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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추진

1.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노력
2009 외교백서

의 채택
1)「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
2007년 2월‘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24

IAEA 감시₩검증 요원의 영변 복귀

우리의 대북 중유 5만 톤

제공 등이 마무리되면서 초기 조치가 완료되었다.
초기 조치 완료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9월 27-29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개최하여, 9.19 공동성명 이행의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논
의를 진행하였다. 동 회담에서‘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10.3 합
의)’
가 도출되었고, 10월 3일 6자회담 참가국들에 의해 최종 승인되면서 6자회담 과정은
비핵화 2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10.3 합의는 크게 비핵화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관련국 간 관계 정상화
를 위한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서, 북한은 모든 현존하
는 핵시설을 불능화(영변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 시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
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
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공약하였으며 핵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
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여타 참가국들은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핵시설 불능화 과정을 지원하며, 미₩북
및 일₩북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0.3 합의 내용

10.3 합의 채택 이후 각 측은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하였다. 미국의 불능화 전문가 그룹이 10월 11~18일까지 방북하여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하였고, 11월 초 재방북하면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개시되었다. 우리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전문가들도 11월 27-29일간 영변 핵
시설을 방문하여 북한의 불능화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협의도 진행되었다. 2007년 10월 29-30일간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3차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중유 100만 톤 상당의 대북 지원을
‘중유 50만 톤(기 제공분 포함)’
과‘중유 50만 톤 상당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로 공급하기
로 합의하였고, 2007년 11-12월까지 션양, 평양 등에서 개최된 한₩중₩북 실무협의에서는
대북 설비₩자재 지원의 분담 방식 구체적 지원 품목 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합의들을 기초로 2008년 말까지 우리 정부는 중유 환산 약 14.5만 톤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 추구 및
시리아와의 핵확산 의혹이 제기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완전하고 정확한’신고가 10.3 합의의 약속 기한인 2007년 12월 31일을 넘기게 되
었고, 10.3 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완료도 지연되게 되었다. 우리를 비롯한 미
국, 일본은 북한의 10.3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의 불능화 및 신고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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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3 합의의 이행과 신고 문제의 대두

2. 신고 문제의 돌파와 6자회담 과정의 재개
1) 북한의 신고서 제출까지
북한의 신고서 제출 문제가 해를 넘기며 비핵화 진전의 새로운 난제로 대두되자, 우리를 비
롯한6자회담참가국들은긴밀한협의를통해신고문제의돌파를위한해결방안을모색하였다.
우리는 유명환 장관의 중국(3.19-22) 및 일본 방문(4.3-6) 중에 중국, 일본과 신고 문제
를 포함한 북한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4월 1-3일까지 힐(Christopher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시에는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신고 문제 해결
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채널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우리를 포함한 관련국들과의 의견 조율을 거
쳐 3월 13일 제네바, 4월 8일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2009 외교백서

결국 4월 8일 싱가포르 미₩북 협의 시 신고서 제출의 쟁점이 되었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
로그램(UEP)과 핵확산 문제에 관해 미₩북 양측이 의견 접근을 보게 되었고, 북한은 5월 8
일 성 김(Sung Kim)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시 영변 5MWe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의
가동₩생산 기록이 담긴 18,000여 페이지의 신고 보충자료를 미국 측에 전달하였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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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의 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5월 19일 한₩미₩일 3자 협의에서 입장을 조율하였으
며, 이어 5월 29일에는 바라다브킨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와 협의를 가졌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북한은 6월 26일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인 중국에 제출하였으며, 6월 27일 중국은 이를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회람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 직후인 6월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10) 지정 해제를 의회
에 통보11)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였다. 또한 6월 27일 북한은 CNN을 비롯한 6
자회담 참가국 방송사를 영변으로 초청한 가운데 영변 5MWe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
였다. 이렇게 북한의 신고서 제출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6자회담 과정은 비핵화 2단계 마
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10)

테러지원국이란 국제 테러 행위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4월「국가별 테러리즘 보고
서」
를 발표하여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
다. 미국은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각종 무역₩무기 거래₩원조₩금융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북한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 자
행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지정되었다.

11)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 미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 의
회가 최소 45일간 동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국무장관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
제 조치를 발효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써 경제₩에너지 지원 마무리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
었다. 우리는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6월 11일 판문점에서 경제₩에너
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를 소집하여 향후 지원 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회의 하루 전에는
서울에서 6자회담 최초로 공여국 회의를 개최하여 5자 간 의견을 조율하였다.

