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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ASEAN) 등을 대상으로 한 다자외교를 바탕으로 북핵불용 및 도발 억지에 관해 과거 어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제

때보다 강력한 대북 조치들을 도출해 냈습니다.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유엔창설 70주년, 독일 통

발사로 한반도 안보에 엄중한 도전이 제기되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사상 가장

일 25주년이 되는 등 역사적,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여러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강력한 독자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는 해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이 강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간 우리가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 난민, 전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 온 국제공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북한 인권 문

염병, 대규모 자연재해 등 다양한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는 압도적 표차

발생한 격동의 해(year of turbulence)이기도 했습니다.

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안보리에서 2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등 국

우리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도전을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연중 내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개월 가까이
순방외교를 전개하였고, 저 역시 일 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개월 동안 지구를 아홉 바
퀴 이상 돌며 우리의 전방위 외교를 펼쳤습니다.

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북한 인권 상
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열망 속에서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되었습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중·일·러 등 활발한 주변국 외교를 통해서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거나 원만하게 관리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 관

먼저 한반도 차원에서 살펴보면, 김정은 정권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

계에서는 신(新)원자력협정이 발효됨으로써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발효), 한미

지 언급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듯했지만,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

자유무역협정(FTA, 2012년 발효)에 이어 동맹을 떠받치는 3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

사, 8월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 등으로 한반도를 긴장 속에

니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사이버, 우주, 기후변화, 보건 등 미래 신성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 속에서 북한은 대화모드로

장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 차원에서는 최

급전환하여 8.25 남북합의 도출, 10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잠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초로 북핵·북한 문제에 관한 단독 성명을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한·미 동맹은 올

듯하였으나, 결국은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예측 불가하고

해 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이후 글로벌 차원의 전방위적 대북 압박을 전개해 나가는

기만적인 행태 속에 북·중 관계 역시 매우 경색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9~10월 양

데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측 주요 기념일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계기로 서서히 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지난해 한·중, 한·일 및 한·일·중 관계는 우리의 전략적 로드맵 속에서 많은 성과를

으로 관측되었으나, 12월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방문 중 공연을 취소하는 등 북한의 충

거두었습니다. 3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우리 주도하에 3년 만에 개최하였으며,

동적인 행태가 계속되었습니다.

6월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외교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중·일·러 등 5자 간 공조와 유엔, EU, 아세안

문하여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에는 한·일 외교 협상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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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려웠던 사안 중 하나였던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우리의 정당한

경적 도전을 다루는 데 기울인 우리의 능동적인 기여는 올해 평화·안보, 인권, 개발 등 유

우려가 국제문서에 반영되도록 슬기롭게 풀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엔 3대 분야를 포함하여 주요 10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의장직을 수임하는 데 무엇보다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9월 방중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중요 추동

또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력이 되었는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힘입어 같은 해 11월 한·일·중 정상회의가 3년 반

는 2015년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구조 개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가신용

만에 개최되었고, 다시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되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등급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말 한·중 FTA 발효로 세계 10대 교역국 중

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24년간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이라는 세계 3대 거대경제권 모두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한·일 간 난제였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을 계기로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에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에 따른 테러로부터 지구촌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게 된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국제정세 여건 속에서도 12월 말 파리에서

상황에서 1,900만 해외여행객, 720만 재외동포, 260만 재외국민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고위급 차원에서

보호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재외공관의

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으며,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를 성공적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6개 국어 긴급통역서비스와 국별 맞춤형 로밍문자서비스

으로 치르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를 개시하는 등 발족 10주년을 맞은 영사콜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지침이 될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

2015년 한 해 동안의 외교 활동과 그 성과를 담은 이번 외교백서는 2016년 초 북한의

(SDG)와 신기후변화체제를 수립하는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 지구촌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청

4차 핵실험과 그에 따른 전방위적 대북 압박 외교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발간하게 되었

사진이 마련된 반면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 2차대전 이래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 에볼

