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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대응 양 차원 모두에서 외교부와 관계기관(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제1절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권익 증진

총리실 등) 간 합동 대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1) 예방 차원의 재외국민보호활동
(1) 해외안전여행 홍보

외교부의 해외 사건·사고 예방 활동의 핵심은 바로 여행객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국민이 해외 사건·사고에 연루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행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홍보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우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내실화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테러 대비 예방 및 대응 요령
등 안전여행을 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였다.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프

최근 연간 출국자가 1,900만 명에 이르고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등

로그램과 스크롤뉴스, KBS월드라디오(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외교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

으로 안전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여행 성수기를

추어 해외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이 해외 사건·사고에 연루되지 않도

대비해 공항 기획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국민들의 해외안전여행을 위한 주의

록 예방하고(사건·사고 예방)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사건·사

사항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쌍방향 소통

고 대응) 다양한 재외국민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민이 해외여행지에서도

특히 2015년에는 ▲위험안내 로밍문자(SMS) 고도화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

366

간편하게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축(11월) ▲영사콜센터 10주년을 계기로 확장 이전(6월) ▲영사콜센터 3자 통역

또한 여권 발급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대학교 등에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과

지원 언어 확대(3개 국어: 영·중·일어 → 6개 국어: 영·중·일·러·프랑스·

같은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특히 필리핀 등 사건·사고 발생 주요 지역 방문객을

스페인어, 7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제반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다. 또 예

위한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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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3) 여행금지제도

찾아가는 해외안전여행 강의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였다.

2007년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는 전쟁, 내전, 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
해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을

(2) 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5년 11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의

외교부는 2004년부터 해외 각국(지역)의 위험 수준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결을 거쳐 필리핀 일부 지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16년 3월

행동 요령을 권고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여행경보는 해외여

현재 6개국(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및 필리핀 일

행객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와 위험 수준을 전달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사건·사

부 지역(삼보앙가, 술루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이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으로

고를 예방하는 핵심 제도로 정착되었다.

지정되어 있다.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을 위해서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무단 입국자에게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여행경보제
도는 각 색상이 해당되는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경보단계별 행동 요령을

(4) 위험안내 로밍문자(SMS) 고도화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국민에게 안내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해외여행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외교부는 2015년 11월 기존의 위험안내 로밍문자(SMS) 전송 서비스에 부가하여

의식’을 한층 더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도착 즉시 ‘국별 맞춤형 안내문자’ 설정 및 전송 기능 ▲문자 예약 발송 기
능 ▲문자 전송 시 국가별 설정 기능 도입 등 위험안내 로밍문자(SMS) 고도화 서

여행경보제도

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해외체류자: 신변 안전 유의

우리 국민은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하여 해외 도착 즉시 방문국의 안전정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특별여행주의보(특별여행경보 1단계)

해외체류자: 신변 안전 특별 유의
해외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
(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특별여행경보(특별여행경보 2단계)

해외체류자: 긴급 용무가 아닌 한 귀국
해외여행예정자: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기존의 여행경보 단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은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해외체류자: 즉시 대피, 철수
해외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 스스로의 안전의식 제고 및 ▲해외 사
건·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교부는 또한 2015년 9월 질병관리본부와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여
행객들에게 테러 등 해외 사건·사고 관련 안전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감염병 정보
문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여행경보 문자는 98개국,
국가별 맞춤형 문자는 43개국, 질병 정보 문자는 33개국에 안내 중이다. (2015년
약 1,400만 건 발송, 전년보다 약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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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차원의 재외국민보호 활동

2010년 7월 발족되어 2011년 확대된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프로그램도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1) 영사콜센터

대학생 등 청년은 단체 여행보다 개별 여행을 많이 하고 안전의식도 대체로 약

영사콜센터는 해외 재난 사태 및 사건·사고 신고 접수 및 여권, 영사 확인 관련

한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여행 정보를 집중적으

문의 등 외교부 민원 업무 전반에서 24시간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에도 신

로 전달하고, 특히 또래 집단(peer group)을 통해 좀 더 친근하고 쉽게 정보를 접

속해외송금지원 제도, 통역 지원, 해외여행객 대상 국가별 안전정보 문자메시지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에 선발된 총 120명의 해외안전여행 서포터

발송 및 해외안전정보 수집·전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약

스 제10기(5월), 제11기(11월) 청년들은 ▲세계유학박람회, 해외취업유학박람

26만 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

회, 전주한옥마을 등에서의 오프라인 홍보 및 이벤트 ▲해외안전여행 블로그, 페

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KSQI)’ 조사에서 중앙정부 콜센터 가운데 2006년 이래

