화셔틀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분야의 문화외교와 문화네트워킹 강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외교통상
부 홈페이지에 사이버아트갤러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 문화외교 인
터넷 카페를 개설,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문화 소양 증진을
위한“한낮의 문화산책”
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타 부처 직원 및 지역주
민들에게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2.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성숙한 세계 국가 지향
1) 글로벌 이슈 문화외교
외교통상부는 우리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기존 방식에서 진일보한 주제 중심
(theme-based)의 문화외교인‘글로벌이슈 문화외교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이슈의 하나인‘빈곤’
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고 우리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빈곤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첫 번째 행사로 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문
₩영문 슬로건을 공모한 결과“어

및“Shall We Share?”
가 각각 국
문₩영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의 많은 우수한 슬로건이 입
상하였다.

|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2008.8.28, 서울)

두 번째 행사로‘파괴, 그리고 희망 : 사진작가가 본 빈곤(Blight and Hope: Poverty
Seen Through the Lens)’
라는 표제로 조세현, Simon Norfolk 등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사진작가 16인이 참여한 순회 전시회가 한국,
영국, 몽골에서 개최되었다.

| 사진전‘파괴, 그리고 희망’런던 전시회(좌), 출품작「나눔Ⅰ」
(강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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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받는 손, 오늘의 주는 손”

동 전시회에 참여한 국내외 유수작가들의 작품은 자체 홈페이지(www.globalissues.
or.kr)에 게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도 사이버 전시관
(photo.naver.com/galleryn/28)이 마련됨으로써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많은 대
중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2009 외교백서

| 사이버 전시관(좌), 사진전 홈페이지(우)

또한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협찬한 다큐멘터리‘빈곤의 땅, 관
심이 희망을 키운다(Dump Indifference, Make the Difference)’
를 KBS에서 제작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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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 및 위성 채널(KBS WORLD)을 통해 방영했다.
2009년에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외교사업이 국내외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국제 사회의 주요 당면과제 해결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 사회
에서 선진문화강국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유네스코 외교 강화
외교통상부는 문화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세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네스코
를 통한 문화분야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문화분야 선도 국제기구인 UNESC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이
래 UNESCO 8개 정부 간 위원회의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 14개 430여만 달러
의 신탁기금사업을 UNESCO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UNESCO 집행이사국으로 문
화, 교육, 인문 및 사회과학에 대한 국제 규범 형성 및 정보 교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UNESCO의 세계 유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2008년 6월 무형유산 보호 위원회에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유형유산 보호뿐 아니라 무형

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기여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문화재 반환을 다루
는 유일한 국제협의체인 UNESCO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출범 30
주년 기념 특별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문화재 반환을 위한 국제 논의에 기여하고 우리
나라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2008년 7월에는 마츠우라 UNESCO 사무총장이 방한, 국무총리 및 교육과학기술부장
관과 면담하고 UNESCO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문화분야에서 국
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UNESCO에 대한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문화영향
력을 확대하고 선진문화강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우리의 우수한 전통 및 현대 예술품을 전시하
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008년에는 독일, 제네바를 비롯한 29개 공관에 231점의 작품을 지원했다. 특히 2008년
도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Art Bank) 작품들을 재외공관에 대여하는 미술품 임
차사업이 추진되어 보다 다양하고 예술성 있는 작품을 해외 공관에 다수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3. 문화를 통한 국가 간 소통 강화
1)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문화교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지역의 문화를 국내에 종합
적으로 소개하는‘쌍방향 문화교류사업’
을 추진하여 우리 국민이 타 문화에 대한 체험 기
회를 통해 문화다양성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아프리카 문화축전’
에 이어 2008년 상반기에는‘아랍문화축전’
, 하반기에는‘실크로드
(중앙아) 문화축전’
을 개최하였다. 특히‘실크로드 문화축전’
은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도
에서도 개최되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추진과정에서 민간단체, 주한 공관, 상대방 국민 사이에 파트
너십을 구축하고,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를 통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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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공간 문화전시장화 사업

| 실크로드 문화축전 포스터 및 카자흐스탄 전통음악 공연(2008.11.26, 아르코예술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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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최근 한류의 일방향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효과
를 거두고 있다.