습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

라 등 전염병,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문에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결정 같은 단호한 조치와

2015년에는 세계물포럼, 세계교육포럼, 고위급개발협력포럼이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함께,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형성되도록 대북 외교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볼라와 메르스 대처에서 보인 우리의 역량에 힘입어 2014년 미국이 출범시킨 글로벌보

아무쪼록 2016년 외교백서가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건안보구상 제2차 고위급회의를 우리가 주최함으로써 글로벌 도전의 해결에 기여하는 모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범 중견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개발협력과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초국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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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촉발했다. 시리아 등에서 유럽으로 난민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럽연

제1절

합(EU) 내 난민 문제 해결이 최대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한편 2014년 미국의 중

국제 정세 개관

등에 이어 2015년에도 사이버 안보는 주요 안보 이슈로 주목받았으며, 미·중은

국군 장교 사이버스파이 혐의 기소, 북한의 소니영화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9월 정상회담에서 사이버범죄대응 고위급 협의체 설치 및 지적재산권 절취 금지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핵비확산과 개발협력, 기후변화 분야의 도전에는 국제사회가 합심하여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 7월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란이 13년 만에 핵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개발 분야에서
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01~2015)’에 이
어 향후 15년간(2016~2030) 국제개발협력의 지침 역할을 수행할 ‘지속가능개발

 국제 정치 정세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7개월간의 정부 간 협상을 통
해 9월에 채택되었다. 12월에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선진

1) 글로벌 동향

국과 개도국 모두의 참여하에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이행하는 신기후체제의 출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5년은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안보 위협과 범지구적 문제에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이 부각되었던 한 해였다. 폭력적 극단주의, 난민,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2) 지역별 동향

비전통적 안보 이슈가 국가와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부상하였

10

다. 이에 각 국가와 국제기구 등은 다각적인 협의 틀과 합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미국은 연초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였다.

리더십의 지속적인 발휘를 강조하며, 다방면에서의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지속해

우선 1월과 11월에 발생한 파리 테러는 폭력적 극단주의가 중동뿐 아니라 전

나갔다. 7월 쿠바와 국교 재수립 및 대사관 상호 재개설을 발표함으로써 54년 만

세계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

에 외교관계를 복원하였으며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란 핵협상 및 파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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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타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태지역에서는 역내 적극적 관

허용하는 내용의 국내법률 정비를 통해 그간 주창해 온 적극적 평화주의의 추진

여에 기반을 둔 재균형(rebalance)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12개국이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 우선 4월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협상을 실

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자위대의 해외 파견 및 임

질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재균형 정책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다. 중국과의

무와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소위 ‘안보법안’을 9월 통과시켰다. 중국과는 4월

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기조가 유지되었다. 9월 시진핑 국가 주석의 미국 국빈

반둥회의 및 11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안보대

방문 시 양국 정상은 최대 현안이었던 사이버안보 문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개

화를 4년 만에 재개하는 등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또 안보협력 증진

발, 군사협력, 이란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기조하에 인도와는 아베 총리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방위 장비 및 기술이전 협정’

인권, 남중국해 등 쟁점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의견차가 존재하였다.

및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일·인 원자력협정에 원칙적 합의를 이루는

중국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최대 발전도상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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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였다.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

러시아의 경우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에

은 9월 시진핑 주석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및 6월 전략·경제대화

계속 직면하였으며, 2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 민스크 종합조치

를 통해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고,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에 건설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스크 합의 이행의 어려움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이 지연

으로 기여하였다. 중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에 이어 러시아가 주도하

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은 아사드 정권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이라크-레반트 이

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과도 일대일로 협력에 합

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격퇴에 있어 단일한 전선

의하는 등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기조를 이어나갔다. 연말에는 유럽부흥개발

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나, 시리아 평화협상 추진에서는 협력을 모색하였다.

