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지역협력외교 / 371

제 1 절 지역협력외교
1. 동아시아 협력(ASEAN+3)
1997년 정상회의 계기로 설립된 ASEAN+3 체제는 협의분야가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환경 및 테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
고 있으며, 동아시아 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 EASG)
및 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IDEA) 등 적극적인 구상이 발표되고
이에 따른 협력사업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공고화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아시아 협력증진을 위해 1998년 및 20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 EAVG) 및 정부차원의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을 각각 제안한 후,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작업결과로 2002년
ASEAN+3 정상회의에 제출한 EASG 최종보고서는 ASEAN 각국
의 환영과 지지속에 채택되었다.
EASG 최종보고서에는‘평화, 번영, 발전’
의 동아시아 비전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역내 협력과 상호신뢰 증진을 위한 경제, 금융,
정치, 안보, 사회, 환경, 문화정체성과 제도 분야의 17개 단기조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 9개 중∙
장기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동 조치중 하나인 동아시아포럼(The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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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 EAF)의 창립총회를 2003년 12월 15~16일간 서울에서 개최
하였다. 동아시아포럼 창립총회에는 300여명의 정부, 학계, 비즈니
스계의 인사들이 참가하여‘동아시아의 평화, 번영, 발전 : 도전과
새로운 비전’제하에 동아시아 지역통합, 공동의 번영, 무역 및 투자
증진, EASG 권고 사업의 수행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ASEAN+3의 바람직한 장기적 목표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
는 제도적 장치가 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
창설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편 2003년 10월 8일 ASEAN+3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ASEAN+3 체제가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과제로 ① 핵문제나 테러 문제와 같은 정치∙안보적인 불안요
인을 해소하여 역내 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② 역내

동아시아포럼 창립총회(2003년 12월 15�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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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개발격차 해소 협력 등을 통해 경제∙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우호적 여건 공고화, ③ 느슨한 형태인 현행 ASEAN+3 체제를 동아
시아 공동체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제도화된 체제로의 발전을
제시하였다.
2004년에는 6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ASEAN+3 외교장관
회의, 그리고 11월에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제8차 ASEAN+3 정상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 한∙중∙일 3국 협력
한∙중∙일 3국은 최근 문화∙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요 안보이슈 및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3국간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시 한∙중∙일 3국 정상
이 최초로 회동한 이래, 한∙중∙일 정상회의가 2002년부터 공식회
의로 격상됨으로써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및 대ASEAN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3국 외교장관회의를 비롯
경제∙통상, 재무, 환경, 과학기술, IT 등의 분야에서 3국 장관회의
가 구성되어 후속조치가 협의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 7일 발리에서 개최된 제5차 정상회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총리, 원쟈바오 중국 총리가 참석하여
「한∙중∙일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을 발표함으로써‘국제규범 존중,
전면적∙미래지향적 협력, 민간 역할 중시’등의 원칙하에 무역∙투자,
IT, 환경, 재해, 에너지, 금융, 과학∙기술, 관광, 어업, 문화, 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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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정상회의시 한∙중∙일 정상회의(2003년 10월 7일)

아 협력, 국제무대, 안보, 초국가적 문제 등 14개 분야에서 3국 협력
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합의를 이루었다. 동 선언은 한∙중∙일 정상
간에 최초로 3국간의 협력방향에 관해 문서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며, 이로써 한∙중∙일 3국간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가 마련되었다. 이후 후속조치로서 동 공동선언의 이행과 점검
을 위해 3국 외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3자위원회’
가 설립되어,
2004년 상반기 중 제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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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가. 2003년도 제11차 APEC 정상회의 결과
1) 개 관
2003년 10월 20~21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1차 APEC 정상
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①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② 인간
안보 강화, ③ APEC을 통한 세계화의 혜택 향유라는 3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주요 논의 결과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관련,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재활성화를 촉구하
였다. 인간안보 강화와 관련해서는 초국가적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역내 경제발전을 저해함을 확인하고, APEC이 인간안보 강화
라는 보완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SARS, 조류독감 등 전염병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안보
에 관한 정상성명을 별도로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혜택
향유를 위한 APEC 차원의 기여를 위해 APEC의 효율성 제고, 경제
기술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및 여타 민간기구와의 협력 강화에 합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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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2003년 10월 20�21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6자회담의 지속적 개최, 한반
도의 완전하고 항구적인 비핵화를 촉구하는 정상들의 공동 인식을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의장이 구두로 발표하였다.
한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BAC) 위원들과 회원국 정상들은‘다양성 속의 조화롭고 균
형된 성장의 달성’
이라는 주제로 서로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우리나라 참가 성과
노무현 대통령은 동 APEC 정상회의 참가 계기에 한반도 주변 4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관계 평가(한∙미 정상회담), 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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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정착 협의(한∙중 정상회담), 한∙일 자유무역협정 교섭 개시
(한∙일 정상회담), 한반도 횡단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공동연구
시행 합의(한∙러 정상회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제들에 대한 건설적 의견을 제시
함으로써 논의의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 WTO DDA 협상 재개를 위한 APEC의
의지 표명에 동참하였고,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및 보고르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인간안보 강화 논의에서는 국제테러단체 해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초국가적 위협 대처 등 APEC내 안보이슈 논의 강화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으며, 우리의 반테러 협력 현황을 소개하였다.