2)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해외 공연₩전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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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산하단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을 통해 우수한 문화
예술공연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한국현대미술 순회전 및 한국영화제를 개최하여 국제적
수준의 예술 역량 제고 및 우리 문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한₩파키스탄 수교 25주년 등 주요 외교행사를 측면 지원하고, 신규
창설 공관 지원 및 한국 문화주간 등 재외공관의 문화외교활동을 지원했으며, 글로벌 이
슈를 활용한 문화외교사진전, 에너지협력외교의 일환인 자원부국에서의 문화행사 등 세
계 47개국에 77개의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였다.
공연작품, 미술전시회 작품 선정 및 단체 선정은 사전조사를 통해 파견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장르별 선호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문화예술계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단체 선정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있다.
해외공연에는 현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인사, 경제계, 언론계 및 문화계
인사들을 초청해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홍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현지 공관 관
계자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연 사후평가를 통해 지역별 문화적 수요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반영, 향후 실시하는 공연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 손경순 예전무용단 호주 캔버라 공연(2008.8.30, 캔버라 극장)

외교통상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하에 양자 문화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교
류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각국과 문화교류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문화공동위 및 문
화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중국(1월), 멕시코(3월), 쿠바(3월), 인도네시아(5월), 투르크메니스탄(6월), 우
즈베키스탄(6월), 폴란드(7월), 독일(7월), 이란(11월), 일본(12월) 등과 문화공동위 또는 문
화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문화교류 전반에 걸친 현안과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였
으며, 루마니아(9. 11) 및 폴란드(12. 5)와는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하였다. 특히 미수
교국인 쿠바와 최초로 문화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수교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스포츠, 예술
분야에 있어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자원부국과
의 문화협력 강화를 토대로 에너지 자원외교를 측면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한₩루마니아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서명(2008.9.11, 서울)

| 한₩폴란드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서명(2008.12.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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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 운영

4) 동북아 문화협력(한₩중₩일 문화셔틀사업)
한₩중₩일 3국 외교장관들은 2007년 6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
의시 미래 지향적 우호친선 관계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사업이 필요
하다는 데 공감하여 정례적으로 3국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중₩일 문화셔틀사업에 합의하였다.
상기 합의에 따라 2007년 10월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 중 한₩중₩일 3국 공동 또는 협력
제작한 영화들을 상영하는‘한₩중₩일 영화특별전’
이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중₩일
유물 특별전‘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이 개최되었다.
외교통상부는 한₩중₩일 국민들 간 활발한 문화교류와 우호친선 분위기가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중₩일 문화셔틀사업을 3국
간 문화협력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지속 발전시킬 예정이다.
2009 외교백서

4. 민간분야 문화외교 활성화
1)‘사이버 아트 갤러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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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아트 갤러리’
를 개설해 우리 국
민들이 외교통상부 소장 우수 미술품들
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시되
는 20여 점의 미술품들은 6개월마다 정
기적으로 교체 전시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이버아트갤러리 www.cyberartgallery.co.kr

있다. 한편 홈페이지 작품 해설에 영문판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문
화를 홍보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2) 문화외교 인터넷 카페 개설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은 올해 외교부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포털 사이트에 문화외교 인
터넷 카페를 개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종 문화사업 소개 및 홍보와 문화외교 관련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문화외교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카페 주소 : http://cafe.naver.com/culturalaffairs