2)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개최 및 6자 외교장관 회동
북한의 신고서 제출 이후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
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및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2008년 7월 1012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2008. 7.10, 베이징)

핵화 2단계 조치의 긍정적 진전을 평가하고, 3단계에 대한 초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등
6자회담 모멘텀을 유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쟁
점이었던 검증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에 대해서는‘검증 체제 수립’
이라는 원칙적
합의 이외에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검증 문제는 향후 집중적인 논
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9.19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검증을 위한 검증 체제를 수립키로 합의
하였다. 검증단은 6자의 전문가로 구성, 비핵화 실무그룹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검증
방법으로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 조치를 포함하
기로 하였다. 또한 검증 과정에 IAEA의 자문₩지원 역할 제공을 환영하였으며, 검증의 구체
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둘째,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되는 감시 체제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동 감시 체제는 비
확산 및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 내에서의 각자의 공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도록 합의되었다.
셋째,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시간 계획을 작성하였다.
2008년 10월 말까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여타 참가국들은 중유 및 비중유 지
원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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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의에서는 그간 이루어진 비

넷째, 참가국들은‘동북아평화₩안보체제의지도원칙’
에대해계속논의하기로합의하였다.
다섯째,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이후,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장관들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 ASEAN Regional Forum) 개최 계기에 7월 23일 싱가포르에서 회동하게 되었다.
비공식 차원의 6자 외교장관 회동이었으나, 장관급 회동은 6자회담 과정 개시 이래 최초
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동 회동을 통해 6자회담 과정이 한반도 비핵화 양자관계 진전
과 정상화

동북아 지역의 궁극적 평화와 화해를 위한 토대(platform)가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6자회담 과정에 정치적 추동력을 부여하게 되었다.

3. 검증 문제의 대두와 2단계 마무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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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증 문제 해결 추진
7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검증 체제 수립’
이라는 원칙적 합의 외에 구체적 진전
을 이루지 못하면서 검증 문제는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최대 현안으로부상하였다. 우
리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 간의 다양한 협의를 바탕으로 미₩북 양측의 검증 관련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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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었으나, 검증 대상₩방법 등에 관한 이견으로 협상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하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자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를 보류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8월 26일외무성대변인성명을통해미국이약속
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였으며, 불능화된 시설의 복구를 고려하
겠다는발표를하였다. 실제로북한은사용후연료봉인출을중단하였고, 재처리시설등불능
화조치가진행중이던영변핵시설을복구하는작업을개시하는등위기상황을조성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6자회담 참가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우
리 정부는 8-9월간 6자회담 참가국들과 상황 타개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북한에 대
해서는 불능화 복구 조치로 인한 6자회담 내 북한의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이행의 차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조속한 불능화 조치 재개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0월 1-3일간 방북하여 북한과 검증 관련 협의
를 하게 되었고, 미₩북 양측은 차기 6자회담 시 6자 간 합의를 전제로한 검증 관련 잠정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우리는 힐 차관보 방북 사전(9.30), 사후(10.3)에 미국 측과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검증 관련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미₩북 잠정 합의 타결 이후에

는 유명환 장관과 미국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 간 전화 협의를 통해 향후
검증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미₩북 잠정 합의 도출에 따라, 미국은 10월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
를발효시켰으며, 북한도다음날불능화조치재개의사표명과함께그간진행했던핵시설불
능화복구조치를원상으로되돌리는한편사용후연료봉인출등불능화작업을재개하였다.

2)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개최와 검증 합의 도출 노력
미₩북 간 잠정 합의에 따라 검증의정서 타결 가능성이 제고되자, 6자 차원에서 검증
문제를 공식적으로 매듭짓고, 불능화 및 경제₩에너지 지원 등 2단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12월 8-11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북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 방안 협의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6자회

검증 핵심 요소에 대한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였다.
우리는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일본의 불참으로 인한 미확정분 중
유 20만 톤의 대북 지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참여 방안을 제시하는 등 2단계 마무리를 위
해 노력하였으며, 동 방안에 대한 참가국들의 공감대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검
증 문제에 관한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4. 향후 과제
현재 북한 비핵화 과정은 2단계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3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 있다. 검증 문제로 인해 2단계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
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통한 비핵화 달성을 위
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 핵폐기와 함께, 남북 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증진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구조를 창출하기 위
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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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의장국으로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으나, 북한은 시료 채취 등

제2절 한₩미 전략동맹 기반 마련

1. 한₩미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기반 구축
2009 외교백서

2008년도에는 우리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양국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다
각적인 협력이 모색되었으며, 특히 21세기 새로운 안보 수요와 대내외 정세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관계를 미래 지향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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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미 정상 차원에서 4차례의 회담과 3차례의 통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 어
느 때보다 공고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해
외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한 계기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4월 19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관계를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8월 6일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
₩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반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

| 한₩미 정상회담(2008.4.19, 캠프 데이비드)