나. 2003년 제15차 APEC 각료회의 결과
1) 개 요
제15차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가 2003년 10월 17~18일
태국 방콕에서 21개 APEC 회원국 외무장관과 통상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과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였다.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① 다자무역체제 강화, ②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③ 반테러, ④ 경제기술협력, 능력 배양 및 개발공약의 이행,
⑤ 지식기반경제, ⑥ 기타 인간안보 이슈, ⑦ 국제금융체제, ⑧ 새로
운 성장기업 :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⑨ APEC 개혁, ⑩ 기타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라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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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의 결과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관련, 회원국 외무장관과 통상장관은 WTO
칸쿤 각료회의 의장인 Derbez 멕시코 통상장관의 초안을 기초로 향후
DDA 협상을 재개하며, WTO 능력배양활동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
하기로 합의하였다.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관련하여 2006년까지 거래비용을
5% 절감하기로 한 당초의 목표를 가급적 조속히 이행키로 하고,
‘APEC 구조개혁 행동계획’
을 승인하였다.
반테러 및 인간안보 강화 관련,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통제 강화, 사전
승객정보제도 이행,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승인, 반테러 능력 배양,
SARS 행동계획 강조 및 보건안보 이니셔티브 승인에 합의하였다.
경제기술협력, 능력 배양 및 개발공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2003년
도 설정한 우선순위를 승인하고,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합의하였다.
지식기반경제 관련, IT 능력 배양, 교육재단, 사이버교육협력, 인터넷
접근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합의하였고, 지적재산권서
비스센터 설립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포괄적 전략을 승인하였다.
국제금융체제 및 중소기업 관련, 역내의 건전하고 유연한 금융체제
수립 및 채권시장 활성화에 합의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시장에 대한
접근 및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APEC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APEC의 효율성 제고 및 대응능력 제고
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혁제안 개발 및 이행
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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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참가 성과
우리 대표단은 다자무역체제와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가하였고, 인간안보, 경제기술협력, APEC
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관련, DDA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균형과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농업관
련, Derbez 초안이 수출국의 이익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테러 및 인간안보 관련, 강화된 보안조치가 역내 무역∙투자 자유
화 및 원활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신기술 활용, 능력 배양 등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반테러
관련 국제적 협력에 우리가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보건안
보 관련 APEC 차원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지식기반경제 관련, 우리는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교육재단,
사이버교육협력 등 우리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APEC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현 APEC 체제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
으로 구체적인 시한에 맞추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특히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 APEC 개혁 논의에 대한 기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다. 2003년도 APEC 통상장관회의 결과
1) 개 요
2003년도 APEC 통상장관회의가 2003년 6월 1~3일간 태국 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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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1개 APEC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
표단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강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민간과의 교류가 논의되었으며 아울러 구조개혁
이 APEC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2) 주요 논의 결과
첫째,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관련, WTO에 대한 APEC의 기여를
강조하고 제5차 WTO 각료회의(2003년 9월)의 성공을 위한 APEC
회원국들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원칙
으로 WTO 규범 및 APEC 원칙과의 합치, 포괄성, 높은 수준, 투명
성 등을 강조하였다.
둘째,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관련, 2002년 APEC 정상회
의에서 채택한 APEC 무역원활화 행동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반
테러 협력을 위한 역내 교역안전 이니셔티브, 반테러 작업반의 출범
을 평가하였다. 또한 선구자적 접근법 관련, 기승인된 이니셔티브의
진전현황을 평가하고,‘무역과 디지털 경제성명 이행계획’
과‘분야
별 식품 상호인정협정’
을 신규 이니셔티브로 승인하였다.
셋째, 민간과의 협력 관련,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2003년 정상회의
에 제출할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
고, 구조개혁과 관련하여서는, 경제개방정책과 구조개혁 진전이 병행
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APEC 생명과학혁신포럼(Life
Science Innovation Forum : LSIF)의 출범을 환영하고 유전자 변
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Labelling 및 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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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회원국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보건안보 관련, APEC
SARS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APEC 보건장관회의의 개최를 환영하
였다.
3) 우리나라 참가 성과
2003년 통상장관회의는 SARS의 경제적 여파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에 대한
통상장관들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역내 경제 및 APEC의 신뢰 강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WTO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DDA 특별회의를 개최
하여, 성공적 협상 진전에 대한 회원국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 APEC이 기업활
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으로 무역원활화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무역과 디지털경제성명 이행계획 승인을 지지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불법복제 방지 이니셔티브 최적관행 작성과정에의 기여 의사
를 표명하였다.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
면서 건전한 경제구조의 중요성을 실감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포괄적이고 강화된 구조개혁 협력 제안을 지지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호주, 태국의 통상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대북
경제지원, 한∙싱 자유무역협정, APEC내에서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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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가. 추진배경 및 경과
1996년 3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ASEM 정상회의는‘아시
아∙유럽간 새로운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는 주제하에 개최되었다.
탈냉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APEC, EU,
NAFTA 등 여타 지역 내 및 지역간의 지역협력 심화 추세와는 대조
적으로 아시아와 유럽간의 교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고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간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
여 싱가포르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 지역간의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지역협력체로서‘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의 창설을
제안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 ASEAN, EU의 호응 아래 창설되
어 현재까지 네 차례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에 이어 1998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ASEM
정상회의는 ASEM이 양 지역간의 실질적인 협력체라는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현안이었던 동아
시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들이 ASEM 차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SEM 신탁기금(ASEM
Trust Fund) 설치 및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아시아 회원국들에 대
한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파견과 같은 상호협력 방안이 논의되
었다.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 관계’
라는 주제하에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ASEM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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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ASEM 차원의 지지가 천명되는 계기가 되었다.‘2000 아시아∙
유럽 협력체제(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 : AECF
2000)’
가 채택됨으로써 ASEM 회원국 간에 ASEM의 향후 10년간
의 발전방향 및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한반도
평화에 대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의 채택을 통해 ASEM 회원국들은 남북정상회
담 개최 등 한반도의 화해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002년 9월 덴마크에서 개최된 제4차 ASEM 정상회의는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부각된 테러 문제, 세계경제 회복방안, 사회∙문화∙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
ASEM 차원의 반테러 협력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구체 협력 프로그램
을 담은‘반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코펜하겐 선언(ASEM Copenhagen
Declaration on Cooperation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이 채택되었다. 또한, 제3차 정상회의에 이어 한반도 문
제도 집중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ASEM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재확인하는‘한반도 평화를 위한 코펜
하겐 정치선언(ASEM Copenhagen Political Decla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이 채택되었다. 제5차 정상회의
는 2004년 10월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나. 주요 ASEM 회의
1) 제5차 외교장관회의
2003년 7월 23~24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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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제반 ASEM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였고
제5차 하노이 ASEM 정상회의의 개최를 확정하였다.
이 외교장관회의에서는 ASEM의 정치대화 채널이 다양한 범세계
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테러, 대량살
상무기 확산, 환경문제 등의 국제 문제에 대하여 ASEM 회원국들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였고 WMD 비확산 문제에 대한 정치선
언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
어져 참가국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
적 해결에 대한 지지와 이를 위한 ASEM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
를 표명하였다.
한편 미얀마의 민주화 부진에 따른 EU 회원국들의 반대로 미얀마
의 ASEM 가입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보였다.
제6차 ASEM 외무장관회의는 2004년 4월 17~18일간 아일랜드에
서 개최될 예정이다.
2) 제5차 경제장관회의
제5차 경제장관회의가 2003년 7월 23~24일간 중국 대련에서 25개
회원국 경제장관 및 Lamy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세계경제 현황, WTO 관련 이슈, ASEM 경제분야 재검토,
아시아 및 유럽의 경제통합 현황 등에 관해 논의하고, 동 결과를 반영
한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회원국 경제장관들은 WTO 이슈에 관해, WTO 칸쿤 각료회의 준비
현황,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ASEM 회원국의 WTO 가입 문제뿐
아니라 도하개발아젠다(DDA) 각 이슈별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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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경제분야 재검토와 관련,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 SOMTI)가 작성
한 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 경제분야 논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조정
국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 TFAP)
의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투자 촉진 행동계획(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 IPAP)의 분야별 협력방안을 승인하였다.
아시아 및 유럽의 경제통합과 관련하여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
히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 동향과 EU의 확대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제5차 재무장관회의
제5차 재무장관회의가 2003년 7월 5~6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어 세계경제 현황, 아시아∙유럽간 성장과 개발을 위한 파트
너쉽, 역내 금융협력 강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SARS의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
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세계
및 역내 경제 전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개도국 빈곤 완화
등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 아젠다의 이행 필요성에 대하여서도 논의
하였다.
또한 아시아∙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개발의 일환으로 금융당
국자간 인적교류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가 제안한‘발리 이니셔티
브’
에 대하여, 향후 그 구체적 실행방안에 관한 논의를 거쳐 차기회
의에 보고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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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역내 금융협력 증진 차원에서 ①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② 신용경색 등 새로운 금융이슈에 대한 논의 증대, ③ 유럽의 금융
시장 통합 및 금융감독자간 협력 증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서는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재확인했으며,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FATF)
의 개정권고안 및 특별권고안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4) 기타 주요 회의 및 사업
2000년 서울 제3차 ASEM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우리나라와 프랑스,
싱가포르의 공동 제안사업인 ASEM 장학사업(ASEM DUO Fellowship
Programme)은 아시아∙유럽간 교류 대상자로 2002년에 교수 6쌍,
학생 9쌍 등 총 35쌍에 이어 2003년에도 교수 32쌍, 학생 66쌍 등
총 98쌍을 선발하여 교류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또한 아시아유럽재단(Asia-Europe Foundation :
ASEF)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ASEF는 아시아∙유럽 양 지
역간 학술, 문화 및 인적 교류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이해
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재단이다. 우리나라는 제7차 젊
은 지도자회의(8월 24~29일, 베트남), 젊은 의회 지도자회의(10월
23~26일, 중국) 등 ASEF가 주관한 각종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
였다.
우리나라는 또한 2003년중에 아동의 사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
가회의(3월 3~5일, 필리핀), ASEM 인신매매 방지 및 여성∙아동
보호 세미나(9월 1~3일, 태국), ASEM 반테러 세미나(9월 21~22일,
중국), ASEM 긴급공중보건사건 관리 세미나(10월 23~24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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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타 회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ASEM 각국간 환경문제에 대한 협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2차
ASEM 환경장관회의가 2003년 10월 11~13일간 이태리 레체에서
개최되어,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후속조치
및 ASEM 국가간 환경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
다. 또한 2002년 제4차 ASEM 정상회의시 중국이 제안한 농업협력
고위급 회의가 2003년 11월 10~13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는 농산물 교역 및 투자, 농업생명공학, 친환경농업 및 지속
가능농업 발전 전략 등 농업무역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되
었다.
또한 제5차 관세행정 최고책임자회의가 2003년 9월 30~10월 1일
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ASEM 회원국 및 EU 집행위의
관세행정대표들이 참석하여‘ASEM 지역 세관협력을 통한 무역원활
화와 안전확보’
라는 주제하에 이루어졌으며 향후 ASEM 국가들간의
통관절차 개선 및 관세제도 조화 방안을 위한 연구작업을 위한 서울
Initiative가 채택되었다.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EU 집행위가 공동 제안
하여 채택된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정보통신망(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 : TEIN) 사업 관련, 2003년 5월에 한∙말
레이시아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고, 한∙불간 연결망이 17Mbps(최대
34 Mbps)로 증속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
2002년 9월 제4차 정상회의시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가 아시아∙
유럽간 실질 연계고리 강화를 위하여 설립을 제안한‘ASEM 무역∙
금융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between Asia and Europe)가 2003년 설치되어 2003년중 5월, 9월
및 11월에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Task Force는 아시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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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7명의 고위전문가로 구성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장이 위원으로 참석중이다.
한편 ASEM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의 우선분야중 우리나라
가 스웨덴과 함께 주도국으로 역할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
어,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3차 ASEM 실무회의가 2003년 10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ASEM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e-Logistics,
e-Learning 및 e-Health가 논의되고 이들 세 분야에 대한 신규 협력
사업 및 ASEM e-Health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다. 우리나라의 대ASEM 외교
ASEM 창설 이래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대ASEM 외교를 전개함으
로써 일본, 중국, ASEAN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EU 등
유럽 국가들과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왔다.
ASEM 내에서의 정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평화번
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ASEM 국가들과의 무역
투자 확대는 우리 통상외교를 다각화시키고 경제적 실익을 확대시키
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ASEM 내에서의 협력
관계를 통해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ASEM을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다원
화시켜나가는 한편, ASEM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ASEM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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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SEAN 지역안보포럼(ARF)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대화
가. ASEAN 지역안보포럼(ARF)
1) 개 요
1994년 출범한 ASEAN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은 남∙북한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ASEAN
10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 국가와 EU 의장국의 외무장관
들이 매년 한 차례 회동하여 주요 안보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
하는 역내 유일의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이다.
2) 우리나라의 기여
우리나라는 1994년 ARF 출범 이래 ARF의 각종 활동에 활발히 참
여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10차 외교장관회의에서 점증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증진을 모색하고자‘사이
버테러리즘 세미나’
를 2004년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11월
19~22일간 북경에서 열린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에서 개최 계획을 설명하였다.