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중국

2015년에도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중국

의 주주 자격을 공식 승인하면서 중·유럽 간 경제협력은 더욱 심화되었다. 한편

간 영유권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10월에는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특별인출권(SDR:

Court of Arbitration)가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심리를 개시하

Special Drawing Rights) 통화바스켓 편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자 중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아세안 국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협정 발효, G20 정상회의 2016년도 의장

가들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12월 31일

국 수임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와 관련한 역할을 계속 확대하였다.

공식 출범시키고, 2025년까지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단

일본은 2015년 미국과 군사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경제체제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11월에는 25년 만에 실시된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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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모 난민 발생 및 주변지역으로의 유입은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for Democracy)이 승리함으로써 평화적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독립

가속화시켰다. 10월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P5 및 사우디, 이란 등 시리아 정치

70주년을 맞이한 베트남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TPP 참여 등 경

전환 관련 주요 당사국이 참여한 시리아 평화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같은

제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실리

해 12월 열린 제3차 회의 결과가 유엔안보리 결의 제2254호로 채택되는 등 시리

확보 차원의 외교 행보도 강화해 나갔다.

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한편 ISIL의 시리아·이라크

남아시아에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에서의 확장세가 둔화되었으나 파리 등 역외에서도 ISIL의 테러공격이 자행되면

라는 목표 아래 대파키스탄 관계 개선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인도양 도서국

서 ISIL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

가와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미·일과 협력 강화, 중국과의 원만한 관

인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알아크사 사원 등을 둘러싸고 양측 간 충

계 유지,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재확인 등 전방위적·실용적 외교를 전

돌도 계속되었다. 리비아에서는 2개 정부 양립 및 이를 틈탄 ISIL 세력 확장 등으

개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14년 말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었으며, 예멘은 북부 시아파 후티 세력이 합법 정부에 대

Security Assistance Force) 철수 이후 탈레반의 간헐적 공세가 지속되고, ISIL

항해 군사행동을 일으키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공습으로 대응하면서 불안정한

세력이 형성되는 등 정세불안이 지속되었으며, 미군 철수 시기도 당초 2015년

상황이 계속되었다. 한편 중동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13년에 걸친 협상 끝에 7월

10월에서 2017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이란·P5+1 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유럽에서는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의 대거 유입이 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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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이 타결되었다.

다. 특히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난민의 유입통

중남미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등에서 치러진 대선과

로인 국가들 내부에서는 경제 불안과 맞물려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었다. 또한 유

총선에서 중도우파 정당들이 연이어 승리함으로써 정치지형이 변화하였다. 이러

럽 일부 국가들 내 젊은 이슬람 이민자의 급진화 우려도 커졌다. 한편 그리스의 유

한 우경화 추세는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부

로존 탈퇴 논의에 이어 영국도 EU에 4대 개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EU 잔류 여

정부패 등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가 강화됨

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는 등 EU 내 결속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년간 자원 민족주의와 국가주도 발전을 표방한 좌파 열

중동 지역은 2015년도에도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 이스라엘 및 팔레

풍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굿 거버넌스 구축, 교육과 삶의 질 개선 등

스타인 등지에서 분쟁과 정세 불안이 이어졌다. 시리아 사태가 6년째로 접어들

에 사회적 요구가 잇따랐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정부의

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아사드 정권의 향방을 둘러싼 주요국 간 이견 노정, 대규

경제 실정 및 지도층의 부패를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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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은 국제사회와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등 지역기구

다. 미국은 민간소비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경

의 분쟁 해결 및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정세를

제회복세를 이어 가며 2.4% 성장했으며, 12월에는 9년 만에 금리 인상을 추진하

유지하였다. 일부 국가에서 선거 전후 시위 발생 및 무력충돌이 있었으나 대체로

였다. 유로존은 저유가와 양적완화,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에 힘입어

평화롭게 총·대선이 실시되었다. 나이지리아는 1999년 복수정당 민주주의가 도

완만한 회복 기조를 보이며 성장률 1.6%를 기록하였다.