이스북 등 온라인상에서의 홍보 활동 ▲신문기사 기고, 방송 출연 등 언론 매체

9년 연속 1위로 선정됨으로써 ‘한국의 우수 콜센터’ 인증을 받았다. 또한 영사콜

를 통한 안전정보 확산 등 다양한 활약을 펼쳤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센터는 2015년 개소 10주년을 맞아 재외국민보호 강화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본

와 적극적인 활동은 국민에게 해외 안전 의식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부와의 긴밀한 업무공조체제 확립을 위하여 2015년 6월 본부와 인접한 세종대

2010년 1기 출범 이래 활동해 온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외교부의 식

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로 확장 이전하였다. 7월에는 긴급상황에 처한 우리

구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활동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국민의 통역 지원(6개 국어: 영·중·일·러·프랑스·스페인어)을 위한 통역
상담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0월부터는 기존의 문자메시지(SMS) 안전공지 활동
(2005년 5월부터 실시)을 확대하여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메시지 및 재난
발생 시 경보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재외국민 편의 도모 및 보
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신속대응팀
서포터스, 대학교 캠퍼스 홍보(2015.12.5)

서포터스, 서울역 여행자 센터 홍보(2016.1.29)

외교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본부 및
재외공관의 전문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하는 신속대응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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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에어아시아 추락사고(1월), 예멘 우리 국민 철수(3~6월), 네팔 대

련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외교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필리핀 경찰 내 한국인 관

지진(4~5월) 등 해외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적시에 파견하여 우리 국민

련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확대 설치 ▲한인 미제 사건의 조속 해결 등

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필리핀 내 우리 국민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평시 대응 태세 강화 및 신속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단둥(3월), 요
르단 알마나커(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8월), 이라크(12월) 등에서 현지 한인사

(4) 사건·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

회와 공동으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연 4회로 확대 실시하였다.

외교부는 연간 1만여 건에 이르는 재외국민 사건·사고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사건·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5

(3) 해외 취약지역(필리핀) 내 우리 국민 보호 노력 강화

년도에는 영사 1인당 사건·사고 처리 건수, 재외국민 수, 제2외국어 사용 여부

최근 3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살 사고(90명)의 약 40%(33명)가 필

등을 기준으로 필리핀,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 총 11개 재외공관을 선정하여 공

리핀에서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필리핀 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관당 1명씩 사건·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2016년에는 이를

강화하고 있다.

34명으로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2015년 3월에는 필리핀 세부 분관을 개설하였으며,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필리핀 경찰청 및 한인회와 합동으로 지역별 치안 간담회를 개최(총 9회)하였다.

(5) 지역별 사건·사고 담당영사 회의

또한 한인 밀집지역인 필리핀 앙헬레스와 말라테 지역에 방범용 CCTV 58대를

외교부는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 대응 능력 제고, 각 공관 간 대응 경험

설치해 필리핀 한인사회의 자위방범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필리핀에 대한 우

및 모범 사례(Best Consular Practice) 공유, 본부의 재외국민보호정책 이해 증

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에 이슬람 무장세력에 납치

진 등을 위해 지역별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당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민다나오 섬 남부 지역(삼보앙가, 술루군도, 바실란, 타

▲북미(1월) ▲러시아·CIS(3월) ▲중국·몽골(4월) ▲중남미(5월) ▲일본(9월)

위타위)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15년 12월에는 필리핀 안전여행

▲아프리카(10월) ▲서남아·태평양(11월) ▲중동(12월) 지역에서 사건·사고

홍보 전단 12만 부를 제작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출국 승객에게 배포함으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로써 필리핀 여행객에게 여행경보단계 및 안전 공지를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 11월 APEC을 계기로 한·필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 요청에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관련 대책을 마

372

(6) 영사협력원

외교부는 2007년 3월부터 공관이 주재하지 않거나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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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주요 사건·사고 대응

이 영사를 대신하여 초동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확대되어 2015년
12월 현재 160여 명의 영사협력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신속한 초동 대

1) 개관

응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자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2013년 1,500만
(7) 신속해외송금지원 제도

명 → 2014년 1,600만 명 → 2015년 1,900만 명), 2015년 1만 4,076명(범죄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을 도난·분실하여 일시 재정 궁핍 상황에 처할 경

해 8,298명, 범죄가해 1,736명, 기타 4,042명)의 재외국민이 각종 사건·사고에

우 국내 연고자가 영사콜센터와 재외공관 계좌를 이용하여 경비를 송금할 수 있

연루되었다. 일반 사건·사고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 및 테러 등 관련 피해도 증

도록 지원(3,000달러 한도)하는 제도이다. 2015년에는 803건 총 5억 6,000여만

가하고 있다. 대륙별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는 유럽(48.6%), 아시아·태평양

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하였다. 신속해외송금지원 제도는 농협, 수협, 우리은행과

(38.7%), 미주(11.4%), 아중동(1.2%) 순으로 발생하였고 사건·사고 가해는 아

업무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아·태평양(82%), 미주(11.7%), 유럽(5%), 아중동(1%) 순으로 발생하였다.