390 / 제 6 장 지역협력 및 다자외교 활동

3) 북한의 ARF 참여
북한은 2000년 7월 27일 방콕에서 개최된 제7차 ARF 외교장관회
의에서 23번째로 정식 가입하였으며, 이 회의에는 백남순 외무상이
참석하였다. 이후 2001년 제8차 외교장관회의 및 2003년도 제10차
외교장관회의에는 허종 순회대사가 수석대표로 대리 참석하였으며,
2002년 제9차 외교장관회의에는 백남순 외무상이 참석하였다. 북한
은 2000년 회의 참석을 계기로 11개국과 양자회담(남북 외무장관
회의 포함)을 개최한데 이어 2002년 회의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브루나이, EU, 호주, 필리핀 등 7개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다.
2003년에는 백남순 외무상이 불참한 관계로 양자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4) 제10차 ARF 외교장관회의
제10차 ARF 외교장관회의는 2003년 6월 18일 캄보디아 프놈펜
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과 북한의 허종
순회대사 등이 참석하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였으며, 북한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협력을 재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결정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를 환영
하고, 남북간 다양한 수준의 대화와 교류가 안보현안의 평화적 해결
을 위한 채널로서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여타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한 논의에서 동티모르 독립 이후의 진전,
특히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간 긍정적 관계발전에 대해 환영하고,
스리랑카와 타밀반군(LTTE)간의 평화회담 개최를 평가하면서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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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미얀마 정세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미얀마의 정치상황에 대해 우려
를 표명하고 미얀마 정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를 석방하고 정치대화
를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회원국들은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로 대두된 테러
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UN 대테러위원회의 틀 내에서
지역국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 대테러 동남아지역센터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ASEAN 지역안보포럼이 신뢰구축에서 예방외교 단계로 발전
해 나가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저명인사 및
전문가(Experts/Eminent Persons : EEPs)의 명부를 가급적 이른
시기안에 활용하기 위하여 저명인사 및 전문가 활동지침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다수 국가들이 이에 대해 지지하
는 입장을 나타냈다.
5) 민간차원의 안보협력 대화
비정부 차원에서 21개 아∙태 지역 국가들간의 안보협력대화체인
아∙태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 CSCAP)는 민간차원에서 아∙태 지역의 안보문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아∙태안보협력이사회는 산하에 5개
실무작업단(working group)을 두고 포괄적 안보, 초국가범죄 등 각
안보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3년 12월 7~9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는 지역테러에의 대응, 이라크 전후 세계정세, 중국의 부상 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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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놓고 민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고위 정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가져 전문가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특히 2003년 11월 13~1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북태평양
작업반회의에서는 북핵 6자회담 당사국 등 13개 회원국 관계 전문가
들이 북한 핵문제의 향방과 대책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CSCAP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태 지역의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냉전 종식 이후 범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조류가 아∙태 지역에도
확산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각국
간 경제 및 통상 관계도 크게 증진됨에 따라 이 지역 국가간 상호의
존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대량살상
무기 확산 위협, 중국∙대만간 갈등, 그리고 역내 일부 국가들의 재
래식 군비 증강과 같은 불안 요인이 이 지역에 상존하고 있어 동북아
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세계의 주요 긴장 지역의 하나로 남아 있
다.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독특한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아∙태 지
역 전체와는 별도로 소지역(sub-region) 차원의 다자안보대화의 추
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및 2000년 7월 북한의 ARF 가입 등으로 한반
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
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의 안보문제를 논의하
는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의체가 이루어지면,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 상호간 이해와 신뢰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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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으로 1994년 5월 ARF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
이 참여하는‘동북아 다자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 NEASED)’
의 구상을 공식 제의한 바 있으며, 그 이후로
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평화번영정책’
의 추진을 천명한 바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추
진 전략에 따라‘동북아 평화협력체’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
부는 ARF, CSCAP 등 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
체 출범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데 노
력하는 한편, 이와 같은 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는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도
모하기 위하여 남북한과 이 지역 안보에 이해관계가 큰 미∙일∙
중∙러 등 관련 국가들이 제반 안보현안을 논의하고 신뢰구축 증진
방안을 협의하는 안보대화의 장으로서 구상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전체를 논의 대상으로 하며, 정치∙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치∙비군사적 협력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협의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단, 논의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민감한 이
슈를 제외하고 지역정세 및 경제협력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논의부
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일본, 중국, 러시
아 정부에 대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출범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서 이들 국가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나갈 것이다.
한편 비정부 차원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가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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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의‘국
제분쟁∙협력 연구소(IGCC)’가 주관하는 동북아 협력대화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 NEACD)를 들 수 있다.
NEACD에는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외무∙국방관리
와 학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매년 개최
되어 동북아 지역의 신뢰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10월 모스크바 회의에 처음 참가한 이래 2003년 9월 중국
칭따오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어 향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출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EALAC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의 약자로서,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간 협력(inter-regional cooperation)과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출범한 지역간 대화협의체이다. 1999년 출범 이후 한
차례의 외교장관회의(Foreign Ministers Meeting : FMM)와 다섯
차례의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 SOM)를 개최하
였으며, 산하에 정치∙문화, 경제∙사회, 교육∙과학∙기술 등 3개
분야에 대한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양 지역간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발굴 및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FEALAC에는 동아시아와 중남미에서 각각 15개국씩
총 30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과테말라와 니카라과가