는 한편,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동맹 발전을 추진
해나갈 것을 천명함으로써, 한₩미 전략동맹 발전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계기에 양국 정상은 동맹 현안 및 재조정의 원활한 해결₩추진 등을 통해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계
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추진과 우리나라의 미 비
자면제프로그램(VWP : Visa Waiver Program) 연내 가입 등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
한 제도적 틀 확충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대학생연수취업(WEST :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프로그램의 신설과 우주₩항공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 등 차세대
₩첨단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 외에도 7월 도야코 G-8 정상회의 및 11월 리마 APEC 정상회의
등 다자 국제회의 계기에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양국의 주요 현안 및 관심사

한편 2008년에는 양국 정상
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외교장
관 회담을 비롯한 양국의 고위급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국무장관과 4차례의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을 갖고, 동맹 재조정

| 한₩미 외교장관회담(2008.6.28, 서울)

및 관련 현안의 원활한 진전을
도모해나가는 한편, 북한 비핵화 2단계 조치의 마무리 등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그 결과, 9월
유명환 장관 방미 시 양국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협
상의 실질적 타결을 확인하고, 한₩미 외교장관회담(9.22) 계기에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서명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는 제3차 차관급 전략대화(9.2) 등을 포함한 여러 고위급 협의
를 통해, 양자 차원의 현안은 물론 이라크₩아프간 재건 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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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함으로써 양국의 신뢰와 협력을 제고해나갔다.

화, 민주주의₩인권 등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한 한₩미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정책협
의를 발전시켜나갔다.
이와 같은 한₩미 정상 및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협의를 비롯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토대로,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실질
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성과가 다수 거양되었다. 앞서 언급된 대학생연수취업
(WEST)프로그램 도입 양해각서 서명(9.22)을 비롯하여,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 지위격상 법안 발효(10.15),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협정 체결(10.30),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10.17) 및 시행(11.17)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8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해로서, 우리
정부는 주요 대선후보 진영과의 접촉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미국 대선 및 총선
2009 외교백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비해왔다.
이와 관련,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7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 당선인 간의 최초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계기에 양측은 한₩미 동맹의 중요
성을 평가하고 동맹의 발전₩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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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된 G20 금융정상회의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전 국
무장관 등 오바마 당선인 측 대표들을 접견하고(11.14), 양국의 미래 지향적 동맹관계 발
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미 차기 행정부 간의 정책적 공감대와 협력 기
반을 보다 공고히 하였다.
아울러 2008년에는 미 의회 및 학계인사들의 빈번한 방한 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 바, 특히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진영과 연관이 있거나 미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이 있는 여론 주도층 인사들의 방한이 두드러졌다. 방한 인사 중에는 키신저
(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 교수, 새모어(Gary
Samore)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 홀부르크(Richard Holbrooke) Asia Society 이사장,
아인혼(Robert Einhorn) CSIS 선임연구원 등 미 외교정책 및 한반도₩동북아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차후 미 신
행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수임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회와 미 의회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월 하원군사위 의

원단의 방한과 이노우에(Daniel Inouye) 상원의원 및 스티븐스(Ted Stevens) 상원의원
의 방한, 그리고 3월 로라바커(Dana Rohrabacher) 하원의원의 방한에 이어, 4월 제 8차
한₩미₩일 의원 회의 대표단 방미 및 7월 제9차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의 방미 등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8월에는 팔레오마바앵어(Eni Faleomavaega) 하원 아₩태 소위원장
이, 그리고 11월에는 헤이글(Chuck Hagel) 상원의원이 방한하여, 우리 정부 및 국회 주
요인사들과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미 의회 내에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미 의원 앞 서한 발송, 미 주요 의원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 상₩하원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축하 결의안 채택
(2월),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지위 격상 법안 통과(10월)를 비롯하여, 우리의 입장 및
정책을 지지하는 미 의원들의 발언(12건), 지지서한(12건) 및 의회 발언록(25건) 등을 다
수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 발전에 기여한 미국 평화봉사단원(Peace Corps Members)의 재방한을 5개년에 걸
쳐 추진하는 사업을 기획하여, 2008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부터
5년간 연례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평화봉사단원 재방한 초청 사업은 한₩미 동맹
관계의 우의와 협력을 재조명하고, 전직 한국 근무 평화봉사단원들의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과 지지를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한₩미 간 주요 인사 교류
한₩미 정상회담
일

자

계

기

2008. 4. 19

이명박 대통령 방미(4.15~19) 계기 한₩미 정상회담(캠프 데이비드)