(8) 긴급구난활동비

2) 사건·사고 대응 주요 사례

긴급구난활동비는 해외에서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의 사고수습과 긴
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에는 사이판 태풍 발생 때

(1) 예멘 체류 우리 국민 철수

사용되었다.

2015년 3월 내전 중인 예멘에 사우디 연합군이 공중 폭격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
라 각국 공관과 외국인이 철수하고 예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의 안전도 크게 위
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UN, IOM)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예멘 체류 우리 국민 34명을 총 8차례에 걸쳐
전세기 및 우리 군함(청해부대 왕건함)을 통해 인근 국가로 안전하게 철수시켰다.
한편 주예멘대사관은 안전을 위해 예멘 사나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청해부대의
왕건함에서 임시 함상공관을 운영(4.3~7.16)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업무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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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이같이 함정 내에 공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 본부는 사건 발생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프랑스 현지

창의적인 재외국민보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체류 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 유의 공지 SMS(약 9,000통)를 발송하였으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테러 관련 안전 정보를

(2) 네팔 지진 대응

게재하였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역시 사건 인지 즉시 ▲한인회, 여행사,

2015년 4월 네팔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지진 발생 직후 공관 직원

유학생회 등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우리 국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계도

들은 마당에 사무집기를 옮겨 놓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파

를 강화하였으며 ▲주프랑스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안전 공지를 게재하고 ▲프

악하였으며, 공관 직원들의 거주지도 일부 파괴되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랑스 치안당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에서 우리 국민 지원에 전념하였다.

또한 프랑스 및 그 주변국인 벨기에에 대하여 여행경보를 발령[파리·브뤼셀

네팔 지진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① 특별기 투입 ② 신속

지역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여타 지역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하였으며,

대응팀 급파 ③ 구호물품 전달 ④ 핫라인 및 공항 헬프데스크 설치 ⑤ 산악 고립

총 2차례에 걸쳐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

우리 국민 헬기 구조 ⑥ 지진 트라우마 심리상담 및 주택 안전 점검 지원 등 다각

안전조치 및 국내 대테러 조치를 강화하는 등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관계부처가

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이행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함께 대한항공 특별기를 투입(4.30)하여 당시 네
팔 포카라 지역에서 체험학습 중이던 창원 태봉고등학교 학생 44명 등 우리 국민
100여 명을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외동포 권익 증진

아울러 네팔 지진 시 신속대응팀이 네 차례 파견되었는데, 이 중 제일 마지막 팀
은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고르카 주와 신두팔촉 일대에서 현지인 통역만 동행한

1)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준비

채 텐트를 짊어지고 들어가 노숙하며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2012년 양대 재외선거의 성공적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376

(3)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 대응

재외선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외교부는 재외선거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2015년 11월 파리 시내 6곳에서 총격, 폭발 및 인질 사건이 발생하여 약 129명

구축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재외선거 관계기관 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이 사망하고 약 35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연쇄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외교

참여하였으며, 2015년 4월 외교부 본부에 재외선거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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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점검하였다.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을 조율하고 발전시키는 장(場)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 20개 공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20명(장기 5명, 단기 15명)을
재외동포 및 단체 현황

재외선거관으로 파견하였으며 공관 선거담당자 교육 및 공관 참여 모의 재외선
거를 통해 재외선거 준비태세를 최종 점검·보완하였다. 이후 공직선거법 규정

동포 현황 2014년 말,
단체 현황 2013년 말 기준
중남미
105,243명

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169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아프리카
11,583명
중동
25,563명

있고, 2015년 11월 15일~2016년 2월 13일 재외국민의 신고·신청을 접수하였
다. 특히 정부는 2012년 양대 재외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유럽
627,089명

재외선거에서 ▲인터넷 신고·신청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운영 ▲영구명

중남미
199개

부제 ▲귀국투표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 편의를 제

아프리카
65개

미국
2,238,989명

고하였다.

재외동포
7,184,872명

정부는 2016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해 재외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력 아래 재외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

재외동포
단체
3,172개

일본
855,725명

중국
258개
캐나다
244개

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로 대통령 훈령에 따라 1996년 설립되었으며 2015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16차례

유럽
769개
미국
1,130개

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목적으

중국
2,585,993명

캐나다
224,054명

아시아·태평양(일본, 중국 제외)
510,633명

아시아·태평양(일본, 중국 제외)
353개

일본
118개

중동
36개

의 정책위원회와 24차례의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15년 제16차 재외동포정
책위원회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 방안 및 재미동포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3년차 재외동포 정책 추진 실적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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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였으며, 한글학교 지원은 물론이고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
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재외동포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은 그간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재외동포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로 안중근 의사의

들을 위한 기념일 제정 건의를 반영하여 2007년 5월 법정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

삶을 담은 뮤지컬 「영웅」 하이라이트 기념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

었다.