제 1 절 지역협력외교 / 395

신규 가입할 경우 FEALAC은 양 지역의 32개국을 망라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강화되고 있는 지역주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제12위의 경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세계 각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을 중장기 외교 전략의 기본틀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은 그
동안 우리나라와 긴밀한 정치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경제적
으로 교류 협력의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FEALAC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간 이
해를 증진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여 나가는 것은 우리의 중
장기 외교 전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창설 회원국으로서 FEALAC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 포럼이 동아시아∙중남미간 관계 발전의 중
심에 설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참여하고 여타 회원국과
의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나갈 예정이다. 8월 13~14일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제5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2004년 1
월말 필리핀에서 제2차 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고위관리회의 및 각 Working Group 회의의 제안사항을 검토
하고 향후 2년간 FEALAC의 활동방향을 점검하였다. 또한 보다 효
율적인 Working Group 운영을 위하여 정치∙문화 Working Group
을 정치∙문화∙교육 Working Group으로, 교육∙과학∙기술
Working Group을 과학∙기술 Working Group으로 각각 개편하
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4년 1월 필리핀 마닐라 개최 제2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후 향후 2년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
(regional coordinator, 의장국) 역할을 수임할 예정이며, 차기조정
국으로서 FEALAC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국간 입장 조율을 위해 노
력하는 한편, 포럼 차원의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FEALAC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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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도모할 것이다.

7. OSCE와의 협력 확대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OSCE)는 진정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 분야를
포함, 경제∙인권∙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가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에 기초하여
회원국간의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안보위협에 대응하
고 있는 다자안보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안보문제의 지역간 상관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
추어, 아시아∙유럽 양 지역간 안보협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다자안
보대화 및 아∙태지역 안보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럽에서의 다자
안보협력과 신뢰구축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1994년 이래 협력
동반자국(Partner for Cooperation)으로서 OSCE와의 협력을 강
화하여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9월에 OSCE와 외교안보연구원 공동주최로
‘OSCE 신뢰구축조치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
을 주제로 서울에서 워
크샵을 개최하였으며, 2003년 12월에는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이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된 제11차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여
OSCE의 안보협력 경험을 한반도 신뢰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우
리와 OSCE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 핵문제
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OSCE 회원국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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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OSCE 협력동반자국으로서 전통적 안보분야
뿐만 아니라 대테러, 인권 및 경제분야의 여러 회의에 참여하면서
OSCE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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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
1. UN 외교 일반
가. 중견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
21세기에 들어 군축, 환경, 개발, 인권, 국제테러, 마약 등 범세계
적 문제들에 대한 다자적 국제협력이 긴요해지면서 UN의 역할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견국가로서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목표하에 UN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COSOC 이사국(2004~2006년)으로 피선되어 1998
년 이래 연이어 3번째로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국제해사기
구(IMO), UN 공업개발기구(UNIDO) 및 식량농업기구(FAO) 등 UN
전문기구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위원국으로도 피선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결의안
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UN 활동 참여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하면서 선진국그룹(JUSCANZ)에도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과 개도
국간의 중재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개편 논의과정에서 우리는
중견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안보리 개편을 목표로 노력하였다.
즉 안보리의 민주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중견국
가가 소외되지 않는 개편안이 회원국의 광범위한 지지하에 도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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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의 신장
과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가치(value)’
에 비중을 두는 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
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미얀마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계속 참여하였고, 결의안 문
안 협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보다 균형잡힌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
되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의 군축∙비확산체제 강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확산 대처 필요
성, 국제군축협약의 보편성 확보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소형무기 불
법거래 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 지지 등 군축관련 이슈 토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세계화 및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의 이슈에도 적극 참여하여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을 중개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