2008. 7. 9

G8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도야코)

2008. 8. 6

부시 대통령 방한(8.5~6) 계기 한₩미 정상회담(서울)

2008. 11. 22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리마)

한₩미 외교장관회담
일

자

계

기

2008. 3. 26

유명환 장관 방미(3.25~29)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2008. 6. 28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6.28~29)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2008. 7. 23

ARF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싱가포르)

2008. 9. 22

UN총회 참석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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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미 민간 교류를 통한 우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과거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며

2. 동맹 재조정 및 안보태세 강화
한₩미 양국은 최근 수년간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새로운 안보도전에 보다 잘 대처해나
가기 위해 동맹 재조정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08년에도 동맹 재조정 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통해 안보태세와 전략동맹 발전의 토대를 강화해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양국은 미래 한₩미 동맹의 거시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
기 위한 외교₩국방 당국 간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Future of the Alliance Policy
Initiative)를 2003~2004년간 개최한데 이어, 2005년부터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총 5차례의 SPI를 개최하
여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등 동맹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2009 외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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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SPI 개최 실적
일시
16차

2008. 1. 23

17차

2008. 4. 8

18차

2008. 7. 23

19차

2008. 9. 10

20차

2008. 12. 12

대표단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과장 등
James Shinn 美 국방부 아태차관보 등

개최지
미국
(워싱턴)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과장 등

한국

David Sedney 美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서울)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과장 등
James Shinn 美 국방부 아태차관보 등

미국
(워싱턴)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등

한국

David Sedney 美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서울)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등
David Sedney 美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미국
(워싱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경우, 2012년 4월 17일부 전환을 위한 양측 군사당국의‘전략
적 전환 계획’
(2007.6.28 서명)에 따라 이행 작업이 원활히 진행 중이며, 2008년 8월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초로 한국군 주도하에‘을지 프리덤 가디언’훈련
을 실시하였다. 10월 제4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는 전작권 전환 일자를 재확인하는 한편, 전환 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

으로 평가₩점검하여 이를 전환 과정에 반영하기로 확인하는 등 순조로운 전환을 위한 협
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의 경우, 한₩미 양국은 2008년에도 기지이전 사업의 성공적 이행
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국은 2008년 1월 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
Master Plan)을 승인하였으며, 동 시설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지이전 사업 기간 및 비용
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아울러 2007년 11월 평택기지 건설사업 기공
식 이후, 부지 조성공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04년 10월 향후 주한미군을 2004~2008년간 3단계에 걸쳐
37,500명에서 25,000명으로 총 12,500명을 감축키로 한 바 있으나, 2008년 4월 19일 캠
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28,500명) 유지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적정 규모의 주한미군 유지가 한₩미 연합방위력의 유지₩강화 및 역

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제공과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해 1991년부
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조에 따른 특별협정(방위
비분담 특별협정, 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
부를 부담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적용될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총 5차례의 한₩미 고위급 협의와 빈번한 실무급 협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서명식(2009.1.1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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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정에 중요함을 감안할 때, 동 합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는 물론, 양국의 신

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2009년 1월 15일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최종 서명되었
다. 금번 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는 유효기간 5년의 협정으로, 연도별 분
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
였다.(2009년 분담금은 2007년도 분담금에 소비자물가지수 2.5%를 반영한 7,600억원)
단, 연도별 인상에 상한선(4%)을 두어 예외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분담
금액의 과도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현금으로 지원되던 군사건
설을 3년 내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방위비분담제도가 향후
실소요에 기반한 지원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지원법 등 관련법상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군사판매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 지위에 있어서도 2008년 중 괄목할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외군사판매 지위상 NATO+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보다 불리한 위
2009 외교백서

치에 있었던 관계로 미국산 무기 구매 시 혜택에 제한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지위
격상 문제를 2006년 1월 한₩미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였고, 이후 지속
적인 노력을 통해 2007년 7월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NATO+3국 수준으로 격상
하는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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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안 발의후 우리 정부는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하에 법안 통과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2008년 4월 19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동 지위 격상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의 대외군사판매 지위 격상 추진이 더욱 가속화되었으
며, 2008년 10월 1일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구매국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서 최종 통과되고, 10월 15일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발효되었다.

