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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권익 증진

1.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내실화
연간 출국자가 1,400만 명에 달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재외국민
보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연루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재외국민
보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뉴미디어 발전에 따라 △ 해외안전
여행 홈페이지 활성화, △ Facebook, Twitter 등 SNS를 활용한 정보 전달,
△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즈 블로그 운영 등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다양하게
진행하였고, 외교부와 관계기관(국토해양부, 청와대, 총리실 등) 간 합동 대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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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활동
(1) 해외안전여행 홍보
사건·사고 예방의 첫걸음은 해외여행객들에게‘안전’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한 해외여행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를 감안, 우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여행을 위한 정보를 종합적
으로 전달하였고, 해외안전여행 Facebook·Twitter 계정을 운영하여 실시간 대국민
소통을 추진하였다. YTN‘해외안전여행정보’프로그램과 KBS월드라디오(한민족

여행 성수기를 대비해 각종 생활정보 관련 방송에서 해외안전여행을 위한 주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또한 여권발급지자체·여행사·항공사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출국단계별 홍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왔다.

(2)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2010년 7월 발족되어 2011년 확대된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2012년에는 서포터즈 제4기(4월), 제5기(9월)를 각 60명씩 선발하였다.
단체보다는 개별여행을 많이 하고 안전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층에게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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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딩패스에 홍보문구 삽입, 기내지 및 기내영상 광고 등 해외여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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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해 정기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여행정보를 집중 전달할 필요성을 감안,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팀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안전여행정보를 전파토록 하였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안전여행“홍보 이벤트”실시, △해외안전여행
블로그 운영, △CF를 패러디한 안전여행 UCC 제작, △길거리 홍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영사콜센터 견학,
팀장 워크샵 등을 통해 해외안전여행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3) 여행경보제도
외교통상부는 해외 각국(지역)의 위험수준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행동
요령을 권고하는 여행경보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여행경보는
해외여행객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와 위험수준을 전달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각 지역의 여행경보단계를 시의적절하게 조정하며 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조정 시마다 즉각 유관단체(여행업계·선교
단체·NGO 등)와 관계부처에 통보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를 여행하는 것은
법에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처벌됩니다.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1단계 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2단계 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3단계 여행제한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4단계 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방문금지

해외여행 예정자

(4) 여행금지제도
2007년 개정된 여권법에 의거,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경우, 외교
통상부의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는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활동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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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여행금지국 무단입국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3년 2월 현재 소말리아·시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 5개국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에
대해서는 1년간(’
12.8.6-’
13.8.6) 여행금지를 재연장하였고, 이라크·시리아에
대해서는 여행금지기간을 약 5개월씩 연장(이라크 ’
13.2.7-7.31, 시리아 ’
13.3.17.31)하였으며, 예멘에 대해서는 3개월(’
13.3.1-’
13.5.31) 연장하였다.

2) 대응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활동

영사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여권, 해외이주 등 영사민원 전반에 대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23만여 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 이래 7년 연속 1위로 선정되어‘한국의 우수 콜센터’인증을 받았다.

(2) 신속대응팀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본부
및 재외공관의 전문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하는 신속대응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4월 캄보디아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국민들 관련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지원반을 파견하였다.
12월에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 후 석방된 제미니호 선원들의 건강검진과 무사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케냐 몸바사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였다.

(3) 영사협력원
외교통상부는 2007년 3월부터 공관이 주재하지 않거나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여, 이러한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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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능률협회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중앙정부 콜센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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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사콜센터

협력원이 영사를 대신하여 초동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는 동 제도를
확대하여 주밀라노총영사관(1월), 주애틀랜타총영사관(2월), 주DR콩고대사관
(7월) 및 주호주대사관(10월)에서 신규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였다. 영사협력원은
2013년 2월 현재 전 세계 64개국에서 총 110명이 활동하고 있다.

(4) 지역별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의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영사의 대응능력 제고, 각 공관 간 대처
경험 및 모범사례(Best Consular Practice) 공유, 그리고 본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역별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에는 △중남미(2월), △러시아·CIS(3월), △중국·몽골(4월), △아프리카
(6월), △유럽(7월), △동남아(9월), △중동(10월), △서남아·태평양(11월), △북미
(12월) 지역에서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하였다.