입된 이래 처음으로 대선을 통해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를 달성하였으며, 8월 남

반면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자본이동의 약화, 국제 무역량 감소, 중국 경제 성

수단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도 체결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정세가 긍정적으로

장 둔화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국은 인도를 제외

진전되는 가운데 부룬디에서는 7월 대선 전후부터 정세가 악화되고 소말리아·

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중국은 투자 및 수출 감소, 제조

대호수 지역 등의 무장단체 활동 및 정세 불안 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

업 부가가치 증가율 하락을 주요인으로 6.9% 성장세를 보이며 25년 만에 7% 미

카 지역 내 보코하람, 알샤바브, 알카에다마그레브지부(AQIM: al-Qaeda in the

만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경제 제재와 유가 하

Islamic Maghreb)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 및 활동이 확대되고 케냐대학,

락, 루블화 폭락으로 –3.7% 성장을 보였다. 브라질 역시 원자재 가격 폭락과 정

말리호텔 등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지역 안보 불안을 야기하였다.

정 불안으로 –3.8% 성장을 나타냈다.
한편 12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의에서
는 농업 수출 경쟁, 최빈개도국 관련 사항 등 일부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

 국제 경제 정세

나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미래에 대해서
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한 무

1) 개관

역자유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4년보다 다소 하락한 수

Economic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치로 5년 연속된 신흥국의 경기부진으로 성장률이 둔화된 결과로 평가된다. 2015년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등 광역 FTA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0월

한 해 동안 세계 경제의 동향 관련 주요 이슈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에는 미국 주도의 TPP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세계 경제의 39%, 세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신흥국 경기침체, 미국 금리 인상의 기대심리였다.

계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통합체 탄생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한

2013년 하반기 시작된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는 2015년에도 완만하게 유지되었

16

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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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의 설립협정이 발효되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가 촉진되고 위안화의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로 하락하면서 경기침체가 계속되었다. 2015년 러시아

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는 –3.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약 4.6%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2월 아세

2) 지역별 동향

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더불어 ‘아세안 2025’를 채택하여 아세안 지역의 경
제통합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

2015년 미국 경제는 소비지출 및 주택시장의 완만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2.4%의

은 RCEP 협상 및 TPP 협상(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4개국)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특히 10월에는 실업률이 5.0%로 하락하여 글로벌 금융위

에도 참여하여 Mega-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여건 개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인도는 GDP의 6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전년

기초하여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대비 7.3%의 경제 성장을 실현하였으며, 서비스업 성장과 함께 제조업 분야의 높

는 12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로 확대하였다.

은 성장률도 최근 인도의 빠른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은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이고

유럽은 유로화 약세, 추가 양적완화 기대감, 자산 가격 상승, 저유가 영향 등으

유연한 통화정책 운용을 병행하여 6.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투자와 수

로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였다. 독일

출 증가율 및 제조업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GDP 대비 소비 및 서비스 산업의

및 스페인은 소비 및 수출 증가로 경기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이 눈

비중은 증가하였다.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신창타이(新常態,

에 띄는 경기 회복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New Normal) 기조에 적응하기 위해 과잉생산 억제, 재고 소진, 기업비용 절감

는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유로화 약세에 따

등의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른 수출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및 투자가 정체되었다. 난민문제와 높

일본은 확장적 금융 및 재정정책의 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0.5%
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9월 자민당 총재 재선 후 아베 신조 총리는 ‘아베

보인다.

