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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③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

제1절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가속화

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노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5.26)과 평양 남북
정상회담(9.18~20) 개최로 이어졌다. 평양 남
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
에 서명하고 ①군사적 긴장 완화 ②남북교류
협력 증대 및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③이산
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④다방면의 교류협
력 활성화 ⑤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노력
⑥차기 정상회담 개최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4.27 남북정상회담(2018.4.27, 판문점)

①상호 적대행위 중지 ②비무장지대 평화지대
화 ③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1 남북관계
1)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2018년 1월 1일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및 남북관계 개선 의
사를 표명한 이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
림픽 참가가 확정됐다.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2.9~11, 2.25~27)과 정부의 대북 특사단 파견(3.5~6)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7
월 정부가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기조하에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
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 속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
표를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 ②군사적 긴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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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⑤군사적 신뢰구
축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
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남북관계 복원·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 리셉션(2018.5.3)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1)와 외교장관의 영국 채텀하우스 연설(7.19), 주요 양자·다자 협의 등 다
양한 계기를 활용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4.27 남북정상회담 관련 총 109개국, 13개 국제기구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관련 총 70개국, 8개 국제기구가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1)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 리셉션(5.3), 주한 미·중·일·러·EU 공관 대상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
(9.19)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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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4.28),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과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5.9), ARF/EAS/ASEAN+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8.4), ASEM 정상
회의 의장 성명(10.19), EAS/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11.15) 등 다양한 국제회
의 결과문서에서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남북정상회담 환영 및 지지 성명 사례
■ 제32차 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2018.4.28)
We welcomed the Inter-Korean Summit on 27 April 2018, the recent visi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leader Kim Jong Un to China, the announcement of
plans for a meeting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DPRK leader Kim in the
near future, as well as efforts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concerned parties to
reduce tensions and work towards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한·일·중 정상회의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2018.5.9)
우리 일본, 중국, 한국 정상들은, 현재 북한을 둘러싼 긍정적인 진전을 위해 그간 국제사회가
경주해온 모든 노력들을 평가한다. 일본과 중국의 정상들은 특히 4월 27일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하고 문
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합의된 ‘한반도 평화, 번영 및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평
가하고 환영한다.
■ ARF/EAS/ASEAN+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2018.8.4)
The Ministers welcomed the Inter-Korean Summits held on 27 April 2018 and 26 May
2018, as well as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U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on 12 June 2018. They also welcomed the
Panmunjom Declaration signed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nd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PRK Kim Jong Un, as
well as the Joint Statement signed between US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Chairman
Kim.

They supported the full and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s well as of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nd DPRK, which confirm the common goal of complete denuclearis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EAS/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2018.11.15)
We welcomed the Inter-Korean Summits held on 27 April 2018, 26 May 2018 and from
18 to 20 September 2018, as well as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n 12 June 2018. We also welcomed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signed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OK and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PRK
Kim Jong Un, as well as the Joint Statement signed between US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Chairman Kim.

한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고위급회담(6.1, 8.13, 10.15)과 군사·체육·적십자·
철도·도로·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회담이 개최돼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지속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주
요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상황 관련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
하고 상호 소통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2018년 11월에
출범했다.

2)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지속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한반
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두고 유엔 사무총장

■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2018.10.19)
Leaders welcomed ROK’s efforts and other partners’ diplomatic initiatives to achieve
lasting peace and stability on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They
welcomed recent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the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he US-DPRK Summit.

은 9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건설적 관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2018년 3월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급성에 주목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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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됐다. 이후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3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했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 채택 시 모든 국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으며 이에 따라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돼 총

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제71차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170가족, 833명이 상봉했다.

Commissioner for Refugees) 상임위원회(3.6~8) 등 여러 행사를 계기로 강제송환금

11월 제73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12월 본회의에서도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북한인

지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결의에 반영돼 ①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함과 동시에 ②이산가족 문제 해결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전 해외에서 대기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

시급성을 확인하고 ③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그리

정상회담 합의사항 환영 등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좀더 짧은 시간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
착금 지원, 주거 알선,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
2018년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총 3만 2,476명이 국내에 입국했다. 우리 정부
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 아래 체류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4.27, 5.26, 9.18~20)과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
담(6.12)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러한 남·북·미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바
탕으로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국과 전략적 소통·협의를 강화했으며 한
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1)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협의 강화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계속했다.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5.22)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6.12)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으며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미 정상회담(9.24, 11.30) 등을 통해 긴밀한 공
조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양자·다자 회의를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했다. 특히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

30

한·일 양국은 평창동계올림픽(2월)과 한·일·중 정상회의(5월), 유엔총회(9월)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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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에도 공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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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표명됐다.
우리 정부는 해외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한반
도 평화프로세스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했다. 필

한·중 양국은 한·일·중 정상회의(5월)를 계기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리핀, 미얀마, 라오스 등 아세안 회원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EU 회원국 및 이란,

총리 간 양자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조성된 한반도

이집트 등 아중동 지역 국가의 정부·학계 등 다양한 현지 여론주도층 인사들과 한반

평화정착의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편 APEC 정상회의(11월)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

노력에 공감대를 확대했다.

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
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민·관 차원 1.5 트랙에서 진행되는 동북아 지역 다자 간 안보대화체
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에도 매년 참여

5월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2018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해 역내 국가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제

특별성명을 채택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

28차 동북아협력대화(3.28~29)에 참여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을 논의하고 우리

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해이자 책임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련국의 이해를 높였다.