(5) 신속해외송금지원 제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을 도난·분실하여 임시적인 경제적 궁핍상황에 처할
경우, 국내 연고자가 영사콜센터와 재외공관 계좌를 이용하여 경비를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3천 미불 한도)하는 제도이다.
2008년 동 제도의 도입 이래 총 2,465건 총 29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630건 총 6억 4천여만 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하였다. 거래은행도 기존 농협에 이어
수협과도 업무제휴약정서를 체결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대국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6) 긴급구난활동비
긴급구난활동비는 해외에서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재외공관의 사고수습과
긴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2년 특수신분자 귀국 지원,
아국인 수감자 물품 지원 등에 2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하였다.

316

2. 2012년 주요 사건·사고 대응
1) 개관
2012년 한 해 동안 6,462명(범죄피해 4,594명/범죄가해 1,868명)의 재외국민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 이는 2011년 5,706명(범죄피해 4,458명/범죄가해
1,248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2012년 출국자수(1,400만명)가 2011년
(1,300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사고는 가해와 피해 모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발생하였다. 또한, 납치·감금된 113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96명(85%)이 아태지역
에서 피해를 당했다.

>>> 소말리아 해적 피랍(제미니호)
2011년 4월 30일 우리국민 4명이 승선한 MT 제미니호가 케냐 몸바사항 부근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다. 피랍된 선박은 싱가포르 선사 소속이었
으며, 우리 국민 외에 인니인 13명, 중국인 5명, 미얀마인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정부는 피랍 즉시 외교부에「제미니호 피랍대책본부」
, 주케냐대사관 및 싱가포르
대사관에「현장지휘본부」
를 설치·운용하면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정부는 20개월 간‘해적과의 不협상’및‘선사의 주도적 협상 지원’
이라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싱가포르 선사 및 정부와 긴밀협력, △소말리아 정부
및 갈무두그 지방정부와 협조,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이 참여하는
유관부처 대책회의, △선사-선원가족-정부 관계자 3자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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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사고 대응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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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 2012년 우리 국민 피살자 27명 중 15명(55.6%)이 아태지역에서

하여 선사측에 적극적 협상을 독려하는 등 정부 차원의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우리 선원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2년 12월 1일 마침내
우리 선원 4명이 안전하게 석방되었다.
동 선원들의 석방 당일을 전후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합참 등 유관부처가
참여한 24시간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지원하였고, 현지
에서는 신속대응팀과 청해부대(강감찬함)를 파견하여 우리 선원 4명의 신변을
안전하게 확보하였다. 특히 케냐 몸바사에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선원들의 건강
검진, 본부와 긴밀한 연락을 통해 선원들의 무사귀국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향후에 해적에 의한 우리 선원 및 선박의 피랍사건 예방을 위해 선내
선원 안전대피처(Citadel) 설치 의무화 등 선박의 안전장비 강화, 위험해역 항해시
보안요원 탑승의무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경주할 예정이다.

3. 재외동포 권익 증진
1) 재외선거제도 도입 및 실시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들은 선거 참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일시체류자의 경우에도 귀국하지 않는 한 선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2008년 말까지 개정토록 결정하였다. 2009년 1월 29일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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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재외국민 선거권 법제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이후, 정부는 처음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 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재외선거의 홍보와 공관별 실태조사를 위하여 재외선거
홍보 및 실태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아울러 2010년과 2011년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공관 및 국내 관계기관의 전반적인 재외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고,
2011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55명을 재외유권자수 5천명이상
공관 및 거점공관에 파견하여 재외선거관으로 근무토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21개)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신고·신청자 124,424명 중
56,456명이 투표하여 신고·신청자수 대비 45.7%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대통령 재외선거가 실시되어, 신고·신청자 223,557명 중 158,235명이 투표하여
신고·신청자 수 대비 71.2%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2012년 최초 실시된 재외선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재외선거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력하에 보다 나은 재외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다. 2004년 11월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위원회 연 1회 및 실무위원회 연 2회 이상 정례 개최를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13차례의 정책위원회와 20차례의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13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제20차 실무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우리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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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5일부터 10일 간, 164개 재외공관(대체 투표소 25개)에서 제18대

대국민 서비스 확충

준비를 바탕으로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 간, 158개 재외공관(대체투표소

재외동포 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재외선거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정책 관련 양적·질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통합적 재외
동포정책 추진방안 마련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거시적인 틀에서
재외동포정책을 조율하고 발전시키는 장(場)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재외동포 및 단체현황 (동포현황 ’
11년, 단체현황 ’
12년 기준)