응을 얻었으며, 한인들의 모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고양하고 민족의 의미를

700만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연대를 상징하는 ‘세계한인의 날’에는 공식 기념
식 외에도 재외동포 유공자 훈·포상, 재외동포 정책 세미나, 어울림한마당 행사,
코리안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며, 2014년부터는 동포 사회 현안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한인의 날을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서 더욱 활성화시키고,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갈 예정이다.

미래를 논의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와도 통합 개최되어 행사 규모가 크게 확대되
었다.

4) 재외동포사회 지원

2015년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광복 70년!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 재외동
포가 함께합니다”라는 주제 아래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며,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외교부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가지고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온 400여 명의 한인회장들과 사할린 동포 및 각계 내·외빈 800여 명이 참석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산하단체인 재외동포재단(OKF)을 통해 교육, 교

였다.

류지원, 차세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협력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민족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글·역사·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재외동포사회의 권익

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에 이바지해 온 96명

향상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재외동포단체가 시행하는 교류·권익신장 활동을 지

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대표 7명에게 직접

원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주류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리

훈장 및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축하와 격

더를 발굴하고 국내외 차세대 동포들과의 상호 교류를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려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 한상(韓商)들 간, 한상과 국내 기업인들 간 비즈니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에서 민족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게 될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전
제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2015.10.5)

380

스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한민족 경제인네트워크 구축과 한민족의 경제역량 강
화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場)인 ‘세계한상대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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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사증 없이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방

제2절

해외 진출 우리 국민 편익 증진

문하는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지속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2) 체류지원협정 체결 추진
외교부는 사증면제협정 체결 이외에도 해외 장기 체류자 및 해외 주재 기업인들
의 체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 외교부는 프랑스와 ‘한·불
기업인 및 연수생 상호 진출 지원 협정’에 서명(9.17)하였다. 그간 프랑스 진출 우
리 기업인들은 사증 발급에 장기간(3개월 이상) 소요, 동반 가족 체류 허가 지연,
매년 체류증 갱신 등의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 협정 체결로 우리 기업인들은
사증 발급 소요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3년 유효 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외국과 사증면제 및 체류지원협정 체결 등 추진

있게 되는 등 현지 활동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외교부
는 다른 국가들과도 이러한 협정을 지속 체결하여 우리 국민이 단기 출입국 편의

1) 사증면제협정 체결 확대

를 넘어서 실질적인 현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증면제협정’이란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사증 없이 상대국을 일정 기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약을 의미한다. 외교부가 체결한 사증면제협정 중 2016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3월 현재 총 103개 국가와의 협정이 발효되어 해외 진출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
에 기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취업·관광·어학연수의 병행이 가능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확대하고

2015년 외교부는 쿠웨이트(외교관·관용·특별여권, 3.2), 요르단(외교관여

내실화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외국어 능력 배양 및 현지 문화 체험을

권, 9.11), 모잠비크(외교관·관용여권, 11.5)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1)하는 성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 국가와

를 거두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에는 칠레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

382 1) 협정 서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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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하였으며, 뉴질랜드와는 워킹홀리데이 참가 요건 완화 서한에 서명(3.23)

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경험자들의 체험을 공유하기 위해 ‘워홀 프렌즈’ 인터넷 카

하였고, 대만(10.20) 및 홍콩(11.20)과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2016년부터 400명

페를 개설하고,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준비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예비 참가자들

에서 600명으로, 500명에서 1,000명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워킹홀리데이 허와 실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건·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해외진출 기회를 가짐으로써 글로벌 리더로
서의 자질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국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협정의 내실화
를 위해 내용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안전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
여 외교부는 매년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
다. 외교부는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현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겪는 고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현황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충을 살펴보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안 마련에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에 주재하는 각 재

체결연월 1995.3 1995.10 1999.4 1998.10 2008.10 2009.4 2009.12 2010.9 2010.10 2010.11
체류기간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연간쿼터 무제한

4,000

1,800

10,000

2,000

무제한

400

무제한

무제한

1,000

이탈리아

영국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2010.11 2011.12 2012.4

2012.6

2012.7

2013.4 2013.11 2014.3

2014.4

2014.4

2015.4

12개월

12개월

12개월

24개월

6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600

300

500

1,000

300

100

200

100

200

200

무제한

2015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
록 홍보 및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내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방
문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총 31회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전반의 소개는 물론이고 비자정보, 현지 생활정보, 일자리정보, 안전정보 등 필수
정보를 워킹홀리데이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외교부는 호주,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과 국가별 설명회도 병행하여 현지의 구체적인 생활정