노믹스 제2단계’ 진입을 선언하며 강한 경제, 육아 지원, 사회보장을 ‘새로운 세

중동 지역은 정세 불안과 저유가 기조 지속으로 2.3%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개의 화살’로 제시하였기에 10월 TPP 협상의 타결과 함께 향후 일본 경제 회복에

석유수출국은 저유가로 수출수입 감소에 직면하였으며 다양한 금융 정책을 활용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 정부 재정수입 감소의 최소화를 시도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화보유액을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 제재 유지로 투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5월 이후 국제

18

은 실업률 등의 구조적인 리스크가 유로존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활용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원유생산량 확대를 통해 성장둔화를 상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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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정세

조업 분야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다. 석유수입국의 경우 역내 정세 불안으로 저
유가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는데 특히 요르단과 레바논은 시리아 피란민

2015년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엘리트 교체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 기반

대거 유입으로 막대한 재정 압박을 받았다.

공고화를 도모하는 한편, 당 설립 70주년을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 및 내부

중남미 지역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0.1%를 기

결속의 계기로 활용코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당·정·군 주요 회의 및

록하였는데, 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

기념행사가 다수 개최되었으며, ‘과학기술전당’ 등 시설물 완공 등이 추진되었다.

제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높은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등

또한 기존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을 북한의 표준시(일명 ‘평양시간’)로 공표하

내부적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역내 경제 동향은 남미공동시장

고, 36년 만에 2016년 5월 초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발표하였다.

(MERCOSUR) 국가들의 침체,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국가들의 약진, 그리

북한 경제는 2015년 물가와 환율의 안정세 등 외견상 그럭저럭 유지되는 모습

고 중미·카리브 국가들의 선전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 전체 GDP

을 보이나, 실질적으로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성적인 전력난·원자재난이

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은 교역조건 악화 및 과도한 공공지출로 –3.8%

지속되었고, 외자 유치 및 관광 육성을 위해 추진한 경제개발구 확대가 가시적 성

성장에 그친 반면, 멕시코가 주도하는 태평양동맹은 각 회원국이 2~3%대의 성장

과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적으로 노정되었다. 아울러 석

률을 기록함으로써 중남미 전체 GDP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탄 등 광물자원의 수출단가 하락 및 중국 경제 둔화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함에 따

아프리카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세계 경기 침체,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해외 수요 부진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3.4%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속된

20

라 경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따라 수입 역시 감소하여 대외무역액은 전
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유가 하락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남아공 같은 원자재 수출국 경제에 큰 타격을

대외적으로 북한은 핵·미사일, 인권 문제 및 사이버 공격 등에 따른 외교적

주었다. 또한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으로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기아,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2013년

질병 등 피해가 초래되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한편 6월에는 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의 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5년 10월 류윈

프리카 3각 자유무역지대(TFTA: Tripartite Free Trade Area) 창설 협약이 합의

산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 북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하면서 관계 복

되면서 아프리카 지역 경제 통합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

원의 단초가 마련된 듯 보였다. 그러나 12월 모란봉악단의 돌연한 방중 공연 취

아, 탄자니아 등은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해외 투자 유치, 민간소비 회복에 힘

소는 가시적 진전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미국과의 관계는 북한의 지속적인

입어 6~8%대의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핵개발 및 2014년 12월 소니영화사 해킹에 따른 대북제재 행정명령 13687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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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등으로 악화가 지속되었다. 일본과는 납치자 문제 재조사 결과(7월 시한)를 제

추진되어 남북 총 186가족, 972명이 상봉하였다. 남북 당국 간에는 11월 26일

출하지 않는 등 ‘스톡홀름 합의(2014.5)’를 불이행함에 따라 관계 진전은 미진하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을 거쳐 12월 11~12일 차관급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개

였다. 한편 북한은 대중 외교의존도 감소 차원에서 대러 접근에 노력을 기울였다.