FMS 지위 분류
변경전

변 경 후(한국의 FMS 격상 법안 발효 후)

1

NATO 회원국(26개국)

좌동

2

NATO+ 3(일본, 호주, 뉴질랜드)

NATO+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Major Non-NATO Ally

Major Non-NATO Ally

(한국,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태국 등)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태국 등)

3
4

Friendly Foreign Nations
(기타 우방국)

좌동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외 군사판매에 있어 최상위 동맹국으로 분류되는
NATO+3국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어, 미 의회 심의 기간 단축 및 심의 액수 상향 조정
을 통해 필요 시 미국산 무기를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구매₩임대할 수 있게 되는 등 미
국산 무기 및 장비 구매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상기와 같은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지위 격상은 우리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더불
어 미 행정부 및 의회의 한₩미 동맹 중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발전 추진의 실증적 성과로 평가된다.
FMS 지위 격상의 주요 내용
변경전
중요 군사장비

1,400만 달러 이상

2,500만 달러 이상

일반 군사장비

5,000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이상

설계

2억 달러 이상

3억 달러 이상

30일(행정검토 포함 50일)

15일

심의 기간 단축

3. SOFA 운영 개선의 지속적 추진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
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운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
으며, 이를 위해 SOFA 합동위원회, 특별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한₩미 간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SOFA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10월 8일
개최된 제18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수석대표: 우리 측 외교부 북미국장, 미 측 주한
미군 부사령관) 회의를 통해 한₩미 양측은 그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SOFA 운영의 지
속적인 개선을 위해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2008년 12월 5일에는 관계 부
처 간‘SOFA 업무 결산 회의’
를 개최하여 분야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부처 간 긴밀
한 협력을 통해 개선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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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축소

현행(NATO+4)

상기와 같은 SOFA 현안 관련 협의 및 운영을 통해 200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노무 분야에서는 동 소관 분과위가“주한미군의 한국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에 관한 합의 권고안”
을 마련(3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인장
기요양보험을 확대적용함으로써 우리 근로자의 공평한 권익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한
₩미 양측은「한국노무단(KSC:Korea Service Corps) 협정 제6조 이행절차」
에 합의함으로
써(3월), 일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달리 SOFA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온 한국노무
단도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현 SOFA 노무조항(제17조)상의 개인 및 집단 분쟁해
결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형사재판권 분야의 경우,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건을 처리해나가는 한편, 범죄 예방 및 관련 대책에 관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주한미군 측도 그간 통금시간 단속, 외출 시 신고, 부대 외출 시 동료 동행(Buddy
2009 외교백서

System) 등의 제도를 도입₩강화하여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 측과의 관련 대책 협의 및 주의 환기 등 개선 노력을 계속 경주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보호 분과위는「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조사를 위한 절차서」
를 마련
(5.12)한 데 이어, 향후 주한미군 기지 내 우리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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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문화재 보호 절차서」마련을 위해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동 절차서는 미
군기지 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기지별 문화재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협
의절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출입국 분과위 소관의「SOFA 신
분 확인인장 및 확인인장 날인절차 개정에 관한 합의서」체결(2월)을 통해,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등 SOFA 적용 대상 미국 국적 민간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SOFA 신분 확인절차
가 현재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기존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간 2004년 12월 발효된 용산기지이전(YRP) 협정과 연합토지관
리계획(LPP) 협정 및 수시반환 합의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 개선에 대한 미국 측과의 협의를 계속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SOFA 관련규정 및 200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한₩미 간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
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SOFA 협정의 성실한 이행과 관련 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와 한₩미 간의 건설적 협의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요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SOFA 운영 개선에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제2장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외교

제3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1. 한₩일 관계
2009 외교백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계기에 방한한 후쿠다(福田康夫) 총리와의 정
상회담과 이명박 대통령의 4월 20일부터 21일간 공식 실무 방일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
₩일 관계를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
시켜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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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정부는 7월에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 측의 독도영유권 훼손기도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가는
한편,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외교통상부 독
도대책반, 동북아역사재단 내 독도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
였다.
2008년 9월 후쿠다 총리의 사퇴 이후 취임한 아소(麻生太郞) 총리와의 사이에 10월
베이징 ASEM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2월 후쿠오카(福岡) 한
₩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등 5차례의 정상 간 회담 또는 회동이 이루어졌다.
양국의 인적₩경제적 교류는 2007년 연간 인적교류 484만 명, 교역규모 826억 달러에
서 2008년도에는 각각 476만 명, 892억 달러로 인적교류 면에서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교역규모는 증가하였다. 정부는 한₩일 취업관광사증제도 실시 등 고교생 및 대학생 교류
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제4회 한₩일 교류 축제 한마당’
(9.27-28) 등 민간 차원
의 교류를 측면 지원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풀뿌리 차원에서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하였다.