을 재확인하고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러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6월)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
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EAS 정상회의(11월)를 계기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
우리 정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인도·싱가포르, 프랑스, 이탈리아·교황청 등), 총
리급 이상 외빈 방한(필리핀·터키·인도네시아 등), 다자회의(유엔총회, ASEM·
ASEAN·ASEAN+3·EAS·APEC·G20 관련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등)를 계기로
주요 국제무대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요청하고 이들 국가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한·인도 비전성명(7.10), ARF/EAS/ASEAN+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8.4),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10.19), EAS/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11.15)
등 주요 양자·다자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결과 문서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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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은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이어졌으며 북한의 평

제2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북한 고위급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됐
다. 이렇게 찾아온 남북 간 대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관
계 개선은 물론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한·
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전개해 나갔다.
북한이 참가한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으며 ‘평화올림픽’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됐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내적으로는 남북 화해의 모멘텀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 이어지
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국제사회는 대화로 나온 북한을 환영하는 한편, 비
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우리 정부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를 상호 추동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에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고 관련국과 비핵
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의를 재개하는 등 한반도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1 긴장국면에서 대화 분위기로 한반도 정세 전환
2017년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엄중한 한반도 정세가 계
속됐으나,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여와 남북 단일팀 구성 등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2017년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다져온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베를린 구상에 따라 비
핵화 및 남북관계 진전을 목표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과 협의, 관련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대화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해외 주요 인사의 방북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북한은 신년사(1.1)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및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표명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환경 조

34

의 전기를 마련했다.

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토대 마련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이후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정부는 2018년 3월 5일부터 6일까지 북한에 고위급 특별사절단을 파견했다. 특
사단을 통해 남북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며, 북측은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비핵화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특사단은 방북 직후 2018년 3월 8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
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특사단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
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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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우리 정부는 중국(3.12), 일본(3.12), 러시아(3.13)로도 특사단을 파견해 방

시지가 담긴 담화를 발표했다. 그에 따라 2018년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이

북·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의 대북 접근 방향을 알리는 한편, 국제사회의 지지를

보인 적대감 등을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북·미 관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

는 다시 경색되는 양상을 보였다.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건설 및 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경제건설 집중’ 노선으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2018년

변경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및 북부핵실험장(풍계리) 폐쇄 결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문

정을 명시한 결정서를 채택(4.21 조선중앙통신 보도)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비핵

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두 정상은 북·미

화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태도를 표방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제2차 남북정상
회담으로 되살린 대화의 동력에 힘입어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다시 정상궤도에 오

1) 남·북·미 정상외교를 통한 비핵화 의지 확인
(1) 남·북·미 주도의 비핵화 협상 틀 마련

르게 됐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5.30)해 북·미 간 협의가 이루
어졌고 2018년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겠
다는 뜻을 밝혔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

이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개최됐

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

다. 북·미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싱가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부핵실험장(풍계리)을 폐쇄하고

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①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②한반도 평화체제

한국과 미국의 언론인, 전문가를 초청해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

구축 ③완전한 비핵화 ④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함으로써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

다. 이후 북한은 2018년 5월 24일 한·미·중·러·영 기자단이 참관한 가운데 2~4

관계 등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핵심 요소를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협

번 갱도 시설을 폭파했다. 이렇듯 4.27 남북정상회담은 북측 최고지도자에게서 완전한

상의 틀을 마련했다.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의지를 견인함으로써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향한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18년 7월 6일부터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북·미 간 후속협의를 개시했다. 그러나 북·미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됐다. 마이크 폼페

간 비핵화 및 상응조치에 관한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측

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이 2018년 5월 9일 방북해 북·미 정상회담을 위

면에서 협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8월 말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

해 협의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0일 트위터를 통해

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북·미 간 본격적 협의는 지연되는 양상을 보였다.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밝힘으로써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됐다.

(2)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간 후속협상 재개 노력

그러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

북·미 간 후속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해 리비아식 모델 적용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하자 북한은 미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간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8

비난과 더불어 미국 측의 리비아식 비핵화 발언을 비난하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

년 9월 5일 대북 특사단을 재차 파견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 양측은 2018년 9월 18일

로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하는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

부터 20일까지 평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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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이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
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와 함께 김 위원장은 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
의 신뢰는 변함이 없고,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 후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평양 남북정상회담(9.18~20)이
개최됐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

남북정상회담/북ㆍ미 정상회담 비핵화 관련 주요 합의 내용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4.27)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2018.6.12)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공약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
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의 상응조치가
취해지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는 용
의를 표명했다.

■ 9월 평양공동선언(2018.9.19)
북,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를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유관국 전문가 참관)
북, 미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등 추가 조치 용의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

아울러 두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능라도경기장 연설을 통해 15만 평양 시민
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렇듯 평양 남북정상
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비핵화 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
다. 이는 북측 최고지도자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
치 의사를 견인해 내는 계기가 됐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
담(9.24)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미국 측과 비핵화 및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 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의 방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에 화답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연기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2018년 10월 7일 성사됐다.
북·미 양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실무협상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
의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 조치 및 상응조치를 논의했다. 그 후 2018년
11월 8일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일정상 이유로 연기되는 등
부침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
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했다.