최되어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5년 북한과 러시아는 친선의 해를 맞아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투자 등 협력
확대를 모색하였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촉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북
한 인권 상황 모니터링 및 기록, 홍보활동 등을 위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6월
서울에서 개소되었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상황이 2년 연속 논의되었다. 북
한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하였는데, 리수
용 외무상이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최초로 참석하고,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방북을 제안하는 등 양·다자 외교를 통해 북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 신년사에서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최고위급 회담을 포
함해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으나 DMZ에 목함지뢰
를 매설하는 도발을 감행해 8월 4일 우리 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응
당한 조치로 대응하였다. 이에 북한은 8월 20일 DMZ 포격도발을 단행하고 8월
21일 준전시상태 선포 같은 고강도 도발 위협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
켰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은 8월 22~24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진행하여 사
흘간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5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합의의 후속조치로 10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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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등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제2절

외교정책 기조

2015년은 역사적인 핵 협상 타결을 이룬 이란, 미국과 54년 만에 국교정상화를
이룬 쿠바, 서방과의 관계 개선 속에 총선 압승을 거둔 미얀마 등 지구촌 곳곳에
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
응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였다. 북한이 수차례 소위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언함에 따라,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전략적 도발 우려가 높아졌으며, 북한은 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을 통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
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EU, 아세안(ASEAN)
등과의 공조를 통하여 대북 압박외교를 강화하였다. 또한 압박과 대화의 투 트

2015년은 격동의 해(year of turbulence)라고 할 만큼 전 세계 도처에서 분쟁,

랙 접근을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을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미·

테러, 난민 문제 같은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해였다. 그리고 중국 및 신

중·일·러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나 북한은 모든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였다. 북

흥국가들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유로존의 불안정성, 원유가격 하락 등

한은 8월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및 포격 도발을 해 왔고, 이에 우리 정부는

으로 글로벌 경제마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엄중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정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이 관련 협상에 나오도록 하였

부는 ▲전략적 로드맵에 따른 주변국 외교 ▲북핵 등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으며, 북한과 끈질긴 협상 끝에 목함지뢰 및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

강화 ▲능동적 다자외교 전개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성장동력 부여 및 일자

과 함께 8.25 남북합의를 도출해 냈다. 한편으로는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

리 창출을 위한 경제외교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공공외교의 새로

원, 탈북민 안전 이송 등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펼쳐 나갔다. 특히 서울에 유엔

운 지평 개척 등의 기조 아래 다음과 같은 외교정책을 추진했다.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독일 및 동유럽 체제 전환 국가들과의 통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한반
도 통일의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0월에는 독일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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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으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었다. 6월 양국에서 개최된 국교정상화 50주년

며 12월에는 우리 대통령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정상들과 최초로

기념행사에는 양국 정상들이 교차 참석하였으며, 11월에는 3년 반 만에 한·일

한·비세그라드(V4)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고, 그로부터 50여일 뒤에는 양국 간 해묵은 난제였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타결되었다.
수교 25주년을 맞은 러시아와는 7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가 양국 관계 증

 전략적 로드맵에 따른 주변국 외교

진에 좋은 촉매제가 되었으며,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2015년은 미·중·일·러 주변 4개국과 모두 정상회

2015년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으며 우리의 주변국 외교도 다양한
도전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한·미 동맹을 더
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내실화했다.

담을 치른 해로 기록되었다.
이 밖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우리 주도로 3년 반 만에 복원되었으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역내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미 동맹과 관련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미국 고위층 인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목소리로 양국이 ‘최
상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해 왔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차원에서 최

 능동적 다자외교 전개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초로 북핵 등 북한 문제에 관한 단독 성명을 채택했고 11월에는 새로운 한·미원
자력협정이 발효됨으로써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2007년 한·미 자유무역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비례하여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협정(FTA)에 이어 동맹을 떠받치는 3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도 했다.