유럽

북미

재외동포 : 656,707명
재외동포단체 : 805개

재외동포 : 2,408,490명
재외동포단체 : 1,383개

중국
재외동포 : 2,704,994명
재외동포단체 : 180개

중동 재외동포 : 16,302명
재외동포단체 : 44개

아프리카
재외동포 : 11,072명
재외동포단체 : 57개

일본

재외동포 : 904,806명
재외동포단체 : 168개

아시아태평양(일본, 중국제외)
재외동포 : 453,420명
재외동포단체 : 248개

중남미
재외동포 : 112,980명
재외동포단체 : 153개

재외동포 : 7,268,771명
재외동포 단체 : 2,988개

3)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은 그간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재외동포
들을 위한 기념일 제정 건의를 반영, 2007년 5월 법정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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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연대를 상징하는「세계한인의 날」
은 2007년부터
공식 기념식 및 동 계기 재외동포 유공자 훈·포상, 재외동포정책 세미나, 어울림
한마당 행사, 코리안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들에게는 모국의 관심을 나타내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함께하는 세계한인, 가슴뛰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2012년
제6회 세계한인의 날에는 재외동포 및 국내인사 800여 명이 참석하여 공식 기념식을
비롯한 세계한인의 날 기념 KBS 열린음악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행사로 진행
되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와 각계의 소통을 증진하고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확충

한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고, 모국과 재외동포 사
회간의 호혜적 발전관계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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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세계한인
의 날을 재외동포와 모국간 교
류와 화합의 장으로 더욱 활성
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6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2012.10.5)

4) 고려인 재정착 지원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전역에 53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타지키스탄 내전 및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 성향 대두,
경제악화 등으로 약 5만여 명이 원국적지를 이탈하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여타
CIS지역으로 이동, 상당수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CIS지역 동포지원협의회’
를 개최하고, 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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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확대, 동포학생 유학지원 및 초청연수 확대, 민족문화 정체성 유지, 현지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기회 확대, 현지 정착 활동 지원을 5대 역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불법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2005년 하반기부터
합법적 체류자격 획득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관련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실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 2013년 2월 현재까지 각각 약 200명과
1,200명이 체류자격 합법화를 달성하였으며, 여타 CIS 지역에서도 관련 사업을
진행 및 계획 중이다. 또한 고려인 동포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 차원에서 영농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지에 영농 교육장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어 고려인 동포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확보된 이후, 사업결과 검토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5) 중국 및 러시아·CIS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 시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명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중국·CIS지역 동포들의
모국 방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관리제(2002.12) 및 특례고용허가제
(2004.8)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어서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도 모국을 방문·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취업제를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방문취업제는 동포들에게 최장 5년 간 한국체류 및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동포 지원정책으로서, 동포들이 거주국으로 돌아간 후 모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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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외동포사회 지원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1)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지원 사업

●

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 모국어 교육사업, 모국문화 보급사업, 차세대 육성사업

●

권익 신장 및 역량 결집
- 지위 향상 및 숙원사업 지원, 한인회 역량 결집사업, 한상 활성화 사업
동포사회 조사·협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확충

●

- 조사연구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홍보(정보화) 사업

>>> 2012 제13차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세계 한인회장을 초청, 국내·외 동포 간, 한인회장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한인회네트워크’구축 기반을 조성
하고자 마련된 무대이다.
2012년으로 13주년을 맞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6월 26-29일 간 총 72개국
350여 명의 한인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하나된 세계한인, 세계속의 일류한인”
이라는 슬로건 아래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방안,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및 정체성 확립, 차세대동포 교육 강화, 재외선거 등
관심사가 논의되었으며, 대통령 주최 다과회를 비롯해 주요 정당 초청 재외동포
정책 포럼 등 한인회장 주요 관심사에 관한 프로그램, 지역별 현안토론 및 전체회의
등 쌍방향 소통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한인회 우수 운영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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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사회 지원 주요성과