나. 21세기 도전에 대응하는 UN의 노력에 동참
UN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을 주도하여 왔다. 특히 안보리 결의 제1373호(2001년 9월 28일)에
의해 설치된 대테러위원회(CTC)는 2003년에도 각국의 결의 이행
감시 및 대테러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오고 있다. 테러 대응방
안에 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총회 제6위원회에서는
‘국제테러 근절방안(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이라는 의제하에서 테러특위가 최근 3~4년간 포괄적
테러협약안, 핵테러 행위억제 협약안 및 테러 문제 논의를 위한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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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회담 개최 등 3개 사안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여 온 바, 2003년에도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까운 장래에 타협
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전을 개시함으로써 일부에서는 UN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기능에 대한 회의론과 초강대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고, 냉전 종식 이후 증가한 국가 내
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대량난민의 발생, 인권유린, 인종학살 등
으로 국제사회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UN은
2003년 10월 안보리 결의 제1511호 채택을 계기로 이라크 재건과정
에서 역할을 다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하는
범세계적 기구로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개혁하여 나가고 있다. Kofi Annan 사무총장은 변화된 국제환경하
에서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위협과 도전을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UN 개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16인으로 구성된「UN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을 구성하였으며, 동 패널은 2004년 중
수차례 회의를 거쳐 2004년 12월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UN의 개혁은 안보리 확대 개편을 통한 민주성 및 대표성을 제고하
는 한편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국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확대되고 있는 UN의 역할에 걸맞도록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외교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한반도
안보 관련 사태 발생시 UN에서의 지지 기반 확보가 긴요하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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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하여 왔다. 이를 위해 안보리 이사
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비동맹과 77그룹 회원
국들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라. 제58차 UN 총회
1) 개 요
2003월 9월 16~12월 23일간 개최된 제58차 총회 정기회기에서는
164개 의제가 토의되었는 바, 총 280개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205
개 결의는 컨센서스로, 나머지 75개 결의는 표결로 채택되었다.
2003년 9월 23일~10월 2일간 개최된 일반 토의에는 164개국(국가
원수 33명, 정부수반 33명, 외무장관 82명 등)이 참석하였다.
제58차 총회에서는 Robert Julian Hunte 전 세인트루시아 외교
장관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동 의장은 UN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총회 활성화’
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
면서 이를 중점 사업중의 하나로 추진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총회 활성화 결의」
가 채택되었다.
제58차 총회에서는 이라크전을 위요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UN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공
감대가 총회 초기부터 형성되어 안보리 개혁, 총회 활성화, 각 위원
회의 작업방식 개선 등 개혁 의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금차 총회 개회 직전 발생한 UN 바그다드 사무소 테러사건으로
인해 이라크 사태 및 테러리즘 문제가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었으
며, 특히 과거 무력사용에 의한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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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춘 테러집단의 공격, 빈곤, 전염병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과 도전
에 대해 범지구적 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역정세와 관련, 이스라엘의 아라파트 의장 축출 및 장벽건설 결정
에 대해 팔레스타인 등 아랍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긴급특총이
3차례 개최되는 등 팔레스타인측이 과거에 비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바, 여타 EU 등 서방국가에게는 UN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주어 공감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총회 본회의 및 각 위원회별 토의에 적극 참여하였
다. 특히 UN 개혁, 지속개발과 국제경제협력, 군축 등 주요 의제의
토의과정 및 결의문안 작성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2)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2003년 총회에서는 총 53개의 결의(7개 결정 포함)가 채택되었으
며, 이 중 29개 결의는 컨센서스로 채택된 반면, 23개 결의는 표결에
의해 채택되었다. 2002년 총회에서 2000년 NPT 합의사항 이행 부진,
제네바 군축회의(CD)의 공전 지속,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이라크 문제 등에 대한 각 그룹 및 국가별 이해관
계가 표출된데 이어, 2003년의 경우 WMD 확산, 국제테러리즘, UN
군축논의기구의 공전문제 등이 군축∙안보 위협요소 및 군축분야 문제
점으로서 제기되었다.
안보위협 및 군축분야 문제점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 및 처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룹간 상이한 시각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 미국은 냉전 당시 합의된 사항(특히 제1차
군축특총 최종문서)을 기초로 한 접근을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비난
하면서, 최근 군축분야의 공전은 일부 그룹이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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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안보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비동맹측은 제1차 군축특총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자주의를 경시하고 힘을 앞세운 일방주의
적 조치에만 의존하려는 경향과 핵 보유국의 핵군축 문제 회피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서방 그룹측은 북한 및 이란 핵문
제라는 시사성에 비추어 WMD 비확산 및 불이행 시정에 중점을 둔
기조연설을 하면서 ① 북한과 이란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다자주의의
유용성을 시험할 수 있는 유효한 사례(미국), ② WMD 비확산을 위한
UN 안보리의 역할 증진(EU) ③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국에 대한 적극
적 대응(한국, 호주, 캐나다 등) 등을 강조하였다.
ASEAN, 파키스탄, 이란 등 주요 비동맹(NAM) 국가들은 New
Agenda Coalition은 물론, 핵 군축을 비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하면서, 비확산 측면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에 대해 적극 대응하
였다. 이들은 다자주의 쇠퇴 및 핵군축 부재라는 공통인식을 바탕으
로 ① 새로운 유형의 핵무기 개발 및 선제공격 독트린 등 일방주의
와, ② NPT 등 새로운 비확산 레짐 관련 선별적 접근법을 비판하는
한편, ③ 새로운 군축특총 개최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2003년도 1위원회 일반 토의에서는 미국 주도로 1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에 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방
향 등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협의에
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제2위원회(경제)
제2위원회에서는 총 15개 의제하의 40개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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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개최를 통해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의 이행 현황을 포괄적으로 토의함으로써 작년 총회에 이어 개발재
원문제를 최우선의 주제로 삼았다.
아울러 2위원회 작업계획에 대한 토의를 본격화함으로써, 비록 의제
간소화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의제 clustering을 통한 재조정으로 2위
개혁에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금번 회의는 상기 작업계획 논의를 둘러싼 미국∙EU∙77 그룹
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선진국, 개도국간 입장 대립이 어느 때보
다 첨예하였으며 이러한 대립이 기조연설에서 표면화되어 미국 및
EU, 캐나다 등이 기조연설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조연설 불참
의사를 명시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금년 기조연설은
예년에 비해 발언국 수도 감소하고 활기가 떨어졌다.
무역, 금융, 외채 등 주요 거시경제 결의안은 예년과 같이 문안협
상에 난항을 겪었으며, 특히 무역은 칸쿤 협상 결렬의 영향으로 선진
국∙개도국간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았다.
주요 환경관련 결의안에서는 조항 및 작업계획에 대해 표결 채택하여
모든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이라는 2위원회 원칙에 변화를 보였다.
또한 미국이 제안한 cyber-security에 관한 결의안은 많은 국가
들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선진국∙개도국 모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민에 관한 UN 고위급 회의를 2006년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이민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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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위원회(인권, 사회)
금번 제3위원회는 총 13개 의제를 토의하여 7개의 신규결의를 포
함하는 72개의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이중 23개 결의가 표결로 채택
되었다. 우리나라는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강화, 여성
과 정치참여, 난민고등판무관실 업무수행 능력 강화, 인권과 대량탈
출, 종교적 불관용 철폐, 미얀마 인권상황 등을 비롯한 24개의 결의
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여성폭력철폐(네덜란드), 부모의 역할(베넹), 이스라엘
아동지원(이스라엘) 등 논란이 되는 다수의 신규결의안이 추진되었고,
캐나다가 회의 후반부에 EU 대신 이란인권결의안을 전격 제출하여
캐나다∙이란간 관계가 악화되었고, 아랍권∙이스라엘과 미국간 및
인도∙파키스탄간 대결상황도 예년과 같이 표출되는 한편, 자국이
가입하지 않은 국제협약 관련 문구가 결의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
는 미국의 독자적 노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의 채택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 발생을 억제하려는 미국∙일본과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간
의 논란도 여전하였다. 특히 총회 의사규칙 129조(분리표결문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이집트 주도의 아프리카
그룹과 과거의 관행(분리표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 결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요청이 없는 한 컨센서스로 채택)
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대표단(우리 포함)간의 갈등도 노정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인권사회 분야에서 우리와 기본적인 입장을 공유하
는 EU와 JUSCANZ그룹(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필요시 공조하면서 사안에 따라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특히 관심
결의안5)에 대한 표결시에는 표결입장 설명(EOV) 발언을 통해 우리
5) 자결권의 보편적 실현, UN여성개발연구훈련원, 아동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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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사회개발, 마약∙범죄, 여성, 난민, 인권
의제하에서 6개 일반토의에 참여하였으며, 미얀마 인권상황, 여성과
정치 참여, 가족의 해 등 주요 결의안에 대한 비공식 문안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반영시켰다.
5) 제4위원회(특별정치 및 탈식민)
제4위원회에서는 총 11개의 의제하에 25개의 결의와 2개의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예년과 같이 PKO, 탈식민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외기
권의 평화적 이용, 방사능의 효과, 공보 문제 등을 심의하였다. 전반
적으로 의제별 토의내용 및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의 투표가 지난해
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금번 58차 총회에서는 UN 총회 활성화가 본격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부 회원국들은 회의초 4위원회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였으며, 4위 활성화 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어, 주로 의제
확대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4위원회 의장은 동 내용
을 총회의장에게 보고하였다.
6) 제5위원회(행정∙예산)
제5위원회는 총 36개 의제에 관해 토의하여, 33개 결의와 10개 결정
은 모두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금번 총회는 2004~05년도 정규예
산안 승인, 2004~06년도 UN 정규 및 PKO 예산 분담률 등이 중점
적으로 토의되었다.
또한 2004~05년도 예산 규모는 31억 6천만 달러로 결정되었으
며, 우리나라는 1.796% 분담률로 분담금 11위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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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5차 총회 PKO 분담률 토의시 우리나라는 PKO 분담률
을 2005년까지 5년에 걸쳐 정규 분담률의 100%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였다. 금번 총회기간중 2006년에도 10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는 일부 선진국의 주장이 있었으나, 활발한 외교교섭을 통하여 2006년
도에 80% 수준으로 낮추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였다.
7) 제6위원회(법률)
금번 제6위원회는 국제테러의 근절 등 일부 민감한 의제도 있었으
나 총 14개 의제에 대한 16개 결의와 2개 결정이 큰 논란없이 컨센서
스로 채택되었다.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한 관할권 면제협약」관련, 2003년 2월 개최
된 특위에서 규범의 실질조항 및 관련 양해사항을 채택한 것을 주목
하고, 이를 협약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 특위를 다시 개최
하여 협약 전문 및 최종 조항을 채택하여 협약 문안을 완성하기로 합의
하였다.
국제거래법위원회 관련, 전체 위원국 수가 36개국에서 60개국으
로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 그룹 위원국 수는 7개국에서 1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에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이 되는 4석을 포함하
여 총 11개 아시아 지역그룹 신규 위원국이 2003년 11월 17일 UN
총회에서 선출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그간 옵저버로 동 위원회에 지속
적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되어 아시아 그룹 위원국으로 피선되었다.
우리나라의 위원국 활동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작되어 2007년
에 만료될 예정이다.
국제법위원회(ILC)는 예년과 같이 조약국장회의와 동시에 개최되
어 외교적 보호, 조약 유보, 국가의 일방행위 등에 관한 각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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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진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이 추진중인 ICC 규정 제98조
제2항 관련 관할권 면제 양자협정에 대해서는 EU를 비롯한 다수국
가들이 ICC의 설립취지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협상
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ICC 특권면제협정의 적극적인
서명∙비준 촉구, 침략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실무작업반 회의 활성
화, ICC 예산확보를 위한 당사국의 적극적 기여 등이 강조되었다.
UN 헌장 및 역할강화 특별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하여 금번 총회 기간
중에는 UN 안보리의 제재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국에 대한 지원
과 관련된 UN 헌장 규정 이행에 대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되
었으나 대부분 선언적 내용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클 것으로는 기대
되지 않는다.
인간개체복제금지협약의 경우, 협약의 수권범위와 관련, 개체복제
이외의 다른 형태의 복제를 협약 규율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
는 미국 및 카톨릭계 국가들과 독일, 프랑스 등 이에 반대하는 국가
들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59차 총회시까지 1년
간 모든 논의를 재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2. UN 평화유지활동(PKO)
가. UN 평화유지활동 동향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UN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UN 평화유
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은 1948년에 시작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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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 회복과 유지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1990년
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가간의 분쟁보다는 민족, 종교간 갈등
에 의한 국가내 분쟁이 빈번해짐에 따라 UN PKO의 역할이 확대되
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1993년 소말리아에서의 철수,
1994년 르완다 대학살, 1995년 보스니아 학살 등에서 임무수행에
실패함으로써 UN PKO는 한동안 침체에 빠지기도 하였다. 1990년
대 후반 들어 국제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코소보(1999)와 동티모르
(1999)등에서 PKO 활동은 다시 활발하여졌으며 참여 인원과 예산도
대폭적인 증가를 보이게 되었고, 2003년도에도 라이베리아에서 신규
PKO(UNMZL)가 설치되었다. 아울러, PKO의 임무도 기존의 평화
유지 임무 외에 민간행정 지원, 치안 유지, 인도적 지원 활동 등 그
폭을 점점 넓혀감에 따라 PKO는 변화된 환경과 도전에 적응하여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UN에서는 2000년 4월
PKO 패널을 구성하여 8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PKO 임무 수행을
위해 광범위한 분야의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Brahimi Report)를
제출하였다. UN 회원국들은 이 보고서의 내용 중 우선 사무국내 평화
유지활동국(DPKO) 조직 강화 및 평화유지군의 신속배치 분야 개선
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
를 PKO 특위에서 진행 중이다.