하여 우리 정부는 능동적인 다자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에 적극 동참

중국과는 4월 한·중 영사협정 발효, 12월 한·중 FTA 발효 등으로 인적교

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 갔다. 그 결과 2015년은 다자외교 측면에서 그

류 및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 협력이 확대된 가운데 9월 우리 대통령의 중국 전승

야말로 풍성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피선과 경제사회이

절 행사 참석은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북핵 등 북한 문제 관련 한·중 간 공조,

사회(ECOSOC) 의장국 수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시기 동의 확보 등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

정부간협의체(IPCC) 의장 피선 등 한국은 안보·개발·인권·문화 등 다양한 분

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야에서 10개 주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의장을 맡게 되었다. 또한 2013년 사이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측

26

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 이어 201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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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포럼, 세계교육포럼, 개발협력포럼을 주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제는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자외교를 수행하였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사가로부터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받기도 했다.

기후변화, 개발협력, 보건안보, 인도주의 외교 등 글로벌 의제들에도 우리의

우리 재외공관들도 해외시장 개척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데,

참여 폭이 넓어졌다. 창설 70주년을 맞은 유엔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보건, 교

2015년 우리 기업들이 재외공관의 지원으로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사업은 총 65억

육, 농촌개발, 평화활동, 기후변화 등 7개 관련 정상 행사에 특별초청인사로 참석

7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와 별개로 외국 정부의 통관 지연, 각종 규제, 미수금

하였으며 ‘Better Life for Girls(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Safe Life for All(모두

문제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 영업상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비용을 약 4억 7000만

를 위한 안전한 삶)’ 등 4대 개발협력 구상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여 큰 호응을 얻

달러 절감하기도 했다.

었다. 우리 정부는 또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국으
로서 11월 30일 개최된 COP21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면서 파리협정 도출에 기여했다. 또한 9월에는 서울에서 글로벌보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건안보구상(GHSA) 고위급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보건안보 이슈를 선도하기도 하
였다.

외교부는 연간 해외 출국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서고 재외동포가 720만 명에 이
른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급격히 확대되는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서비스 수요에 부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재외국민보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동력 부여 및 일자리 창출 위한 경제외교

있다.
먼저, 외교부는 해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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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도 활발한

공을 통한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

경제외교를 전개했다. 통상 정상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경제외교

다. 외교부는 현재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세계

인데 대통령의 3월 중동 순방, 4월 중남미 순방은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증진,

각국의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방문 목적지의 위험 수준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2015년 9월에는 국별 맞춤형 로

12월에는 한·중 FTA가 조기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밍문자서비스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이 외국에 도착한 즉시 해당 지역의 여행경보

유일하게 미국, 중국, EU와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되었다. 아울러 우리 경

단계, 안전정보, 감염병 정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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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보기 드문 선진형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으로서 세계영사고위급 회의에서

가입한 지 65년 만에 우리 정상이 처음으로 유네스코를 방문하여 교육 강국의 이미

높은 평가와 영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사례 공유 요청을 받기도 했다.

지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전 세계 67개

다음으로, 외교부는 테러, 자연 재해 등 각종 위난 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국 84개 공관에서 현지 맞춤형 K-Pop 월드페스티벌 지역예선을 개최하였다.

적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제도적

멘 정세 악화 시 외교부는 청해부대 왕건함 등을 이용하여 우리 국민 철수 및 대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외교법 제정이 본격화되어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

피 임무를 수행하였고, 주예멘대사관을 청해부대 왕건함으로 이전하여 임시 함상

을 마무리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 전략 환경을

공관을 운영하고 두바이 임시사무소를 개설하여 우리 국민 보호 업무를 계속해서

조성하기 위해 외국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공공외교도 활발하게 전개

수행하였다. 또 네팔 지진 발생 시에는 신속대응팀을 급파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

하였다.

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우리 여행객이 연간 130만 명이 넘는 필
리핀을 취약 지역으로 선정하고 세부 분관 개설, 한인 밀집 주요 지역 내 한인 사
건 전담수사팀(코리안데스크) 및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시적인
사건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해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우
리 국민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
페인어, 러시아어 등 총 6개 언어의 긴급통역서비스를 2015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공공외교의 새로운 지평 개척
전 세계적으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현지 맞춤형,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알리고 한
국에 대한 호감을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5년 중에는 유네스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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