2)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1) 한·미 간 굳건한 대북 공조 유지
완전한 비핵화 논의가 남·북·미 주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는
우리 정부 북핵 외교의 중심축으로서 견고하게 유지됐다. 2018년 한반도 정세가 급변
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
양국 정상은 연초부터 3차례 통화(1.4, 1.10, 2.2)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물론이고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후 양국 정상은 대북 특사단 방북,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통화 또는 회담으로 양국
의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비핵화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6.12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정상은 2018년 5월 22일 워싱턴에서 정
상회담을 개최하고 6.12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
다. 2018년 9월 24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한·미 양국 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폼페이오 장관의 10월 방북 등
북·미 대화에 추동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2018년 11월 30일 G20 정상회
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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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함께 평가했으며 2019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
령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전례 없는 빈도로 통화 및 회담을 하고 북핵·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를 독려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포괄적으로 함께 진전시켜 나간다는 큰
틀의 방향성에 뜻을 같이하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남북, 북·미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에도 전례 없이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진행됐
다. 특히 2018년 8월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취임한
이래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한·미 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전략을 지속적
으로 조율, 발전시켜 왔다. 더 나아가 양 대표는 11월 한·미 실무그룹을 발족해 북
핵·북한 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제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양국 간 소통을
체계화, 정례화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과 함께 기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일본과 3차례 정상회담을 포함해 외교장관회담, 대일 특사 파견, 북핵 수석대표 협

이행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도 지속됐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창동

의 등 고위급 교류를 진행했다. 정부는 특사 방북 및 남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 등

계올림픽 참가를 비롯해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다양한 남북 교류협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력 사업이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한·일 간, 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과 공조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국 간에도 북핵·북한문제 관련 협조가 유지됐

했다. 중국과는 각급에서 다양한 대화채널을 활용해 남북 간, 북·중 간 주요 협의 내

다. 특히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

용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진전을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2018

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6.14)이 개최됐으며 폼페이오 장관의 7월 방북 직후에도

년 11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7.8)이 개최됐다.

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건설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러시아와는 2차례 정상회담을 포함해 외교장관, 북핵 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소통을

(2)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한반도 주변국의 건설적인 기여를 유도했다.

40

이어나갔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이해와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이러한 공
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간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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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유럽을 방문해 유럽 주요국 및 ASEM 회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 아세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주요 다자회의를 적
극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
고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018년 8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와 11월에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원국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 정세 변화와 북핵문제
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유럽
국가의 공감대를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외연을 확대
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4.27), 평양 공동선언(9.19), 북·미 공동성명
(6.12)을 환영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3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

북핵문제 관련 주요 국제회의 문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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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 결의

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남·북·미 정상이 주
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 진전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향
후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북·

2018.1.16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대한 외교장관회의(밴쿠버 개최) 공동 의장 요약문

2018.3.18

MIKTA 외교장관 공동성명

미 관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포괄하는 합의를 모색했으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2018.4.23

G7 외교장관회의 공동 코뮈니케

로서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2018.4.28

제32차 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

2018.4.30

MIKTA 외교장관 공동성명

환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각급에서 한반도 문제를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했다.

2018.5.9

한·일·중 정상회의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

협상 과정에서 북·미 간 비핵화 관련 입장 차가 드러나기도 했으나, 북한이 지속적인

2018.6.9

G7 정상선언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북·미 정상 모두가 대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2018.7.27

BRICS 정상선언

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2018.8.3

제8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공동 의장성명

2018.8.4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에서 우리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

2018.10.19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

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견지했다. 특

2018.11.13

제33차 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

2018.11.14

한-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

2018.11.15

EAS/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

그와 함께 한·미 간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통해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

지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마련된 비핵화 협상의 큰 틀 아래

히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
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은
대화와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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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북핵문제 해결 방향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제3절

한·미 동맹의 호혜적 발전

이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양
국 정상은 수시로 통화하며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회담 직후 정상 간의 통화 및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한·미 간 굳건한
공조를 지속했다.
양국 정상은 9월 유엔총회와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도 양자회담을 열어 한반도의 완
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프로
세스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9월 유엔총회 시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에 서명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
동성명’을 발표하며 한·미 동맹으로서 양국

한·미국 정상회담(2018.5.22, 워싱턴)

간의 굳건하고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미

1 한·미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
2018년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비핵
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전기가 마련된 해로, 한·미 양국 정상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교류했다. 문재인 대통령
은 1월 4일 연내 첫 번째 통화를 시작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 과정 및 남북관계의 진전 방향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지속했
다. 그 후 2월 북한이 참가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미국 측 고위급 대표단으로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 이방카 트럼프(Ivanka Trump) 대통령 보좌관 등이 참석

양국은 동맹 정신하에 미국의 철강 관세조치 면제(4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1차 예외
국 인정(11월) 등 국민 경제와 밀접한 현안을 호혜적으로 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펜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과 신남방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롯한 지역·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8년 한 해 동안 4차례 방북 후 문 대통령 예방 및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통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미 간 협상의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 간
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 외에도 양국은 각급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 소
통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경제·통상,
글로벌 협력 등 제반 사항을 긴밀히 협의했다.