나. 우리나라의 참여현황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소말리아 공병부대 파견을 시작으로 서부
사하라에 의료부대(1994년 9월~현재), 앙골라에 공병부대(1995년
10월~1996년 12월)를 파견하는 등 UN 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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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1999년에는 우리나라의 PKO 참여 역사상 최초로 동티모르
에 보병부대를 파견하였다. 1999년 8월초 동티모르의 독립여부를 묻
는 주민투표 결과 발표후 발생한 민병대의 폭력 및 인명살상은 민주
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평
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사태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UN의 집단적 국
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 419명의 보병부대(상
록수 부대)를 동티모르에 파견, 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UNTAET)
임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파견 당시 국내 일각에서는 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우리 상록수 부대는 모범적인 치안
유지 및 주민구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우리 상록수부대는 2002년 5월 20일 동티
모르의 독립국가 출범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UNTAET로부
터 임무 전환된 후속 PKO인 UN 동티모르지원단(UNMISET)에도
계속 참여하다가 동티모르 정세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단계적 감축
계획을 수립한 바, 2003년 4월 250명으로 감축하고 10월에 완전
철수하여 사령부 참모요원 2명만 남게 되었다. 당초 2004년 5월 완전
철수 예정이었던 동티모르 파견 UN PKO는 동티모르의 치안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감축된 상태로 2004년 5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부대단위로 PKO 활동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 여러
PKO에 장교들을 군옵서버로 참여시키고 있다. 현재 인도∙파키스
탄감시단(UNMOGIP)에 9명의 장교, 그루지아 감시단(UNOMIG)에
는 5명의 장교, 라이베리아 평화유지단(UNMIL)에 2명 및 아프가니
스탄 지원단(UNAMA)에 1명이 파견되어 있다. 아울러 2001년 12월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UNFICYP) 사령관으로 임명된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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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장군은 2003년 12월까지 성공적으로 사령관직을 수행하였다.

3. UN 개발 활동
가. 경제 및 개발 활동분야 UN 논의 동향
1960년대 초 신생독립국들이 대거 UN에 가입함으로써 이들의 당
면과제인 개발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개발 관련 기구가 UN 체제내에 다수 창설되었다. 냉전중에는 동서
진영 간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 상황하에서 양 진영이 개도국들에게
경쟁적으로 원조를 제공함에 따라 개도국들은 개발을 위한 지원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냉전 종식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
무역∙금융의 개방화∙자유화로 급속히 전개된 세계화는 세계경제
에 명암을 함께 드리우며 경제 및 개발협력과 관련한 선진국과 개도
국간 논의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라틴아메리
카, 아시아, 러시아의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위기, 최빈개
도국의 주변화 현상 심화 등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
을 공유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
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인식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개도국은 국제금융의 불안정성과 최빈개도국의 주변
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발지원과 현 국제금
융∙무역체제의 혁신적 재편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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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거시경제정책, 정책투명성 제고 등 개도국 국내차원의 개혁노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개도국은 국제금융∙무역체제 논의
에 개도국의 개발 및 성장 문제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하면서 UN에서 동 문제를 다룰 것을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
은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UN내의 실질적인 토의를 가능한 축소하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개도국 경제 및 개발문제는 향후에도 UN
내의 쟁점 이슈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개도국은 세계화의 원동력으로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
(ICT)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하면서 ICT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향후 ICT 분야를 토대로 하는 개도
국 개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나. 우리나라의 UN 개발 활동 참여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중인 1952년 UN기술원조기구(United
Nations Technical Assistance Bureau : UNTAB) 및 UN 특별기
금(UN Special Fund)으로부터 기술∙인적자원 개발분야의 원조를
받음으로써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통하여 다자개발협력분야의 논의에 기여하
는 주요 재원공여국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UN 개발계획(UNDP) 등
다자원조기구의 대개도국 협력 논의는 물론 UN 총회 제2위원회 개발
분야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경제개발과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개발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병행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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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험을 여타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자무대를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 이슈 논의에 있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기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제안
하고 있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발문제에 관하여 선진국∙후진국간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선발개도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절충해 나가는 가교역할을 해나가고자 노력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 공업개
발기구(UNIDO) 등 주요 경제∙개발지원 담당기구의 집행이사국으
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UN 개발계획(UNDP) 등 각종 국제개발기구
에 개발협력자금을 지원하였다.
2003년 우리나라는 58차 UN 총회 2위원회(경제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개발재원, 국제금융체제 개편, 세계화와 상호의존 및 빈곤
퇴치 등 관련 결의에서 선진∙개도국간의 입장을 조정하고자 노력하
였다.
우리는 ECOSOC 산하 지역위원회와 협조, 개도국의 개발지원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경주하였다. 2003년 9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
된 59차 ESCAP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이라크전, SARS, 테러리즘
확산 등 역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돌발 변수를 지적
하고 천년개발목표(MDG)중 하나인 빈곤경감 및 HIV/AIDS 퇴치 관련
우리의 사례를 소개하고 경험을 공유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50만 달러 규모의 2003년도 한국∙ESCAP 협력기금
(KECF) 사업 및 10만 달러 상당의 한국∙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ECA) 협력기금 사업을 통해 아∙태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개도국
들의 경제사회 개발능력 함양에 적극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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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나라는 UNIDO의 공업개발이사회 이사국(2000~2003년)
으로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공업 개발을 지원하
고 있다. 1987년부터 서울에 UNIDO 투자진흥사무소(Investment
and Technology Promotion Office : ITPO)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개도국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 정보사회 정상회의(WSIS)
2001년 UN 총회는 21세기 정보사회 구축에 관한 포괄적 논의를
위하여 정보사회 정상회의를 2회에 나누어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으
며, 2003년 12월 10~12일간 제네바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원칙선언문」및「행동계획」
을 채택하여, 정보사
회의 정의, 비전, 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한 주요원칙 및 국제협력방안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언문 및 행동계획 문안 협의과정에서 정보
화 격차의 해소를 위한‘디지털 연대기금’설치,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관리 기구의 운영 및 인권보호문제 등과 관련, 선진국과 개도
국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 2005년 튀니지 개최 차기 회의까지
이견 조정 노력을 계속할 전망이다.