384

워킹홀리데이 홍보 리플릿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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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절차 간소화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안전정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호주대사관은 ‘Hello 워홀 센터’ 및 ‘워홀 상담원’을 통해

1) 여권 업무 선진화

2만여 명의 호주 지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현지 생활상담, 안전정보 제
공 등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하고 소중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
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분증 제출만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한,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여권 신청을 구현하는 등 여권 발
급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은 영수필증 전자화를 위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여권
신청서식 전자화를 위한 ‘여권신청 전자서명
제’, 여권사진을 직접 현장에서 촬영하는 ‘여

 운전면허상호인정 확대

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외교부는 맞춤형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상호인정 협

영수필증 전자소인제는 2013년 6월부터

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의 체결에 따라 우리 국민은 체

국내외 모든 여권접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

류하는 국가에서 현지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

으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2015년 7월부

움 없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국내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총 239개)으로 확대 시

외교부는 2015년 과테말라(5.14), 우즈베키스탄(5.28), 온두라스(7.20) 등과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6년 2월에는 이스라엘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29개 국가 및 지역과 운전
면허를 서로 인정하게 되었다.

종이서류 없는 여권시스템 이용 모의여권 발급

행하였다. 또한 재외공관의 경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함께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총 84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외교부는 2016년 선진화 사업 미실시 재외공관에 대하여 ‘여권신청 전자서명
제’ 및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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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2) 알뜰여권 보급률 확대

외교부는 여권 신청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단계별
외교부는 2014년 4월부터 여권 사증란 면수

로 확대하여 왔다.

를 반으로(48면→24면) 줄인 ‘알뜰여권’ 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수는 2006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여 왔지만 전자여권 발

급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2월 현재 알뜰

급(2006.6.29), 중앙집중발급식 전환(2007.11.26) 등을 계기로 2007년부터 크

여권 이용률은 총 일반여권 발급량의 70%를

게 증가하였다.

차지하고 있다.
복수여권의 사증란 면수를 24면과 48면
으로 이원화하고 국민들이 선택하여 신청할

2016년 3월 현재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239개 기관)에서 여권 신청을 접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여권을 전국의 모든 대행기관에서 동일 기간(4~5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 있도록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도를 채택

알뜰여권 홍보 포스터

함으로써 발급수수료 부담이 감소(48면보다

(2) 여권실무교육 연구센터 운영

3,000원 저렴)하고 여권 두께가 얇아짐에 편

외교부는 239개 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의성이 더해져 알뜰여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및 172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1,800여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명의 여권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여권사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현재 103개국과

무 법령 및 규정 등에 관한 교육 기회를 체계

사증면제협정(일반여권)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외 57개 국가 또는 지역은 일방

화해 상시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 3월부터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출입국 때

여권실무교육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권에 고무인을 생략하는 국가도 있어, 48면의 사증란이 모두 사용될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여권실무교육 연구센터 교육 장면

연구원 7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는 여권실
무교육 연구센터는 2015년 157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직원 351명을 대상으로 여
권실무연수(집합교육), 104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10개 재외공관 대상으로 순

3)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및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운영

회교육을 각각 시행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발급 관련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권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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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들이 규정에 부합하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

개최될 예정이며 재외국민보호, 안전여행문화 확산, 이주노동자 권익, 취약계층

침이다.

영사지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영사 분야의 발
전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사서비스 품질 향상

3) 영사활동 성과 평가 실시

1) 재외국민 편익 증대를 위한 영사서비스 확대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영사활동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재외공관 영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의 적용

사활동의 종합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침을 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영사서비스 분야 또한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다.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영사활동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또한 2015년에는 총 155개 공관을 대상으로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

실시(5.1)하였으며, 가족관계신고 서류의 전자적 송부제도를 시행(7.1)하여 기존

하여 재외공관에 대한 민원인의 평가를 분석하였고, 해외 영사서비스 품질 개선

1~3개월 소요되던 가족관계신고(출생, 사망, 혼인 등)가 3~4일로 단축되도록

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였다. 아울러 42개 공관에서 실시되던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2016년 1월
부터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되었다.

4) 양자 영사협의체 운영

2)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 유치

외교부는 각국과의 양자 영사협의체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영사 현안을 협의하
고 있다. 2015년에는 일본(3월), 인도네시아(3월), 중국(5월), 러시아(6월), 터키

외교부는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7월), 태국(10월), 영국(10월) 등과 영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 영사 당국 간 상

회의는 영사 분야 의제 논의 및 상호 경험 공유를 위한 영사다자협의체로 2013년

호 이해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과 현안 해결을

에 출범하였으며, 1차 유럽(영국, 2013.9), 2차 미주(멕시코 2015.5)에 이어 아

위해 노력하였다.