하며 한·미 간의 굳건한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취임 후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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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주요 인사교류
구분

일자/장소

한·미·일 고위급 교류
내용

2018.5.22,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 방미)

2018.9.24, 뉴욕

한·미 정상회담(유엔총회 계기)
-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2018.11.30, 부에노스아이레스

한·미 정상회담(G20 정상회의 계기)

2018.1.4/1.10/2.2/3.1/3.16
4.28/5.9/5.20/6.11/6.12/9.4

한·미 정상 간 통화(총 11회)

2018.1.16, 밴쿠버

한·미 외교장관회담(밴쿠버 회의 계기)

2018.5.11, 워싱턴

한·미 외교장관회담(강경화 외교장관 방미)

2018.6.14, 서울

한·미 외교장관회담(폼페이오 국무장관 방한)

2018.7.8, 도쿄

한·미 외교장관회담(강경화 외교장관 방일)

2018.7.20, 뉴욕

한·미 외교장관회담(강경화 외교장관 방미)

2018.8.4, 싱가포르

한·미 외교장관회담(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2018.10.7, 서울

한·미 외교장관회담(폼페이오 국무장관 방한)

2018.12.6, 워싱턴

한·미 외교장관회담(부시 전 대통령 조문 계기)

2018.1.3/1.12/4.28/5.16/5.25
6.1/6.4/6.12/6.18/6.29/8.14
8.25/9.17(2회)/9.21/10.29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총 16회)

부통령

2018.2.8~10

펜스 미 부통령 방한
※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 및 대통령 예방(2.8)

장관급

2018.3.8~11

커스텐 닐슨(Kirstjen Nielsen) 미 국토안보부 장관 방한
※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및 패럴림픽 개회식 참석

2018.1.17, 워싱턴/
2018.6.18, 워싱턴

한·미 외교차관급 협의
(외교부 제1차관·미 국무부 부장관)

2018.5.20,
부에노스아이레스/
2018.7.27, 워싱턴

한·미 외교차관급 협의
(외교부 제2차관·미 국무부 부장관)

2018.8.16, 워싱턴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외교부 제2차관·미 에너지부 부장관)

정상회담
및 통화

외교장관
회담 및
통화

차관급

구분

외교장관

일자/장소

내용

2018.1.16, 밴쿠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밴쿠버 회의 계기)

2018.6.14, 서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폼페이오 국무장관, 고노 다로 외무대신 방한)

2018.7.8, 도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일)

2 한·미 전략동맹의 저변 공고화
2018년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 추진되는 환경에서 미 의회·학계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정책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우리 대외정책
관련 지지 확보 등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데 기여했
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미국 연방 상하원의 초당적 결의안
발의와 미국 내 주정부·주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지 결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
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힘이 됐다. 그 외에도 미 의회에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다수 발의
됐으며, 의회 내 현역 의원이 참여하는 한국스터디그룹(CSGK: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이 발족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또한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 방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외교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유엔총회 참석을 위
한 방미(9월)를 계기로 미 싱크탱크 공동 주최 행사에서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Our
Greater Alliance, Making Peace: A Conversation with President Moon Jae-in)’
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미국 폭스뉴스(Fox News)와 인터뷰하는
등 미국의 대중과 직접 소통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3월 방미를 계기로 미 연방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함께한 간담회를 비롯해 한국을 방문하는 의회 인사, 학계·언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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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

미 의회 인사들의 방한도 연중 활발히 이어졌다. 우리 정부의 미 연방의원 초청사

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에서 미국 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

업(CMEP: Congressional Member Exchange Program) 일환으로 대럴 아이사

보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 그 결과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Darrell Issa) 하원의원 방한(11월)과 더불어 맥 손베리(Mac Thornberry) 하원 군사

Abrams) 주한미군·유엔군사령관,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당시 국방장관 등

위원장(10월), 테드 요호(Ted Yoho)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9월), 엘리자베스 워런

미 주요 인사들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합의서 이행 과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3월), 상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단(2월) 등 의회인사 50

정에서도 미국 측 및 유엔군사령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했다.

여 명이 방한했다. 또한 주요 정당 대표 등 다수의 우리 국회의원도 방미해 한·미 간
의회 교류 강화에 기여했다.

2018년에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
다. 2017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한편 학계·언론계·전직 인사 등 미국 내 여론주도층 인사들의 방한도 빈번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 카네기국제

한 이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평화기금 등 미국 내 유수 싱크탱크 관련 인사 외에도 워싱턴타임스지(紙) 등 언론사

긴밀히 협의해 왔다.

대표단 등이 방한했다. 또한 에릭 가세티(Eric Garcetti) 로스앤젤레스 시장, 캘리포니

그 결과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아주 상원의원, 텍사스주 국무장관, 켄터키주 상원의원,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 방한

Meeting)에서 수석대표로 참석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

등 미국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했다.

위지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도 연합사령부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전환 후 연합
사령부는 한국군이 주도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3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그와 함께 2014년 체결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2018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2018년 3월 제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공식협의가 개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비용 분담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우
리 정부는 한·미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호혜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급변한 한반도 정세에서 한·미 양국은 한

에 한·미 양국 정부 간 고위급(정부대표) 회의 10회, 실무급 회의 30여 회를 개최했고,

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양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40여 회 개최하는 등 긴밀한 각급 공조와 협의를

국 간 주요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진행했다. 또한 정부는 협의 과정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국

4월 27일과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과 대화 분
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미 간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

회 설명 및 공청회 33회, 대언론 설명 11회, 시민·노동단체 면담 8회를 실시하는 등 적
극적인 소통 노력을 경주했다.