4.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2003년 12월 현재 우리 국민 231명이 38개 국제기구에 진출(UN
사무국은 38명)하여 있으며, 최근 UN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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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이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고위직 진출이 긴요하므로, 정부는 우리 인사의 각종 국제기구 고위
직 진출을 위해 공석정보 수시 파악, 적격자 공모, 국제기구 사무국
및 회원국에 대한 지지교섭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6)
아울러 정부는 국제기구 실무직원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 외교통상
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의 신속한 홍보, 국제기
구 진출 희망자 등록제도를 통한 적격 후보자 관리 및 관련 정보 수시
제공, UN 국별 경쟁시험의 국내유치,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채용
응모시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
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선발하여 국제기구 전문인력으로 양성
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제도를 시행하
고 있으며, 그간 7회에 걸쳐 36명을 선발하여 UN 본부, UN 개발계
획(UNDP), UN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각종 국제기구에 파견
하여 왔다. 파견기간이 종료된 JPO 22명중 15명이 국제기구에 진출
(현직은 12명)하였다.

6) 이러한 노력으로 2003년 1월 이종욱 박사가 WHO 사무총장에 당선되었으며, 2003년 2월
에는 송상현 서울법대 교수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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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범세계적 문제해결 노력
1. 국제테러
가. 미국 주도의 반테러 국제연대 참여
우리 정부는 그간 국제평화 및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테러가 근절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하고 이를 위한 UN의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왔으며, 9.11 테러 사태 발발 이후에는 미국이 주도하
는 반테러 국제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Bush 대통령 앞으로 보낸 9.17자 메시지
와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동맹국
으로서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고 테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국제적 연대’
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2001년 9월 21일 후속 관계장관회의 및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국내 협의 절차를 거쳐 9월 24일
구체적인 대미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7)

7)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3년 3월 현재, 대테러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 :
OEF) 지원을 위해 육군의료지원단(97명), 해군수송지원단(163명), 공군수송지원단(78
명), 연락장교(12명) 및 건설공병(150명)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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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태 지역 차원의 반테러 협력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를 가장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보고,
반테러 국제연대를 통해 알카에다의 근거지를 제거하는 등의 큰 성과
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 12일 발리 폭탄테러사건 및 2003년
8월 5일 자카르타 매리어트호텔 차량폭탄테러는 테러리즘이 여전히
국제사회의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근거
지를 상실한 알카에다 잔존세력이 전세계로 분산, 지역 테러리스트
와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이 테러다발 지역중 하나이며, 아시아에서 테러근절을
위한 역내 대테러 협력강화가 긴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ASEAN, ARF, APEC 등에서 역내 대테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이 전개되고 있다.
ASEAN 지역안보포럼(ARF)은 2003년 6월 18일‘해적 및 해양안
보에 관한 ARF 성명’
을 채택하였다. 동 ARF 선언은 1982년 UN해
양법협약, 1988년 해상에서의 불법행위 억제협약 등 관련협약 이행
권고, 국제해사기구 등과의 협력강화, 회원국간 정보공유, 개도국의
능력개발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각국의 대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상호간 대테러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테러 및 초국가범죄 회기간회의(3.21~22), 테러공격 이후 구호
협력 관련 워크샵(6.3~5) 등이 ARF차원에서 개최되었다.
2003년 10월 26일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성명에는 국제테러단체의 해체, WMD확산에 따른 위험제거, 기타
지역안보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이 포함되었으며, 견착식 지대공미사
일 통제강화, 보건안보 등 반테러협력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2003년 2월 APEC 고위관리회의시 2년간 활동예정인 반테러대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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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무를 승인하였고, 5월 26일 태국 콘캔에서 제1차 역내교역안전
회의(STAR)를 개최하여 화물안전, 해상안전, 항공안전, 승객안전 등
에 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각 회의를 통해 테러 척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적극 설명하는 한편, ARF, APEC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 UN 안보리 결의 이행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2001년 9월 결의 1373호 채택을 통해 테러행위의 범죄화,
테러자금 차단, 모든 종류의 지원 중단, 테러단체에 관한 정보협력
및 반테러 국제협약 가입 등 광범위한 대테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
며, 각국의 결의 이행상황 감시 및 각국의 대테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지원을 위해 대테러위원회를 안보리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였다.
결의 1373호는 1차 이행 보고서를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 즉
2001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는 2001년
12월 26일 1차 보고서를 UN 대테러위원회(Counter-Terrorism
Committee: CTC)에 제출하였다. 2003년 12월 현재 190여개국이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CTC는 검토를 마친 보고서에 대해 상세
한 추가 보고서를 2차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왔으며, 2차 보고서도
2003년 12월 현재 160여건을 접수하였다. 우리는 2002년 6월19일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3년 5월 28일에 3차 보고서를 제출
하였고 3차보고서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2004년 2월4일에 제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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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02년 1월 18일 결의 1390호의 채택을 통해 기존 결의
1267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프간 제재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알-카에다 및 탈레반, 이들과 연계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직접적으
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 새로운 알-카에
다 제재위원회는 여전히‘1267 위원회’
라고 불리운다. 안보리 산하
의 11개 제재위원회 가운데‘1267 제재위원회’
는 대테러 업무를 수행
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1999년 10월 1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267호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지도부에 부과한 항공 및 금융
제재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당시 탈레반 지도부는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소재 미대사관 폭파사건의 주범으로 혐의
를 받고 있는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 조직을 비호하고 있었으
며, 안보리는 탈레반 지도부에 오사마 빈라덴의 인도를 요청하였으
나 이것이 수용되지 않자 마침내 제재를 부과하였다. 안보리는 이후
결의 1333호를 채택하여 탈레반에게 무기 금수, 외교관계 축소, 출입
국 제재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했다.
안보리는 9.11 테러 사태 및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후 2002년
1월 28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재조치를 재조정하여 알-카에다
및 탈레반 요원, 이들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무기금수, 금융
제재, 출입국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 1390호를 채택하였고, 새로 조정
된 제재체제의 이행 감시도 1267 위원회가 계속 맡기로 함으로써
‘1267 위원회’
라는 명칭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결의 1390호는 제재의 이행감시 및 관련 권고를 하는 5명의 전문가
로 구성된 감시그룹을 설치, 1267 위원회를 보좌하도록 하였는데,
동 그룹은 결의 1267호의 제재이행 감시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감시그룹은 각국의 제재이행 상황을 조사, 연구하여 제재이
행의 현황과 문제점을 금년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안보리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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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제출했다.
현재 각국이 알-카에다와 연관된 테러단체에 대해 테러자금 차단
이나 출입국 통제를 범세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은 1267 위원회에 특정 단체를 테러단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를 제출하는 것이다. 1267 위원회의 위원들이 증거 자료를 조사한 후
별다른 반대가 없으면 특정 단체는 1267 위원회가 유지하고 있는 제재
대상 명단의 알-카에다 관련 명단에 등재된다.