2008년에도 2007년에 이어서 과거사 개별 현안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두었
다. 사할린 거주 한인 영주귀국 사업이 실시되어 10월부터 12월까지 305명의 영주귀국을
실현하였다. 2007년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유골봉환
과 관련하여 2008년 1월 23일에 유골 101위가 국내 봉환된 데 이어, 11월 21일에는 59위
가 추가로 봉환되었다.
아울러 2008년에는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 강제격리 수용되었던 한센인 중 130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6월에는 일본「원폭피해자 원호법」
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도 일본 재외 공관 등을 통하여 건강수첩을 교부받아 원
호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 2002년 발족한 한₩일 역사 공동연구
는 2007년 제2기 활동을 시작하여 2008년 12월 19일 동경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

한₩일 정상회담
일

자

주요내용

2008. 4. 21

이명박 대통령 공식 실무 방일(도쿄)

2008. 10. 24

ASEM 계기 한₩일 정상회담(베이징)

2008. 12. 13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후쿠오카)

한₩일 외교장관회담
일

자

주요내용

2008. 4. 4

유명환 외교장관 공식 방일(도쿄)

2008. 6. 14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유명환 외교장관 방일(도쿄)

2008. 12. 13

제1차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 계기 유명환 외교장관 방일(후쿠오카)

한₩일 고위급 교류
일

자

주요내용

2008. 1. 8

제5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서울)

2008. 6. 5

제6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도쿄)

2008. 9. 9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심의관 방한(서울)

2008. 12. 8

제3차 한₩중₩일 고위급회의 계기 이용준 차관보 방일(도쿄)

2008. 12. 29

제7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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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한₩중 관계
2008년도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 해 내에 양국 정상의 교환 방
문이 이루어지는 등 양국의 우호관계 및 실질 협력관계에 있어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시현
하였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 시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를 기존의‘전
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에서‘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전
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는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 관련 협력까지 포괄하
는 관계로서, 2008년 8월 후진타오(胡錦濤)주석의 국빈 방한 시 양국은‘전략적 협력 동
반자 관계’
의 구체화₩내실화를 위해 정치, 안보, 경제₩통상,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실천 방안을 담은‘한₩중 공동성명’
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발전에 발맞추어 2008년 한₩중 양국 간에는 활발한 인적 교류가
2009 외교백서

이루어졌다.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1월부터 한₩중 양국의 특사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2월에는 탕자쉬안(唐家琁) 국무위원이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
고, 3월에는 유명환 외교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서 중국을 방문하였다. 또
한 5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2월 제1차 한₩중₩일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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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 간에 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의 고위급 교류
와 접촉이 계속되었다.
2008년 한₩중 양국 간에는 경제₩통상 및 인적교류 분야에 있어서도 꾸준한 발전과 활
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8년 기준 한₩중 간 교역액은 1,63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중
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 무역 흑자국으로,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수교 당시 13만 명에 불과했던 양국 간 인적 교류
는 2008년 11월 기준 482만 명에 달하였으며, 양국 간 항공 운항편수는 주간 830편을 상
회하였다.
한편 문화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어 중국 내 한류(韓流) 및 한국 내
한풍(漢風) 확산으로 중국에서는 매일 1억 명 이상의 중국인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중국어 학습 열풍이 불어 130여 개의 대학에 중문과가 개설되어 매년
3,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며,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6%(57,000명,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중국 일부 언론 매체에 보도된 한국에 대한 왜곡 기사, 양국 국민 감정을 자

극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인해 양국에서 혐한₩반중 정서 문제가 나
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그간 일부 중국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과 중국 당
국에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청해왔으며, 양국 간 불필요한 감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중 양국 민간 우의 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8년도 한₩중 간 주요 인사 교류
한₩중 정상회담
일

자

주요내용

2008. 5. 27 ~ 30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베이징, 칭다오(靑島))

2008. 8. 9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계기 이명박 대통령 방중(베이징)

2008. 8. 25 ~ 26

후진타오 국가주석 국빈 방한(서울)

한₩중 대통령-총리 회담
일

자

주요내용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후쿠오카)

한₩중 외교장관회담
일

자

주요내용

2008. 3. 20 ~ 21

유명환 장관 방중

2008. 6. 14

제2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도쿄)

2008. 7. 23

ASEAN+3 계기(싱가포르)

2008. 8. 13 ~ 14

양제츠(

2008. 9. 22

UN 총회 계기(뉴욕)

2008. 10. 25

ASEM 계기(베이징)