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한·미 양
국은 프리덤가디언(Freedom Guardian) 연습, 비질런트에이스(Vigilant Ace) 훈련 등
일부 대규모 연합연습·훈련을 전략적으로 유예했다. 그러면서도 군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는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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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에 따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현안 선제적 대응 및 다각적 협의를 통한 SOFA 운영 개선
노력
2018년은 주한미군사령부(6월)와 미2사단사령부(12월) 등 주요 부대가 평택으로 이
전하는 등 ‘주한미군 평택시대’ 도래의 큰 진전을 이룬 해다. 이에 발맞춰 외교부 또한
SOFA 합동위원회 차원에서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조화롭고 호혜적인 공존의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제3절 한·미 동맹의 호혜적 발전

임시 개방 조치 ③동두천시 캠프 모빌 정식 반환 전 수해예방 시설 공사 허가 ④총 21
건의 SOFA 합의문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증진 등 그간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유지와
우리 국민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외교부는 SOFA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스페인, 터키
등 여타 미군 주둔국의 SOFA 규정 및 운영 현황의 현장 조사 및 면담을 시행했고
한·일 과장급 회의를 서울(6.4)에서 개최해 민군관계, 정보공개 등 SOFA 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평택 주둔을 위해 동식물 검역소 이전,
평택기지 주한미군 대상 운전면허 발급 서비스 협조 등 제도적 여건을 정비했다. 그와
함께 주한미군 및 관계기관 협조하에 평택·오산기지 비행훈련계획 사전 통보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는 등 미군 주둔과 훈련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과 인근 지역사회 간 긍정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
키기 위해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SOFA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전반적인 SOFA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한·미 SOFA 합동위원회(12.11)를 비롯해 합동위원장(외교부 북미국장·주한미군 부사
령관) 회의(3.23, 5.31, 7.12, 11.21), 특별합동위원장(외교부 북미심의관·주한미군 기
획참모부장) 회의(1.4, 3.12, 9.7)를 개최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한·미 간 각급 협의체를 활발히 가동했다. 특히 SOFA 조항상의 노무특별위원회 절차
를 가동함으로써 최초로 한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결정 합의를 도출하는 등 우
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내 관련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
화하기 위해 SOFA 분과위원장 회의(11.6)를 개최했다.
제199차 SOFA 합동위원회는 특별히 평택시청에서 개최(12.11)해 주한미군-지역사
회 간 긍정적인 관계 발전이 필수 과제라는 점에서 양국 간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미 양국은 합동위원회에서 ①주한미군 기지 인근에서 범죄 예방 및
소음 피해 경감 등 지역 현안 관리를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 ②용산기지 반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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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양국은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이

제4절

주변국과 협력외교

낙연 국무총리-아베 신조 총리 양자회담(9.11),
7차례 외교장관회담(3.17, 4.11, 6.14, 7.8,
8.2, 9.11, 9.26) 등 고위급 간 다층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역사 인식
문제 및 과거사 현안 해결과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소

한·일본 정상회담(2018.9.25, 뉴욕)

통을 통해 한·일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
련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했다.
양국은 경제적, 문화적, 인적 교류 등 실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2018년 5월 ‘한·일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TF’가 출범해 양국 간 문화·
인적 교류의 균형적 확대가 모색됐으며, 2018년 한 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1 한·일 관계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
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
전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역사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동시에 양국 간 실질협력을 확대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한·일 양국은 정상 및 고위급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 및 양국
간 주요 현안 관련 논의를 위해 지속해서 소통했다. 양국 정상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
기로 열린 정상회담(2.9), 한·일·중 3국 정상회의(5.9),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정
상회담(9.25)을 통해 양국의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양국은 201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채택한 ‘21세기의 새
로운 한·일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
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52

20주년을 기념하는 공공외교사업이 다수 시행됐다. 2009년 이후 매년 실시되는 한·
일축제한마당(9.9 서울, 9.22~23 도쿄)도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그와 함께 양국 정부
는 우리 청년의 일본 진출을 위한 ‘한일대학 3+1’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분야
에서 협력 기반을 모색했다.
2018년 한·일 국민 간 상호교류 역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경제·통상 분야
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상호 3위의 교역상대국으로서 양국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85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우리의 대일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13.8% 증가(305억 3,000만 달러)했다. 인적 교류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2018년 일본인 294만 9,000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인 753만 9,000명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한 해 동안 양국을 오간 사람의 숫자는 1,000만 명을 넘었다. 그뿐만 아
니라 제41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 총회(12.14 서울) 개최, 한·일 의원연맹 소
속 의원 방일(9차례), 한국 기자단 방일(1월, 12월)과 일본 기자단 방한(7월) 등 의회·
언론계의 교류도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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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국 간 교류 협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이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한·일 간 주요 인사교류
구분

정상(급)회담

외교
장·차관회담

고위급 인사
주요 교류

일자

주요 내용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견해 차에 따라 양국 관계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관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피해자들의 고통

2018.2.9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평창)

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2018.5.9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도쿄)

서 이 사안을 다루어 나가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중한 대응과 협력을 일본 정

2018.9.11

동방경제포럼 계기 이낙연 국무총리-아베 신조 총리
양자회담(블라디보스토크)

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2018.9.25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뉴욕)

2018.3.17

강경화 외교장관 방미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워싱턴)

2018.4.11

고노 다로 외무대신 방한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서울)

2018.6.14

고노 다로 외무대신 방한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서울)

2018.7.8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도쿄)

학습지도 요령 및 해설서(7.17), 방위백서(8.28) 등을 통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엄중

2018.8.2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싱가포르)

히 대응했다.