3) 한낮의 문화산책
외교통상부는 2007년부터 직원들의 문화 소양 증진 및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 점심시간
을 이용하여 부내 대강당에서‘한낮의 문화산책’개최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2007년에는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현악 4중주단(2007년 6월 21일), 숙명
가야금연주단(2007년 9월 28일), 강은일 해금플러스(2007년 12월 26일), 2008년 신관웅
재즈 쿼텟(2008년 5월 9일) 등 우수한 예술단체의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으며, 정기
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한낮의 문화산책은 타 부처 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국민과 함께하는 외
교부’
로서의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5. 문화 경쟁력 강화
1) 문화 콘텐츠 수출지원
한류의 대표적 분야인 드라마 수출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특히 민간 차원의 진출
이 힘든 지역에 대한 우리 드라마 방영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장금>,
<겨울연가>, <가을동화>, <내 이름은 김삼순>, <주몽>, <해신>등의 명작드라마가 파라과
이, 스와질랜드, 페루, 모로코, 이란 등 여러 국가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거나 방영 중에
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하에 한국 홍보 영상물 및 관련 문화 프로그램을 현지
방송국에 제공하여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였다. 특
히 자원보유국이 집중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이루어진 우리 드라마 및 기타
영상물 방영은 에너지₩자원 외교를 측면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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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한낮의 문화산책, 신관웅 재즈 쿼텟 연주회(2008.5.9, 외교부 대강당)

또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 영화의 수출시장 저변 확대를 위하
여 뉴욕, LA, 파리 등 대도시에서 개최된
국제영화제에 우리 영화 출품을 지원하
였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직접 한국영화제 또는 한국 영화 상영회
를 개최함으로써 현지인들이 우리 명작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한류의 주역 드라마들: <대장금>, <겨울연가>, <가을동화>,
<내이름은 김삼순>(시계방향)

더욱이 2008년 9월에는 뉴질랜드와 영화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영화 제작에 있
어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외교통상부의 해외 한국 영화 상영행사 지원 및 영화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은 장기적으로 우리 영화 산업의 질적₩양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009 외교백서

2) 스포츠 외교
외교통상부는 스포츠를 매개로 국가 간의 교류를 증진시켜, 우호적 협력 체제를 구축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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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2008년은 베이징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의 해였다. 금번 베이징올림픽에는
우리 대통령이, 장애인올림픽에는 국무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하였으며, 외교통상부는 베
이징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제6차 부산 IOC 세계 스포츠₩교육₩문화포럼과 2008 부산 세계생활체육대회 등
국내외 스포츠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외교통상
부는 양대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자, 부산시, 문화체육관광부, KOC 등 관계 기
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포럼 개최 전반 사항에 대해 지원하였다.
한편 태권도는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세계 각국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외교통상
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하에 매년 해외 태
권도 시범단 파견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각국
과의 우호 친선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노
력하고 있다. 2008년에는 태국, 싱가포

|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한국선수단 입장

르, 인도네시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에 시범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대사배 태권
도 대회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태
권도의 보급 및 우리 문화 알리기
에 주력하고 있다.
| 제6차 부산 IOC 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 개막식 현장(2008.9.25, 부산)

3)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 및 한국어 보급
외교통상부는 산하단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을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어 보급 및 한국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 대학의 교수직 설치, 한국어 및 한국학

2008년에는 한국학 및 한국어 기반 확대를 위해 52개국 132개 대학에 교수직 설치 및
강좌 운영₩한국학 학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총 24개
국 57명의 한국어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총 23개국 32명의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
수를 시행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연구 학자나 대학원생들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42개국 84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펠로십을 실시하였다.