) 외교부장 방한

한₩중 고위급 교류
일

자

주요내용

2008. 1. 13 ~ 16

왕이(王毅) 중국 정부 특사 방한

2008. 1. 16 ~ 19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 방중

2008. 2. 24 ~ 25

대통령취임식 계기 탕자쉬안 국무위원 방한

2008. 4. 29 ~ 30

이용준 차관보 방중

2008. 7. 19 ~ 20

오세훈 서울시장 방중

2008. 8. 6 ~ 8

국회 아시아문화경제포럼 대표단 방중

2008. 8. 18 ~ 27

허쥔커(賀軍科)공청단 서기 방한

2008. 8. 19 ~ 20

이용준 차관보 방중

2008. 8. 19 ~ 22

국회 초당파 의원대표단 방중

2008. 9. 6 ~ 7

한승수 국무총리 내외 방중(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 참석 계기)

2008. 10. 27 ~ 28

김문수 경기도지사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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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3

일

자

주요내용

2008. 11. 2 ~ 5

왕홍쥐(王鴻擧) 중경시장 방한

2008. 12. 3 ~ 5

천즈리(陳至立)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2008. 12. 10 ~ 12

권종락 제1차관 방중

2008. 12. 16 ~ 20

리지헝(李紀恒) 운남성 당부서기 방한

2008. 12. 21 ~ 24

김하중 통일부장관 방중

3. 한₩중₩일 협력
2008년도는 한₩중₩일 3국 협력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협력질서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진전을 이룬 한 해였다.
구체적으로 금번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ASEAN+3라는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3
국 내에서 최초로 개최(12.13, 후쿠오카)되었다. 또한 한₩중₩일은 3국 정상회의뿐만 아니
2009 외교백서

라 외교장관회의도 3국 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3국 간 협력사업을 실
시간 점검할 수 있는 사이버사무국을 2009년 개설키로 하는 등 3국 간 대화 및 협의 채널
을 제도화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은 환경장관회의(12.1-3), 문화장관회의(12.24-26),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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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포럼(7.17), 관광장관회의(6.22-25), 3자 협력 포럼(5.26-27), 물류장관회의(5.17), 재
무장관회의(5.4), 투자협정 협상(3.10-12, 11.25), 비즈니스 환경 개선회의(3.13, 11.26),
FTA 민간 공동연구 워크숍(2.19, 6.13-14) 개최 등을 통해 협력 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 간의 협력 진전은 3국의 번영과 발전은 물론, 한반도 및 동
북아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2008. 12. 13, 후쿠오카)

4. 한₩러 관계
2008년은 한₩러 양국의 수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이명박 대통령
은 9월 28-30일간의 러시아 공식 방문기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러 관계를‘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로 격상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간의 협
력기반은 교역₩투자 수준을 넘어 에너지 자원, 우주항공, IT₩나노 등 첨단기술, 극동시베
리아 개발과 같은 전략적 분야로 확대되었다. 양국 간 공동 협력을 통해 2008년 4월 우리
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게 된 것도 뜻 깊은 일이었다.
2008년은 한₩러 양국 모두 신정부가 출범한 해로서, 양 정상은 전화 통화(5.20), 도야
코(洞爺湖) G8 확대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7.23)을 통해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제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015년부터 30년간 연 750만 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사업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서캄차카 해상광구의 공동개발도 합의되어 에너지 자원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 밖에 극동지역 내 한국 기업 전용부두₩물류단지 개발, 농수산 분야
협력 뿐 아니라 광물자원, 나노기술, 금융협력 등 주요 분야별로 26건의 문건을 체결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양국 간 단기복수사증협정
이 체결되어 우리 국민과 기업인의 러시아 방문 편의를 제고시키게 되었다.
한₩러 간 협력관계의 미래에 대한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기간 중인 9월
29일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천명한 철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등
「3대 신실크로드」비전에 집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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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정상회담(2008. 7. 23, 도야코)

이명박 대통령의 3대 신실크로드 비전

DIPLOMATIC FOCUS

철의 실크로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여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철로의 대동맥 건설
에너지 실크로드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한국의 기술력 및 인프라 건설 경험을 결합하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녹색 실크로드
연해주의 광활한 농림지에 우리의 영농기술과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접목하여 태평양에서 중앙
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녹색벨트 구축

한₩러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9월 유명환 외교장관의 러시
아 방문을 비롯하여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n Cooperation Dialogue) 등 주요 다자회의 계기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2009 외교백서

양국 외교부의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러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12월 서울에서 출
범되어 외교 당국 간의 협의 채널이 강화되었다.
양국의 지자체와 민간 단체 간 교류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주 이르쿠츠크
(Irkutsk) 한국 총영사관이 10월에 개설되어 러시아 지방정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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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다. 또한 한₩러 양국의 6개 지자체
간에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양국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가 개최되어 국민 간의 상호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2008년 한₩러 간 고위급 인사 교류
한₩러 정상회담
일

자

주요내용

2008. 7. 23

G-8 확대정상회담 계기 한-러 정상회담

2008. 9. 28 ~ 30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공식 방문

한₩러 외교장관회담
일

자

주요내용

2008. 7. 23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싱가포르)