2018.9.11

WEF 아세안 지역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하노이)

2018.9.26

유엔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뉴욕)

2018.10.25

한·일 외교차관회담(도쿄)

2018.2.8~12

일본 국회의원대표단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

2018.2.10~12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 한·일의회 미래대화 참석차 방한

2018.3.8~11

일본 의원단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

의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 우리 정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양국 관계의 완

2018.4.15~17

한·일 의원연맹 회장단 방일

전한 회복 달성을 목표로 정상·고위급, 지방정부 등 각급 교류는 물론이고 경제·인

2018.4.30~5.2

야마사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 인솔 일본 의원단 방한

적교류 등 실질협력 측면에서 다방면의 소통·협력을 전개했다.

2018.7.31~8.2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일행 방한

2018.8.2~4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한·일 의원연맹 방일)

2018.8.6~8

입헌민주당 의원단 방한

2018.10.1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연맹 회장 방한

2018.11.18

제54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 총회

2018.12.14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 총회

한·일 간 역사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한
다는 기조하에 일본 지도급 인사의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 미화의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 외무대신의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와 관련한 국회 외교연설
(1.22),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2.22), 외교청서(5.15), 일본 고등학교

2 한·중 관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12.13~16)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관계 회복

양국 정상 교류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과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각 한·중 정상 간 통화(1.11, 5.4)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한·중 관계 회복 동력을 유지, 강화했다. 또한 한·일·중 정상회의
를 계기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리커창 총리 회담(5.9, 도쿄), APEC 정상회의를 계기
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11.17, 포트모르즈비)을 통해 한·중 교류협력 회복 가속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중국 내 우리 독립사적지 보존, 미세먼지 공동대응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제반 분야
에서의 협력 및 양국 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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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진행돼 동방경제포
한·중 간 주요 인사교류

럼 참석을 계기로 이낙연 국무총리-시진핑 주
석 환담(9.12, 블라디보스토크)을 비롯해 한정

구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2.8~10), 류
옌둥 부총리(2.24~26), 양제츠 중국공산당 중
앙정치국 위원(3.29~30) 등 중국 고위급 인사
한·중국 정상회담(2018.11.17, 포트모르즈비)

정상(급)회담·환담

의 방한도 성사됐다. 한편 우리 외교장관은 아
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8.3, 싱가포르)와 유

엔총회(9.26, 뉴욕)를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한·중 교류협력을

외교 장·차관회담

복원하고 한반도 정세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한편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가 복원되고 발전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방정부 간
교류도 두드러졌다. 위안자쥔 저장성장(8.23~26), 왕샤오둥 후베이성장(8.26~28), 인
리 쓰촨성장(9.1~4), 쑨즈강 구이저우성 당서기(9.18~20), 천우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10.14~17), 리훙중 정치국원 겸 톈진시 당서기(10.24~27), 선샤오밍 하이난성장

일자

주요 내용

2018.5.9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문재인 대통령-리커창
총리 회담(도쿄)

2018.9.12

동방경제포럼 계기 이낙연 국무총리-시진핑 주석
환담(블라디보스토크)

2018.11.17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포트모르즈비)

2018.8.3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싱가포르)

2018.9.26

유엔총회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뉴욕)

2018.1.16~20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 방중

2018.2.8~10

한정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방한

2018.2.24~26

류옌둥 부총리 방한

2018.3.29~30

양제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방한

2018.8.15~1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단 방중

(11.1~3)이 방한하는 등 지방정부 간 방문과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또한 유력

2018.8.23~26

위안자쥔 저장성장 방한

인사 초청, 한·중 미래지향 교류, 한·중 청소년 교류, 기자단 교류 등 한·중 간 다

2018.8.26~28

왕샤오둥 후베이성장 충청북도 초청 방한

2018.9.1~4

인리 쓰촨성장 충청남도 초청 방한

2018.9.18~20

쑨즈강 구이저우성 당서기 세종시 초청 방한

2018.9.19~21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제11차 합동회의 개최(서울)
및 딩중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일행 방한

2018.10.14~17

천우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방한

2018.10.24~27

리훙중 정치국원 겸 톈진시 당서기 중국 유력인사
초청사업으로 방한

2018.11.1~3

선샤오밍 하이난성장 방한

2018.11.2~28

제2차 한·중 지사·성장회의 한국 대표단 방중

양한 교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양국 간 소통 및 우호 증진을 도모했다.
한·중 간 민관 분야의 협력도 지속됐다. 중국 기자단 한국 초청(11월), 중국 언론

고위급 인사 주요
교류

인 및 파워블로거 방한(11월) 등 교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소통을
강화했다.
경제교류 측면에서 2018년 한·중 간 교역액은 약 2,686억 달러로 전년대비 11.9%
증가해, 중국은 우리의 제1위 수출·수입 대상국,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지역이 중국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2017년 대비 14.9% 증가
한 약 480만 명을 기록했다.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2017년 주 1,051회(2017년 동계)
에서 2018년에는 주 1,138회(2018년 동계)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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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러 관계
2018년은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국과 러시아는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극동개발 관련 협력

함께 3국 협력분야별 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다양한 협력 사업을 협의, 추진함으로써 3국

은 취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4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특히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한 한 해였다.