4)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외교통상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해외문화교류 및 지자체의 성공적인 국제행사 유
치 등을 통해 외국 정부와 우호협력 관계를 증대하고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지자체
의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자매결연 건수가 900여 건 이
상이 체결되는 등 지자체의 국제화 추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매도시 간 문화,
예술 분야 협력 외에도 청소년, 체육교류 등 교류 활동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또한 현재 12개 광역지자체에 국제 감각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국제
관계자문대사로 파견하여, 지자체의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문대
사들은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 수출증대 및 대외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 기관들과
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지자체의 경제₩통상₩문화외교 활동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공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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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운영, 한국관련 연구 활동 지원 및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쿠바, 그리고 문화외교
배재현 문화외교국장
<서울신문> 기고문 (2008.4.11)

땅거미 질 무렵, 쿠바의 수도 아바나 골목길에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100여 명
2009 외교백서

의 군중이 음악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유도 없다. 그냥 음악소리를 좇으며 살
사의 몸짓으로 춤을 추며 행렬을 이룬다. 마치 하멜론의 피리부는 사나이를 뒤따르는 아이들처럼….
우리에게는 체 게바라, 혁명, 미국의 경제 봉쇄, 피델 카스트로, 미사일 위기 등으로 알려진 쿠바에 가
서 겪은 문화충격이다.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거리와 건물 곳곳에 배어 있는 문화유산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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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 곁에 있는 문화적 소양. 이것이 진정한 문화강국의 모습이 아닐까?
쿠바. 멀리 떨어진 캐리비안 지역의 섬나라, 또한 우리와는 공식 관계도 없는 미수교국. 얼핏 보면 우리
와 별 관계없는 나라 같지만, 쿠바인들의 마음에는 나름대로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쿠바와 교역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베트남, 일본보다 많다. 쿠바를 찾
는 우리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중공업은 이동식 발전기 수주를 통해 쿠바 국
책산업인 에너지 혁명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쿠바 국가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주관으
로 아바나에서 박찬욱 감독의 <올드 보이> 등 한국영화제를 열어 많은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Buena Vista Social Club), 로스 반반(Los Van Van) 밴드 등 쿠바
의 대표적 음악가들의 방한 공연, 영화 <저개발의 기억> 부산영화제 상영 등 문화교류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문화외교 담당자로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달 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였
다. 양국 간 이뤄지고 있는 문화교류를 보다 제도화하고자 함이었다. 나아가 정식수교를 위한 환경 조
성을 희망하면서 쿠바행 비행기에 올랐다.

통해 사라지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문화외교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 미₩중 핑퐁 외교 등 미수교국 간 문화교류 행사는 세계 주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넘어, 양국
국민 간 소통과 관계개선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문화는 치유제 역할도 한다. 타자
의 문화를 수용하는 모습은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며, 또한 타자 스스로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게 된다. 자원외교 및 경제외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문화를 통해 보완₩강
화할 수 있다.
이번 쿠바 방문은 그간 일회성으로 그쳤던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제도화하는 방안을 협의
하였다. 또한 양국 간 쌍방향 문화교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외교통상부가 개최할 중남미지역
문화축전에 쿠바 공연단 초청과 우리 공연단의 쿠바 방문, 그리고 쿠바 문화전문가 방한 초청, 쿠바 대
학생의 한국 유학을 비롯해 양국 국민 간 교류증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쿠바 측도 우리 측 문화외교 대표단 방문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외교부 한반도 담당 과장이 모든 공
식₩비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
하였다. 쿠바 측의 환대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의 발로며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에서 나왔을 것이다.
봄날의 황사와 같이 불분명한 양국 관계에도 불구, 확실한 것은 양국 간 문화교류는 진전해나갈 것이
며, 나아가 활발한 문화교류가 봄비와 같이 양국관계의 황사를 일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문화는 이
념, 정치 체제를 초월하고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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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서로 소통을 저해하는 상이한 언어, 정치체제, 지리적 원격성 등은 문화를

제4절 대외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국가들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분
쟁 발생 시 해결의 준칙이 되는 국제법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국제법은 주로 조약과 국
2009 외교백서