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016년 10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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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회영사활동 강화

제3절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영사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순회영사활동을 수시로 펼치고 있다. 2015년에는 156개 공관

주요 외교 사안의
국민적 지지 확보

에서 총 1,129회의 순회영사활동을 펼쳐 5만 3,000여 건의 민원(여권, 공증, 병
무 등)을 처리하였다. 또한 순회영사활동 계기에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재국
지역 경찰·이민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업무를 협의하는 등 원거리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겸임국을 포함한 원거리 지역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순회
영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관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외교정책의 국민 이해 제고와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이 계속해
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방문 강연, 외교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Public Outreach)도 활발히 전
개하고 있다. 또한 외교정책 중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기획홍보 사업으로 선정해 중점적이고 다각적으로 홍보해 이
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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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서비스(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로 제공하
고 있다. 특히 각종 행사를 계기로 진행되는 장관 연설에는 외교부의 주요 정책,

외교부는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미

핵심 가치 및 방향성 등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부터 정책메일을 통해 외

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 해외순방, 해외안전정보, 국제기구 진출, 독

교부 장관의 연설문 원문을 발송하고 있다. 2015년에는 뉴스레터, 정책메일 등을

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총 69회 발송하였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전파하고, SNS 퀴즈 이벤트를 매달 진행함으로써 외교
정책의 대국민 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외교부는 2012년 9월 소셜 방송 ‘라이브모파(LiveMOFA)’를 개국한 이래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영문 뉴스레터를 주 1회 제작하
여 발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도와 관심을 한
층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 12월 현재 총 56회의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접촉면을 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소통 노력에 힘입어 2015년 외교부 SNS 고객 수

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다. 주요 외교 사안 또는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

및 영향력이 계속 증가해 왔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기존 SNS 채널과 라이브모

제를 중심으로 방송되는 라이브모파는 방송 내 Q&A 코너를 통해 외교 당국자

파, 모파스토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를 지속적

와 국민과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14회의 라이

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브모파 프로그램을 방송하였으며, 평균 순시청자 1만 5,151명, 평균 조회수 2만
8,665회를 기록하는 등 출범 4년차를 맞이하며 시청자층을 계속 넓혀 가고 있

2015년 외교부 SNS 활용 현황

다. 특히 「The World, the UN, North Korea」 편과 「하나의 유라시아를 꿈꾸
며」 편은 시청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서는 호응을 얻었다.
2015년에 외교부는 정부부처 최초로 개설한 ‘모파스토리(MOFA Story)’의 이

매체

고객 수 변화(연초→연말)

증가율

트위터

팔로어 36,818 → 48,734명

32%

페이스북

팬 85,355 → 109,863명

28%

유튜브

조회 수 1,045,163 → 6,384,718건

510%

용자 편의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접근성 및 SNS 연계성을 향상하였다. 이
를 통해 전 세계 재외공관의 다양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교부는 일반인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외교부 대내외 소식과 주요
국제행사 및 회담 결과, 대통령과 장관의 해외순방 관련 정보 등을 정책고객 대상

394

2015년 라이브모파 방송 현황
회차

방송일자

주제

장소

출연자

시청자 수

1

1.15(목)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함께합니다

소셜스튜디오

•오영주 개발협력국장

순시청자: 5,789
총 조회: 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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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2(목)

2015 외교부 업무계획
‘통일 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

소셜스튜디오

•신범철 정책기획관,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

순시청자: 4,652
총 조회: 6,341

3

2.12(목)

외교부와 함께
해외여행 알GO
챙기GO 떠나GO

소셜스튜디오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

순시청자: 4,490
총 조회: 6,223

4

3.13(금)

중동 신뢰외교,
사막에 꽃을 피우다

소셜스튜디오

•권희석 아프리카중동국장

순시청자: 6,178
총 조회: 9,899

5

4.1(수)

The World, the UN,
North Korea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오준 주유엔대사

순시청자: 36,434
총 조회: 63,621

5.27(수)

반대가 끌리는 이유, AMIGO
중남미!

고려대학교
SUPEX Hall

•임기모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 김성조 한국외국어
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연구원,
샘 레바노 서울대학교 학생

순시청자: 17,004
총 조회: 32,3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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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28(목)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국민대학교
본부관
학술회의장

•국제기구 인사담당자

순시청자: 16,944
총 조회: 46,514

8

6.4(목)

한국 외교의 새로운 도전!
MIKTA

소셜스튜디오

•최영삼 정책기획관실
상황실장

순시청자: 5,714
총 조회: 12,379

9

7.9(목)

외교관과의 브런치

삼청동
휴플레이스

•이현주, 박철순, 장수미 사무관

순시청자: 16,535
총 조회: 38,341

10

7.10(금)

UNHCR 본부 수석
담당관 초청 간담회

국립
외교원

•이수진 UNHCR 담당관

순시청자: 14,207
총 조회: 42,960

11

8.17(월)