2018년 6월에는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으로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 방

먼저 한·일·중 3국은 2015년 제6차 정

문에서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

상회의 개최 이래 약 2년 반 만에 제7차

구적 평화 및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양국은 러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일·중 정상회의(5.9, 도쿄)를 성공적으

수교 30주년 준비, 실질협력(남·북·러 3국 협력 사업과 관련한 공동연구 추진, 혁

로 개최했다.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 등 3국

신, 유라시아·극동, 보건·의료 등), 한반도 및 아·태 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협력 제도화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3

정상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국 협력 제도화 및 인적교류, 경제·무역·금융 협력,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 등에서

양국은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

총 22개 성과사업에 합의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한·일·중 정상 특별성명’을

기로도 정상회담을 열고 수교 30주년인 2020

채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목표를 확인한 4.27 판문점

년까지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

남북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공

명’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와

동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함께 극동 지역 개발 협력을 위한 ‘9개 다리

또한 한·일·중 3국은 교육장관회의(3.20, 도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5.4,

(9-Bridge)’ 분야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

마닐라), ICT장관회의(5.27~28, 도쿄), 환경장관회의(6.23~24, 쑤저우), 교통물류장관

한 과학기술 혁신 및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회의(7.17~18, 서울), 문화장관회의(8.29~9.1, 하얼빈), 스포츠장관회의 (10.12~13, 도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

쿄), 관광장관회의(10.27, 쑤저우), 보건장관회의(11.24~25, 구마모토) 등 10개의 장관

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급 협의체를 포함한 다수의 3국 간 협의를 추진했다.

한·러시아 정상회담(2018.6.22, 모스크바)

그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

그와 함께 한·일·중 3국 대학생 외교캠프(7.17~20, 순천·담양), 3국 청년모의

(9.12)했다. 양측은 6월 한·러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러시아와 9개 다리 분야별

정상회의(8.26~31, 서울), 3국 공무원 협력 워크숍(10.25~26, 속초), 3국 협력 논문

실질협력 증진 및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

경진대회(11.9, 세종) 등 3국의 공무원과 미래 협력의 주역인 청년 간 교류 증진을 위

어 이 총리는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9개 다리 분야 협력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제시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이 역내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 동북아

한편 3국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은 3국협력 국제포럼
(IFTC)(4.17~18, 도쿄)을 개최했으며 한·일·중 공용한자어휘집 출판기념회(8.16), 3국 기
자단 교류프로그램(6.21), 청년대사 프로그램(7.30) 등 다양한 3국 협력 사업을 주관했다.

58

다자평화안보체제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은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차례(2.28, 8.2) 회담했다.

59

2019 외교백서 | 제2장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 |

제4절 주변국과 협력외교

양국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정세, 유엔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관한 의
견을 교환했다. 2차례 회담을 통해 강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분

일자

주요 내용

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항구적

2018.2.1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모스크바)

평화정착을 위해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3.5

송영길 북방위원장–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간
제1차 한·러협의회(블라디보스토크)

2018.3.13~14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러시아 방문

2018.6.24~25

송영길 북방위원장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2018.10.16~18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러시아 방문

2018.11.7~9

알렉산드르 코즐로프(Alexandr Kozlov)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계기 방한

2018.6.24~29

올가 예피파노바(Olga Epifanova) 러시아 하원 부의장
방한

2018.7.30

레오니드 슬루츠키(Leonid Slutsky) 러시아
하원위원장 방한

2018.8.12~14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러시아 방문

2018.10.4~6

발렌티나 마트비엔코(Valentina Matvienko) 러시아
상원의장 방한

2018.10.8~11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 문희상 국회의장-뱌체슬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 러시아 하원의장 양자회담

양국 의회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됐다. 우리 국회는 러시아 하원, 터키 의회와 공
동주최로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10.8~11, 안탈리아)를 열고 우리 국회의장과

기타 고위급
인사교류

러시아 하원의장 간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그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장 방한(10.4~6),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러시아 방문(8.12~14) 등 양국 의회 주요 인사 간 활발한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다. 양국 의원들은 민관산학협력체인 한·러대화 제4차 KRD 포
럼에도 참석해 교류를 이어갔다.

한·러 간 주요 인사교류
구분

정상회담 및 통화

총리급 교류

외교장관회담

외교차관(보)급
교류

일자

의회 인사교류

주요 내용

2018.4.29

한·러 정상 간 통화

2018.6.22

러시아 국빈 방문 계기 한·러 정상회담

2018.11.14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 한·러 정상회담

2018.6.7

이낙연 국무총리,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러시아 부총리 접견

2018.9.10~12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동방경제포럼 계기 러시아
방문

2018.7.9~12

김동연 경제부총리, 러시아 국제산업박람회 이노프롬
계기 러시아 방문

2018.2.28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계기 한·러
외교장관회담

2018.8.2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러 외교장관회담

2018.5.16~18

윤순구 외교차관보 러시아 방문
- 제12차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및 제18차 차관급
정책협의회

2018.6.1

제6차 한·러 전략대화(서울)

한편 한·러 양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극동개발 관련 실질협력을 확대하기 위
한 공동 노력을 지속했다. 농업·어업·산업·경제과학기술·환경·항공 등 다양한 분
야의 정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양국의 실질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한국
의 17개 지방정부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소속 9개 지방정부는 ‘한·러 지방협력포럼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함께하는 한·러,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제1차 지방
협력포럼(11.7~9, 포항)을 개최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양국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호혜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경제·통상, 항만, 물류, 관
광, 의료, 교육, 과학, 인적·문화교류, 항만 분야 등 포괄적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
는 ‘포항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6월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철
도공사 간 TKR-TSR 철도 연결 관련 공동연구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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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원부-에너지부 간 전력망 연계 공동연구 등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한·러대화는 민간 부문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정상의 합의로 2008년 출범

10월에는 전력, 가스 분야 공동연구를 개시해 여건 조성 시 남·북·러 3각협력 사업

한 민간협의체로 ①정치국제관계 ②경제통상 ③문화예술 ④교육과학 ⑤언론사회 ⑥차

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했다. 러시아와 경제 교류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한·

세대 등 6개 분과에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한·러대화 차

러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7년 대비 약 30% 증가한 약 2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에서 박경리 동상 제막(6.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제4차 KRD 포럼, 한·러 전문가

민간 차원에서는 ‘한·러대화(KRD: Korea-Russia Dialogue)’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했다.