>>> 2012 제11차 세계한상(韓商)대회 개최
2012년으로 11주년을 맞은 세계한상대회는 10월 16-18일 간 총 47개국 3천여
명의 내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 35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
(COEX)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기간 중 운영된 기업전시회에는 총 350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391개
부스가 설치되어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리딩 CEO포럼, 업종별 비즈니스
세미나,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멘토링 세션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 5,191건과 243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국내외 경제단체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유관행사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 구축사업
2012년까지 전 세계 한민족을 온라인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를 포괄하는 사이버 한민족공동체 구축사업으로 2010년 출범하였다.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온라인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한상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인물·단체 DB구축을 핵심으로 한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동 네트워크의 관련 콘텐츠 보강 및 효율적 시스템 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역량 결집을 위한“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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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면제협정 체결 확대 추진
외교통상부는 전 세계 총 98개 국가(2013년 2월 현재)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체류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2년 우리나라와 아르메니아
(5.22), 앙골라(5.25), 몰도바(7.3) 간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었으며,
한·타지키스탄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7.5), 한·우루과이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9.4)이 서명되었다. 더 나아가, 외교통상부는 중국, 조지아, 레바논,
가봉, 오만, 남아공, 바레인, 카타르 등 국가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특히 러시아 진출 우리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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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과 사증면제 및 간소화 확대 추진

있는 국가들과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사증간소화 확대 추진
외교통상부는 사증절차 간소화, 복수사증발급 및 사증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서도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인도(3.25), 몽골(10.26)과의 사증절차간소화 협정이 발효되어 상사 주재원, 장기
거주 우리 국민 등의 사증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이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한·러시아
한시적 근로협정(1.1), 한·러시아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1.16), 한·우즈베키스탄 한시적
근로자협정(3.1)이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었다.

2. 상호 교환 방문 프로그램 확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외교통상부는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체결국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으며, 아일랜드 등 기존 협정체결 12개국과는 참가배정인원(쿼터) 확대를 추진
하고 있다.
2012년에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와 워킹홀리데이 협정(4.3), 영국과 청년교류제도
(Youth Mobility Scheme) 양해각서(6.7), 오스트리아와 워킹홀리데이 협정(7.5)을
각각 체결하였고, 헝가리와는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에 합의하였다.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브라질, 포르투갈, 멕시코 등 주요국들과도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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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체결 현황

호주 캐나다

뉴질
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
스웨덴 덴마크 홍콩
랜드

대만

체코

이탈
리아

영국

오스트
리아

체결
95.3 96.1 99.4 99.4 08.10 09.4 09.12 10.9 10.10 10.11 10.11 11.12 12.4 12.6 12.7
일시
체류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24개월 6개월
기간
연간
무제한 4,020 1,800 10,000 2,000 무제한 400 무제한 무제한 200 400 미정 500 1,000 300
쿼터
※ 2013년 중 협정 체결 추진 국가 : 네덜란드, 벨기에, 브라질, 스페인, 이스라엘, 칠레, 포르투갈, 터키, 멕시코 등

우리 젊은이들의 워킹홀리데이 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발맞추어

설명회, 홍보 사이트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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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찾아가는 설명회’
를 32회
실시했으며,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체험사례를 통해 참가
자 들이 시행착 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고, 워홀 활동사진/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전파하였다.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인포
센터(www.whic.kr)’
를 운영하고,
한국 방문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인포센터 영문 홈페이지
(www.whic.kr/en), 일문 홈

대국민 서비스 확충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보호,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한국인 대상 워킹홀리데이 홍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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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www.whic.kr/jp), 불문 홈페이지(www.whic.kr/fr)를 운영 중이다.
우리 청년들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2011년 44,278명에서 2012년에는 48,000여
명으로 약 8% 증가하였다.

외국인 대상 한국 워킹홀리데이 홍보 리플렛

찾아가는 설명회

3.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품질 향상
1) 순회영사 활동 강화
재외공관에서는 관할지역(겸임국 포함) 내 원거리 재외국민들에 대한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회영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순회영사 활동 시 재외국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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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동포 간담회 개최, 주재국 지역 경찰·이민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업무 협의
등을 수행하여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중 149개
공관에서 총 1,134회의 순회영사 활동을 실시하여 4만 3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겸임국을 포함한 원격지 대상 순회영사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요 예산 확보 등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2) 영사활동 성과 평가 실시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종합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침을 제정하여 전재외공관
(일부공관 제외)의 영사활동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영사서비스의 체계적·질적