하나의 유라시아를
꿈꾸며

DMZ 트레인

•임수석 심의관,
윤소현·최요한 학생

순시청자: 42,896
총 조회: 65,168

12

8.27(목)

한중일 청년모의정상회의

스탠포드 호텔

•한중일 대학(원)생

순시청자: 28,641
총 조회: 44,878

13

11.27(금)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
in 부산

부산대학교

•최성주 대사, Simon Lee
서기관, 유소영 사무관,
성진수 행정관

순시청자: 7,251
총 조회: 13,955

14

12.18(금)

EU의 신성장 동력
V4의 빗장을 열다

대국민
서비스 확충

소셜스튜디오

•박철민 유럽국장

순시청자: 5,380
총 조회: 9,971

15,151명

평균 조회

28,665명

순시청자 평균

The World, the UN, North Korea(2015.4.1)

반대가 끌리는 이유, AMIGO 중남미!(2015.5.27)

외교관과의 브런치(2015.7.9)

하나의 유라시아를 꿈꾸며(2015.8.17)

한중일 청년모의정상회의(2015.8.27)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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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블로그 등 기타 온라인 홍보 활동

대국민
서비스 확충

또한 외교부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
요 외교 소식 및 국·내외 정보를 대학생의 시각에 맞춰 흥미 있게 소개하는 정책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총 370여 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블로그 ‘모파랑’도 운영하고 있다.

에는 외교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대통령,
장·차관 등의 주요 외교 활동 및 주요 정책
콘텐츠를 수시로 게재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

정책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주요 공관 개편 홈페이지 화면

398

시범적으로 주요 21개 재외공관 홈페이지

외교부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홍보를 이행하고자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메인 화면 개편을 통해 가독성과 접근성을

직접 접촉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주요 외교정책과 외교관의 업무를 국민이

높이는 한편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을

이해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교부

구성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외교 관련

견학 프로그램을 월 2~3회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509명의 학생 및 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홈페이

반인이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지를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으로 바

외교부는 또한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교관 학교 방문 강연 프로그

꾸어 나가고 있다. 2016년에도 추가로 40여

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195개교, 3만여 명의 중고교생이 프로그램에

개 공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추진할 예정

참여하였다. 아울러 외교부 견학이 어렵고 외교관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지

이다.

방 학교에는 지방자치단체 파견 국제관계 자문대사의 강연을 진행하여 경륜 있는

특히 세계 각국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재외공관

외교관의 경험과 식견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외교부 견학 및 방문 강연을

현지어 홈페이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015년 말 기준 영어 86개,

통해 좀 더 많은 청소년이 외교부와 외교정책을 이해하고, 외교관이란 직업에 관

비영어 현지어 108개 등 총 194개(32개 언어)의 재외공관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심을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을 완료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친숙하게 느끼고 한국의 유

아울러 외교부는 외교부 대학생 서포터스 ‘프렌즈 오브 모파(Friends of

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홈페이지 현지어 콘텐츠를 더욱 확충하는

MOFA)’의 운영을 통해 젊은이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기초로 다양한 외교

동시에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 홈페이지의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책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프렌즈 오브 모파‘ 제6기 및 제7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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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6개월간 활동하면서 외교 현장을 직접 취재하여 외교부 블로그에 기사와 사

대국민
서비스 확충

 공보서비스 강화

진, 영상을 게재하였고 재외공관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온라인 홍보 역할도 담당
하였다. 특히 독도의 날 행사, 공공외교 알리기 등 활동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외

외교부는 공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국내외 언

교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론에 다각적으로 공보 활동을 전개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우리 외교정책과 외교

또한 외교부는 ‘프렌즈 오브 모파’와 함께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교

사안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한 해 장·차관 브리핑(총 32

및 국제관계 관련 주제로 토크콘서트 ‘외교톡톡(외교 Talk Talk)’을 개최하고 있

회), 대변인 브리핑 및 부대변인 일정 설명 브리핑(총 149회), 대언론 간담회(총

다. 5월에는 제6회 ‘외교톡톡’이 ‘반대가 끌리는 이유―Amigo 중남미’라는 주제로

44회), 정책 설명 백그라운드 브리핑 및 브라운백 세미나(총 132회) 등 다양한 형

개최되었으며, 특히 11월에는 최초로 지방에서도 ‘외교관과의 대화 in 부산’이라는

태의 대언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론에 적극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