세미나, 러시아 다큐영화제, 송년 러시아 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이 연중 시행됐다.
우리 정부는 양국 국민 간 우호증진과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국민외교 강화에 주력했다. 그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 관심 있는 대
학생, 중소상공인, 스타트업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공모

한·러대화 주요 사업
주관 분과

사무국
6개 분과

정치국제관계

경제통상

문화예술

교육과학

일자/장소

2018.6.21~22,
모스크바

전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으로 극동지역과 협력에 관한 정
사업명

제4차 KRD 포럼
- 주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천적 한·러 협력
- (정치·경제) 제3차 한·러 정경콘퍼런스
- (문화예술) 박경리 동상 건립 제막식
- (차세대) 제4차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러대화-한국언론진흥재단 간 양국 언론인교류
양해각서 체결

2018.5.11, 서울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기념 국내
전문가 세미나
- 주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전략과 과제

2018.9.28,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러 전문가 세미나
- 주제: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맥락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안전보장 문제

2018.11.9, 서울

공공외교 세미나
- 주제: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현황과 발전 방향

2018.4.26,
모스크바

한·러 전문가 세미나
- 주제: 한·러 첨단기술 협력과 북극 개발

2018.11.15~17,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

2018.12.8~9, 서울

러시아 다큐영화제

2018.12.15, 서울

송년 러시아 음악회

2018.11.20~23,
하바롭스크

제6차 한·러 대학총장포럼

책 및 사업아이디어 공모, 신북방 아카데미 교육 및 극동 지역 현지 탐방, 최종보고서
발표회로 이루어져 진행됐다. 9월 1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관광, 농업,
수산업, 보건, 교육·문화, 교통·물류, 환경·에너지 등 7개 공모 분야에 총 55팀,
134명이 응모했고 그 가운데 9개 팀, 25명이 서류심사 및 사업아이디어 발표회를 거
쳐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으로 선발됐다.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은 러시아
극동 지역과 협력하는 데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실현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원)생,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
고 있는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향후 한·러 관계의 발전을 이끌 극동 전문가 양성에
기여했다.

5 한·몽 관계
2018년은 우흐나 후렐수흐(Ukhnaa Khürelsükh) 몽골 총리의 방한(1월)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진전된 해였다. 양국은 서울에서 열린 총리회담을 통해 에너지, 보
건·복지,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했고, 한·몽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총리 방한
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 장관은 한·몽 대외경제 협력기금 기본 약정, 한·몽 고용노동
분야 협력 MOU, 한·몽 고용허가제 MOU 개정안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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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국은 제3차 한·몽 공동위(3.26)를 개최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같은 날 개최된 ‘정부 간 협의회’에서는 역내 주요국을 포함해 호주와 뉴질랜드 등

협의했으며, 제4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할트마 바툴가(Khaltmaa

8개국과 EU, OSCE, ASEAN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역내 다

Battulga) 몽골 대통령과 양자회담(9.11)을 하는 자리에서 양국 관계 격상, 에너지·철

자협력 증진 방안과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의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

도 등 양국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했다.

한편 양국 간 민관교류 협력도 지속해 몽골 기자단 초청 사업(11.5~9), 몽골 언론

또한 울란바토르 대화, 제주포럼과 같은 국제행사와 다양한 양자 접촉을 통해 동북

인 간담회(12.24) 등 다양한 교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 증진을 도모했다.

아 평화협력 플랫폼 주요 참여국 및 대화 파트너를 대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의 의의와 동북아 다자협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
산을 위해 노력했다.

6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

한편 우리 정부는 1.5 트랙 차원의 다자협의 추진과 더불어 역내 협력 저변을 관
차원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별로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추진했다. 그 실천

업을 통해 국내 연구기관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주요국의 민간 연구기관이

과제 중 하나로 역내 대화와 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협력해 동북아 역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을 위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우선 미·중·일·러·몽 등 동북아 역내 주요국과 EU, OSCE, ASEAN 등 역외
국외 민관 네트워크 구축 성과

대화 파트너의 정부 대표, 전직 정부 및 학계 저명인사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5 트랙 차원의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을 개최(11.28, 서울)했다. 동 포럼에서는 동북

회의명

일자

장소

협력 기관

아 다자협력대화, 초기 단계에서의 신뢰구축 조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 방안 등

동북아포럼

2018.8.21

창춘

세종연구소-지린대-베이징대

을 논의했다.

한·중 학자 원탁 회의

2018.8.22

옌지

세종연구소-옌볜대

동아시아 다자안보
신뢰구축 회의

2018.8.28

베이징

제주평화연구원-베이징판구연구소

동아시아 다자안보
신뢰구축 회의

2018.8.30

상하이

제주평화연구원-푸단대

2018 한국·몽골 전략대화

2018.9.5

울란바토르

세종연구소-몽골전략연구소

2018 한·러 포럼

2018.10.11

블라디보스토크

세종연구소-러시아 극동연방대

2018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2018.11.28, 서울)

64

2018 동북아 평화협력 정부 간 협의회
(2018.11.2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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