간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재외공관에 대한 민원인의
평가를 분석하여 해외에서의 영사서비스 품질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영사국장 회의 개최
외교통상부는 각국과의 영사국장회의 개최를 통해 관계국과의 양자 협의 및
영사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이스라엘(3월), 몽골(4월), 우크라이나
(5월), 터키(6월), 러시아(7월), 중국(9월), 필리핀(11월) 등 7개국과 영사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들 국가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 및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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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159개 공관을 대상으로 10월 15일-11월 16일

대국민 서비스 확충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영사활동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재외공관 영사활동의

4.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
1) 영사민원 시스템(e-Consul) 운영
외교통상부는 전재외공관 전산망과 행정부처 전산망을 연계한 영사민원 시스템
(e-Consul)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법무부와의 사증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2013년도 완료 예정). 이를 통해 재외공관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재외국민 편익 증대를 위한 신규 영사서비스 도입
2012년도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시범실시 대상공관을 기존 3개 공관에서 미주
등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27개 공관으로 확대(9월)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개 공관을 시범실시 공관으로 선정하였다(2013년 1월 시범실시 개시). 앞으로도
재외국민에게 필요하고 편리한 새로운 영사민원 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3) 영사분야 법령 정비
2012년에 영사분야 법령 3건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체제로
정비하였다.「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과「재외공관 공증
수수료 규정」
을 개정(3월)하였고,「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대통령령)과「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대통령령)을 통합하여「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으로 개정
(6월)하여 불필요하게 나뉘어 있는 법령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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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사·민원 관련 정보 제공
1) 해외여행 안전정보 홈페이지 개설
외교통상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해외 사건·사고, 해외여행,
영사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에 기여
하고 있다. 국가별 안전정보, 안전 뉴스, 여행경보 공지, 여권정보, 영사확인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안전상황에 따라, 91개국 138개 지역(1단계 47개국, 2단계 51개국,
3단계 35개국, 4단계 5개국)에 대해 여행경보단계를 지정하고 있다(2013년 2월
대국민 서비스 확충

기준).

2) 방송 등을 통한 해외여행 안전정보 홍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비롯해,
방송1), 팸플릿, 포스터, 책자 등으로 안전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운전면허 상호 인정 확대
외교통상부는 해외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운전
면허 상호인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고

■■■ 1) KBS 제1라디오 <지구촌 오늘>,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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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여행에서의 안전 확보 문제가

있는 국가는 129개국이다. 2012년에는 에콰도르, 페루와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하였다. 특히 미국과는 미시건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현재 미국 콜라라도주,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피지, 파나마, 파라과이,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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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대국민 서비스 확충

외교통상부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 없이는 외교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 하에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온라인에서의
대국민 소통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들과의 현장
소통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왔다.

2.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소통 강화
외교통상부는 2011년 뉴미디어팀을 발족한 이후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꾸준히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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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1. 개관

2012년 1월에는 신년 외교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외교
통상부 장관이 출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대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동
대담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민들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된 쌍방향 형태의 토크 콘서트로서, 국민들은 외교통상부의
이 같은 소통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주었다.
이에 힘입어 9월에는 외교통상부 소셜방송인‘라이브모팟(liveMOFAT)’
을
시작하여 국민과의 쌍방향 국민소통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라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총 8회 방송을 하는 동안 평균 시청자 2,482명,
조회수 3,786건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대표적인 예로 2012년
12월 실시된 외교통상부 장관 대담 및 통상 토크 콘서트를 꼽을 수 있으며, 각
방송에 김성환 장관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생방송에 출연하여 SNS
사전 질문 및 실시간 질문에 답변을 하였으며, 이 방송들은 최고 시청자수 및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2011년 정부부처 최초로 개설한 부내 SNS 허브 사이트인
‘모팟스토리’
의 직원 참여도 향상 및 이용 편의를 위해 개편작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재외공관에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외공관 근무자들 중‘모팟티안(MOFATian)’칼럼진을 모집하여
재외공관 근무 및 생활 이야기 등의 기고문을 받아 생생한 외교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모팟스토리에 게시된 재외공관 직원들이 제작한
콘텐츠 55편을 선별하여 전자책(e-book)을 제작, 재외공관 직원들의 업무수행과
현지 생활모습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외교통상부는 부처 대표 SNS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실·국 및
재외공관의 자체 SNS 계정에 대한 현지화, 타깃(Target)-목표(Goal) 설정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2012년 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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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우수 실·국’
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국민들이 외교 업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외교 이슈에 대한 블로그, SNS 퀴즈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 힘입어 2012년 외교통상부 SNS 고객수 및 영향력은 크게
증가하였고, 외부 평가기관에서도 다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2012년 외교통상부 SNS 활용 현황
고객수 변화(연초 → 13.1월)