제관습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의 서면 합의로서 당사자 간
에 법적인 권리₩의무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과의 조약 체결과 주요 사안에 관한 범세계적 규범의 형성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대외관
계에 있어서 법적 기반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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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1. 2008년도 조약 체결
정부수립 후 2008년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2,584건(양자 2,016건,
다자 568건)으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3년간 발효된 조약이 126건(양자 88건, 다자
38건)에 불과한 반면, 2001-2008년까지 8년간 발효된 조약은 649건(양자 519건, 다자
130건)에 달한다.
2008년에는 80건(양자 70건, 다자 10건)의 조약이 체결₩발효되었다. 일반 국민의 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사법₩사회₩문화 분야 조약의 지속적 추진 이외에, 환경₩자
원 관련 분야의 조약 체결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조약체결 건수 추세
연

도

(2008.12.31 현재 발효기준)

’
48~’
60

’
61~’
70

’
71~’
80

’
81~’
90

조약체결건수

126

283

419

438

( )은 다자조약

(38)

(62)

(90)

(112)

’
91~’
00

’
01~’
08

소 계

659

649

2,584

(136)

(130)

(568)

(출처 : 외교통상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를 보호하는 투
자보장협정의 경우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모리셔스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및 키르기
즈공화국과 각각 체결한 협정이 2008년에 발효됨으로써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었다. 한편 아이슬란드, 사우디, 아제르바이잔과 각각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 3
건, 호주, 체코와 맺은 사회보장협정 2건이 발효됨으로써 이들 국가에 진출한 우리 국민
에 대한 이중과세 및 사회보장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스위스연방정부와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발
효하였으며, 사법공조 분야에서는 쿠웨이트, 필리핀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몽골과 수형
자이송조약, 프랑스, 알제리와의 범죄인인도조약이 각각 발효되었다. 인권분야에서는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

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및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
반조약에 가입서를 기탁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는 석면안전사용협약의 발효에 이어, 산업안전보건 증
진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등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벨라루스와의 문화협정이 발효하였으며, 뉴질
랜드와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영화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
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무상 및 유상원조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하
기 위해 중국 등과의 무상원조사업 시행약정, 콜롬비아와의 봉사단파견을 위한 약정 및

| 한-요르단 EDCF 시행약정 서명식 개최 (2008.12.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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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9조 제3항의 유보를 철회한 바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실연

다수의 개발도상국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 약정이 체결₩발효되었다.
이러한 국가 간 조약 이외에, 2008년도에는 한₩OECD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
서,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및 국제개발은행과의 신탁기금 관리협정 등 국
제기구와의 조약도 발효되었다.

2. 주요 국제사안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이러한 조약 체결 외에도 우리나라는 중요한 국제적 관심 사안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
용될 규범의 확립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 다자규범화 작업에의 적극적 참여
2009 외교백서

우리나라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를 위하여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와
총회 제6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간 법제의 조화와 통일된 국
제규범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이그국제사법회
의(HCCH) 및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 등 국제 법률기구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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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2008년도에는 국제사법통일연구소 집행이사회 선거 당선 및 권오곤 재판관의
구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선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IMO),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국제민
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회의에서도 적극적
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와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등 남극 관련 국제회의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국제인도법 전문가회의,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 당사국회의 및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등에 참가하여 국제규범의 형성 과정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2) 국제법에 기초한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교섭
우리나라는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선포한 이
래「유엔해양법협약」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해, 남해, 동해 그리고 동중국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웃 나라인 일본 및 중국과 각각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2008년 5월에는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을 열었으며,
우리 대표단은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따라 회담에 임하였다.
한편 중국과는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2008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양
국 간 해양경계획정 가속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이웃 나라들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3.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국제법 역량 강화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및 민간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조약 및 기관 간 약

기관 간 약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 바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국제법의 보급을 통한 국제법 역량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8년 8
월 우리나라, 영국, 일본 등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청하여 국제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
였으며, 아울러 대한국제법학회와 협력하여 제8회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국제법의 국내적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우리 외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법 학계와 협력하여 향후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국제법 국제학술대회, 국제법
모의법정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제5장 국제 사회 내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

정 설명회’
를 개최하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강연을 실시함으로써 조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