주제로 행사가 개최됨으로써 ‘외교톡톡’은 매회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불어 언론인터뷰 및 기고(총 369건) 및 보도자료(총 917건)를 제공하여 언론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언론·언론 간 쌍방향 인적교류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 및 외교 사안의
대국민 지지를 확보하고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네
차례의 브라운백세미나(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SNS를 활용한 정책소통, 정확하
고 신뢰감 있는 언론 인터뷰, 사진 한 장으로 하는 홍보)를 통해 양질의 기사 작성
에 기여하였다.
해외언론인 방한 초청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여 총 3개 행사(제5차 MIKTA 외
교장관회의, 한·비세그라드 음악축제, 제9차 한·중앙아 포럼)에 13개 매체 18
명을 초청하였다. 이들 방한 언론인들의 보도 60건이 각국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한국 외교정책의 발전상 등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었다.
초청사업과 함께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 일본, 아세안 기자단 교류사업을 통

제7회 외교톡톡(TALK TALK) — 외교관과의 대화 in 부산(2015.11.27)

해 언론인들의 주요 외교 사안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한·중 기자단 교류
(11.2~6)의 경우 10명의 기자가 방한하였고, 한·일 기자단 교류(6.15~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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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명의 기자가 방한하였으며 한·아세안(10.18~24)에 아세안 기자단 3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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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비스 확충

 기획홍보

방한하였다.
외교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외교정책 및 사업의 홍보 주제를
2011년부터 매년 2~3개씩 선정하여 기획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외

 의전 업무의 대국민 소통 강화

교부는 2011년 일본 대지진 ‘신속대응팀’ 활동을 홍보한 이래 ‘국제 빈곤퇴치 기
여금’, ‘청년의 해외진출’, ‘공공외교’ 등을 홍보 주제로 선정하여 외교부 업무의 이

우리 정부가 대규모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다수의 국제회의를

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이미지 개선에도 적극 기여해 왔다.

국내에서 개최함에 따라 국가의전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부는 2015년도 기획홍보 주제로 ‘해외안전여행’, ‘유엔창설 70주년’을 선정

이에 따라 의전 분야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가의전 이해의 폭을 넓

하였다. 우선 외교부는 여름 여행성수기 집중 해외안전여행 홍보를 진행하였다.

히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의전장실 페이스북 팬페이지(www.

‘여행경보제도’, ‘영사콜센터’ 등의 외교부 정책 서비스의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

facebook.com/protocoloffice)를 통해 국내외에 정상외교 및 주요 외교행사를
소개하는 한편 의전 강연 프로그램인 ‘의전아카데미’ 대상을 정부부처, 지방자치
단체, 경제단체 및 대학 등으로 다양화하였다(총 24회/연). 이와 함께 의전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국가의전의 품격 제고와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주한외교단 합창단 평화공연 및 주한외교단과 함께하는 송년자선음악회
를 개최함으로써 외교부와 주한외교단 간 소통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한외교단과
우리 국민 사이의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주한
명예영사단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각국과의 경제·문
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증진에 기여하였다.

해외안전여행 인천공항 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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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 외교 사안의 국민적 지지 확보

대국민
서비스 확충

고 실효성 있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인기 캐릭터를 ‘해외안전여행 명예외교관’

년’의 국민 인지도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해외안전여행 홍보는 민간단

으로 위촉했으며, 여행경보제도 소개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함께 해외안전여행

체들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총 3회에 걸쳐 수상 [2015 한국PR대상 「정부PR

을 위한 인천공항 부스 광고, 포스터 제작 등을 활용하였다.

부문 최우수상」 , 2015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광고·공익캠페인 부문 최우
수상」 , 한국광고PR실학회 올해의 광고상 「올해의 모델상(라인프렌즈)」 ] 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및 지지 확보를 위
해 적극적인 기획홍보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15년 외교부 온·오프라인 매체 현황
구분

매체(수단)

SNS

블로그
온라인 매체

유엔창설 70주년 기념영상
홈페이지

또한 유엔 창설 70주년 및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와 유엔 간 협력관계

뉴스레터/정책메일

및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 홍보를 위해 기념 영상을 제작
하고 유엔 관련 행사 및 학교방문 강연 등 다양한 계기에 상영하였다. 이를 통해
외교부는 유엔과 함께 성장한 우리의 외교 성과를 알리고,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

주요 활동
•국영문 트위터, 페이스북 및 유튜브 운영(mofakr)
- 신속한 정보 전달 및 다양한 기획콘텐츠 게재
- 각종 민원 응대 등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시행
•주요 외교 행사, 국제이슈, 재외공관 미담 등을
글, 동영상, 사진을 통해 설명
•대학생 서포터스 그룹의 취재 기사 게재
•월평균 방문자 수 30,000여 명
•본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총 374개 운영
- 국·영문 각 1개, 재외공관 국문 177개,
외국어 196개(영어 87개, 현지어 109개)
•총 69회 발송

온라인 퀴즈
이벤트

•온라인 퀴즈 이벤트 12회 개최

외교부 견학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총 32회 진행(2,509명 참가)

학교 방문 강연

•총 198개 학교 방문(약 26,131명 참석)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홍보 대상 정책인 ‘해외안전여행’, ‘유엔창설 70주

404

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