트위터

팔로워 12,783 → 20,405명

페이스북

팬 9,750 → 19,534명

미투데이

친구 13,043 → 14,987명

유투브

증가율
대국민 서비스 확충

매체

60%
100.35%
14.9%

조회수 12,495 → 179,745건

1,338.54%

제3절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모팟스토리 콘텐츠 모음집 표지

라이브모팟 통상토크콘서트(2012.12.28)

라이브모팟 장관 대담(2012.12.5)

라이브모팟 국제기구진출 토크콘서트(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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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모팟 UN안보리 진출 장관 브리핑(2012.10.19)

라이브모팟 메인화면

■■■ 2012년 라이브모팟 방송 현황
회차 방송일자

주제

장소

출연자

시청자수

시간

- 김재국(연세대)
- 유승민 2등서기관
- 사회:김유나(SBS CNBC)

시청자:161
총조회:339

40분

- 이경우 前 대사
- 이선진 前 대사
- 김영희 前 대사
- 사회:김선희(부동산TV)

시청자:2,361
총조회:3,062

80분

1

2012.
9.17(월)

체험!
외교의 현장

소셜
스튜디오

2

2012.
9.27(목)

외교톡톡
(전직대사
토크쇼)

성신여대
미아캠퍼스

3

2012. UN안보리 진출
10.19(금) 장관 브리핑

브리핑룸

김성환 장관

시청자:602
총조회:720

30분

4

2012. UN안보리 진출
10.25(목) 및 GCF 유치

소셜
스튜디오

- 윤성미 유엔과장
- 이재웅 녹색성장외교팀장
- 사회:김유나(SBS CNBC)

시청자:92
총조회:185

40분

5

2012.
11.2(금)

국제기구 진출
토크콘서트

삼성
딜라이트

- UNICEF 이상미 정부공여조정관
- UN ESCAP 남상민 환경담당관
- UNPOG 김현정 연구개발팀장
- 사회:신명선

시청자:286
총조회:485

100분

6

2012.
11.28(수)

안녕하세요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소셜
스튜디오

- 조태영 대변인
- 사회:정유진(이화여대)

시청자:54
총조회:93

50분

7

2012.
12.5(수)

김성환 장관과
함께하는
외교톡톡플러스

소셜
스튜디오

- 김성환 장관
- 사회:김유나(SBS CNBC)

시청자:7,102
60분
총조회:11,032

8

2012.
KT
통상토크콘서트
12.28(금)
올레스퀘어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 사회:김유나(SBS CNBC)

시청자:9,205
총조회:1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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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3. 기타 온라인 홍보 활동
외교통상부는 국·영문 홈페이지 및 재외공관(국·영·현지어) 홈페이지 등 총 368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9년 4월부터 재외공관의 현지어 홈페이지 확대를
지속 추진해 온 결과, 2012년에는 영어 83개, 현지어 107개 등 총 190개(33개
언어)의 재외공관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는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발맞춘 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국을 보다 잘 이해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외교통상부는 스마트폰 환경에 맞춰 모바일 사이트(m.mofat.go.kr)를

대국민 서비스 확충

현지어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계속

정부의‘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12.1.1 시행)에 따라 운영 중이며, 대표

손쉬운 홈페이지 이용 및 접근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이트에만
부여하는「웹접근성 품질마크」
를 2012년 12월 획득한 바 있다 .
또한 2012년 상반기까지 외교통상부‘사이버 외교 모니터단’
을 운영해 홈페이지
업데이트 현황과 오류사항을 상시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하반기에는 주요
외교행사를 취재하여 블로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블로그 기자단과 사이버 외교
모니터단을 통합·확대하여 외교통상부 대학생 서포터즈(Freinds of MOFAT)를
발족하였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온라인에만 한정되어 있던 사이버 외교 모니터단과
블로그 기자단의 기존 활동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려는 목표하에 모집·기획되었다. 2012년 9월 27일에는 서포터즈가
기획한 전직 대사들과의 외교정책 토크콘서트‘외교 톡톡(Talk Talk)’
을 개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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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www.mofat.go.kr)의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 및 고령자의