2008. 9. 10 ~ 11

유명환 외교장관 방러

2008. 10. 6

ACD 외교장관회의 계기(카자흐스탄 Kazakstan)

한₩러 고위 인사 교류
일

자

주요내용

2008. 1. 20 ~ 23

이재오 대통령 당선자 특사 방러

2008. 2. 22 ~ 24

줍코프(Zupkof) 러 총리,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2008. 5. 26 ~ 27

권종락 외교부 제1차관 방러

2008. 12. 17 ~ 19

데니소프(Denisof) 러 외교부 제1차관 방한

한₩러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90년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2007년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서 2006년 대비 50% 증가한데 이어 2008년에는 180
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우리의 8번째 수
출시장, 14번째 수입시장의 위치에 있다.
한₩러 교역액(우리나라 기준)
(단위 : 억 달러)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2008년에도 활발히 이루어져, 신고기준 총 누계액은 15.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대표적 사례로서는 연산 10만 대 규모의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과 롯데제과 칼루가주(모스크바 인근) 공장의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의 주도로 모스크바주 지역 내 한국전용공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누계는 3,400만 달러를 기록하여, 한국의 투자 진출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러시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러 간 투자 현황
구

분

(단위 : 백만 달러, 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누 계

한국

건수

35

29

49

45

98

92

617

러시아

금액

10

90

69

121

432

460

1,540

러시아

건수

30

39

34

34

38

43

367

한국

금액

1.5

1.8

2.5

2.4

2.5

10.6

34

(출처 :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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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무역협회)

제4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축

1. 남북관계
2009 외교백서

1)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
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폐기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평화공동체를 창출하고,
상생의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공동체, 남북 7,000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동체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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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용과 생

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라는 4가
지 추진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를 통한 문제 해
결을 여러 계기에 제기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도 불구
하고 2008년 7월 11일 국회 개원 연설 및 8.15 경축사에서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 과거 남북 간 이루어진 제반 합의들의 이행 방안을 논의
할 것을 제의했다.12)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양자적₩다자적 노
력을 지속하여,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국가들과의 고위급 양자회담 계

12)

북한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2008년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과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상주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

기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들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했다. 이 밖에도 2008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회의 및 테헤란에서 개최된 비동맹(NAM: Non-Aligned
Movement)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한 바 있다.

2) 국제 사회의 대북지원 및 협력 사업 지원
우리 정부는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국제 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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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말라리아 방제와 영유아 지원 등을 위해 세계보건

3) 인도적 협력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11일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
진을 제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등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고,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북한에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
원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인
도적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4) 북한 인권 문제
우리 정부는“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서 인권 그 자체로 다
루어야 한다
“는 기본 입장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제63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 우리 정부는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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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와 유엔아동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였다.

5) 북한 이탈주민 문제
우리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이들을 전
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하여 체류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이탈주
민들이 강제 북송되거나 강제 북송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 입국 북한 이탈주민 수는 꾸
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2,800명을 넘었으며, 2008년 말 기준 총 15,057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국내에 정착하였다.
연도별 탈북자 국내 입국 현황

(단위 : 명)

2009 외교백서

연 도 1954-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878

71

148

312

583 1,140 1,284 1,899 1,384 2,024 2,553 2,809

계
15,057

※ 출처 : 통일부

우리는 제3국 체류 중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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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위해 대
기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제반 후생₩복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 적응교육 차원에서 각종 교양₩학습 도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
울러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 지원, 주거 알선,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 등의 형태로 제반 지원을 제
공하고 있다.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1) 6자회담 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추진 동향
2.13 합의에 따라 6자회담 내 실무그룹 중 하나로 동북아평화안보체제(NEAPSM: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실무그룹이 설치되었다.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는 2007년에 2차례 개최되어 동북아 지역의 다자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공통의 기반 마련과 상호 신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2008년 6자회담 당사자들은「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 원칙」
에 대해 각
각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해 7월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6자회담
당사자 외교장관들은 회동을 갖고 6자회담이 동북아의 궁극적 평화와 화해를 위한 토대
가 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였다. 제3차 실무그룹 회의는 2009년 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2) 동북아협력대화(NEACD)
한편 민₩관 차원(Track 1.5)에서도 동북아 지역 다자 간 안보대화가 진행되고 있으
며,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가장 대표적이
다. 제19차 NEACD는 2008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북한을 비롯한 미₩일₩중

방향, 동북아 안보정세 및 2009년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의 대동북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2장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외교

₩러의 고위 관리 및 학자들이 참석하여 6자회담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