외교 톡톡 토크 콘서트

외교통상부는 외교부 소식 및 외교 관련
국·내외 정보를 대학생의 시각에서 흥미있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제공
하고자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참여하는 정책
블로그‘모파랑’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 정책·업무 내용을 재미
있는 만화의 형태로 풀어 설명한 웹툰‘봉수의

웹툰 봉수의 다이어리

다이어리’
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게재하여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4. 대국민 직접접촉활동
외교통상부는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Public Outreach)의 일환으로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월 2회 견학 프로그램 및 외교부 소개 강연,
‘외교관과의 대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외교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한층 증진되었다고 평가된다. 2012년 활동 결과,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및 일반인의 수는 총 2,30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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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교관 학교방문강연 프로그램도
함께 전개해 왔다. 2012년에는 140개교, 27,324명의 고교생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차세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부여하는 한편, 특히
지방에도 같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아웃리치 사업을 선도하는 부처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2013년에는 외교관 학교방문 강연 프로그램을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주요 외교정책과 그에 따른 성과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홍보

활동 계기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되고,
국가의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전분야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다. 2012년 9월 MBC 다큐멘터리‘존중과 배려
속에 피는 꽃’방영, 10월‘프레임으로 들어온 의전인’
이라는 사진전 개최를 통해
의전 행사 및 진행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일반 국민들에게 소개하였다.
또한, 의전장실 Facebook 팬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정상외교 및 외교 행사를
소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순회 의전 강연을
실시 중이다(2012년 총25회 실시).
이와 함께 의전행사 개선을 위해 의전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전자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가의전 품격 제고와 개선방안 등에 관한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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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전업무의 대국민 소통 강화

대국민 서비스 확충

동영상과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대내외 외교 활동 및 대국민 직접 접촉

6. 기획홍보
2011년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신속대응팀’
의 업무를
알리는 기획홍보를 최초로 실시한 이래, 2012년에는 그 대상 폭을 더욱 넓혀 국제
빈곤퇴치기여금·외교와 의전·청년의 해외진출(국제기구 진출, 워킹 홀리데이) 및
영사 서비스 지원 범위 등 4개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기획홍보를 실시하였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홍보와 관련, 홍보대사 (가수 존박) 선정, 해피플라이트
기념행사 및 각종 온라인 이벤트 등을 상반기에 집중 홍보하여,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연장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외교와 의전 주제 홍보와 관련, 다큐멘터리‘존중과 배려 속에 피는 꽃’제작을
지원하였으며, 동 다큐멘터리가 MBC에서 방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청년의 해외진출 관련, 웹툰 및 기고문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국제기구
진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활동 및 워킹 홀리데이
제도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해외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라는 제목의 홍보리플릿을 제작하고
여행·유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제휴를 통해 국민들에게 영사 서비스 지원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획홍보를 실시한 결과 홍보 대상
정책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획홍보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전직 외교관 18명의
퇴직 후 교육·기업·봉사 등 현장에서의 경험담을
모은 책자‘외교 밖 현장에서’
를 발간하여
부내 직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미래 설계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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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외교통상부 온·오프라인 매체 현황
구분

매체(수단)

주요활동
●

SNS

국영문 트위터, 페이스북 및 국문 미투데이, 유투브 운영(mofatkr)
- 신속한 정보전달 및 다양한 기획콘텐츠 게재
- 각종 민원 응대 등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실시

●

블로그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직원 및 대학생 서포터즈 공동 참여

●

월평균 방문자수 30,000여명

●

모바일 사이트 개편(2012.3월)

●

재외공관 현지어 홈페이지 확대(2012.5월)
- 영어 83개, 현지어 107개 운영

●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 취득(2012.12월)

뉴스레터/
정책메일

●

뉴스레터 38회, 정책메일 31회 발송

온라인
이벤트

●

온라인 퀴즈 이벤트 12회 개최

외교부 견학

●

초중고등학생 대상 총 32회 실시(2,306명 참석)

중·고교
방문 강연

●

총 140개 학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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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

●

대국민 서비스 확충

온라인
매체

주요 외교 행사, 국제이슈, 재외공관미담 등에 대해 글,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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