라. 테러관련 국제협약 및 사법공조조약 체결 노력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의 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국제사
회는 UN을 중심으로 반테러 관련 협약을 채택하여 각국의 형사절차
및 국제협력을 통해 테러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상 분야
및 수단별로 적용될 수 있는 12개의 국제협약이 채택되고 발효되어
있으며, 나아가 UN에서는 테러방지에 관한 포괄적 협약 및 핵테러
방지협약 채택문제도 토의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테러 연대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2003년까
지 기존 12개 반테러 국제협약중 10개에 대한 비준 및 가입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협약에 대해서도 2004년중 비준 절차를
완료, 12개 반테러 협약 전부에 대해 비준∙가입할 예정이다. 또한
UN에서의 포괄적 협약 성안 논의에도 조기 성안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8)
정부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
8) 상세 내용은 p.4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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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모두 15건의 범죄인인도조약과 9건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이 체결되었다. 정부가 이미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시키고 있는 범죄인인도조약들은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규정하고 있
으나, 인도대상 범죄가 다자조약에 의하여 국제테러와 관련된 범죄
일 경우 이를 정치범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테러 범죄인이 정치
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사
법공조조약에서는 범죄의 수사∙기소∙재판절차의 수행과정에서 필요
한 증언∙증거물의 제공, 재판서류의 송달, 수색∙압수 요청의 집행
등에 대하여 상호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과 진압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마. 테러자금 차단 노력
테러자금 유통차단 활동은 9.11 테러 이후 효율적인 테러방지를
위하여서는 테러단체의 자금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자금세탁방지 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FATF)를 중심으로 UN 안보리 대테러위원회(CTC),
IMF와 협력하에 진행되고 있다.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FATF는 2001년
10월 워싱턴 특별총회에서 테러행위, 테러조직, 테러자금 지원을 불
법화하고 테러관련 자산의 동결, 몰수 등 테러자금 유통차단 8개 특
별권고를 결의하였다. FATF는 이 권고에 기반하여 회원국의 이행현
황을 평가하는 한편, 결의 이행을 비회원국에게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FATF 총회에서는 8개 권고안에 대한 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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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
개 FATF 비회원국이 8개 권고안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2002년
5월까지 제출하였다.
UN은 안보리 결의 1373호의 이행차원에서 대테러위원회(CTC)가
테러자금차단 관련 각국의 관련 입법 및 시행체계 구비상황을 점검
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국별 금융건전성 심사활동의 일환으
로 국가별로 테러자금 차단 관련 제도 심사를 진행하고, 개도국에 대
한 테러자금차단 관련 기술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OECD
도 테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FATF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2001년 10월에는‘탈리반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을 제정하여, 우리국민의 탈리반 관계자 등과의 자
본거래를 금지하였으며, 이들 자산의 국내유입이 확인될 경우 동결
토록 조치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UN의‘테러자금 조달억제를 위
한 국제협약’
에 서명하였다. 또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국내법과 제
도정비 활동도 강화하였는데, 2001년 11월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으
며, 2001년 11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FIU)을 설립,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보
완하였다. 특히 2002년 6월에는 FIU간의 협력기구인 Egmont
Group에 가입하였고, 아태지역 FIU간 협력체인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의 2002~04년간 공동의장직을 수
임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2004년 6월 14~18일간 2004년
제7차 APG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에도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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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FATF 가입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예정
이다.

2. 국제평화와 안전
2003년은 미국의 대 이라크전과 후세인 정권의 몰락 및 이라크 재건
과정이 국제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UN 안보리에
서도 이라크 문제가 2002년에 이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라크 종전 이후 안보리는 이라크 재건 및 정치 정상화를 위한 일련
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5월 22일 결의 1483호를 채택하여 이라크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였고 8월 14일 결의 1500호를 채택하여
UN 이라크지원단 설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라크내 치안확보 등
을 목적으로 UN 다국적군 설치를 결정하는 결의 1511호를 10월 16일
채택하였다.
이라크전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자위권을 발동하여 UN의 동의
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형태로 전개됨으로써 UN 집단안보체제의 유지
가능성 문제가 새로운 국제안보 이슈로 등장하였다. Annan 사무총
장은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2003년 9월 고위급 패널을
설치하여 21세기에 적합한 집단안보체제의 유형을 검토하도록 지시
하였다.
이∙팔 사태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 수행으로 2003년 상반기 중
국제사회의 주요관심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2002년 9월 중동
문제 Quartet (미국, 러시아, EU, UN)가 작성한 중동 평화안은 예정
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라크전이 끝나고 미국이 중동평화협상
에 적극 개입하고 4월 30일 Quartet가 재작성한 중동평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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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팔 양측이 수용함으로써 이∙팔 사태의 진전에 전기가 마련되
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테러와 이스라엘군
의 보복공격 등으로 로드맵 이행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래된 내전을 종결하기 위한 UN의 노력이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2003년 8월 라이베리아 테일러
대통령의 하야에 따른 국민화합정부 구성을 위한 포괄적 평화협력
협정이 UN의 지원으로 체결되었으며, 안보리는 라이베리아 치안 상황
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국적군 파견을 승인하였다. 코트디브와르의
내전을 해결하기 위한 Linas-Marcoussis 협정이 1월 23일 각 파벌
및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으며 안보
리는 코트디브와르 평화유지군 파견을 승인하였다. 한편 동티모르는
2002년 5월 20일 독립 이후 UN PKO(UNMISET)의 지원하에 민간
행정 구축, 대외안전유지 및 법 질서 구축 등 재건작업을 수행해 나가
고 있다. 그러나 2004년 5월말 완전철수 예정이던 UNMISET은 동티
모르와 호주, 포르투갈 등 관련 국가들이 치안 불안을 이유로 임무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군병력을 현재보다 축소시키고 치안담당을 위주
로 한 경찰 부대 위주로 재편성되어 5월 이후에도 계속 활동할 예정
이다.

3. 인권 및 민주주의
가. 인권 일반
우리나라는 53개국으로 구성된 UN인권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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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17일~4월 25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9차 UN인권
위원회에 참가하여 인종차별(의제 6), 발전권(의제 7), 세계인권상황
(의제 9), 시민적∙정치적 권리(의제 11), 여성인권(의제 12) 및 아동
권리(의제 13)에 대한 의제 발언을 통해 우리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내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여성인권 토의시 Coomaraswamy 특별보고관
의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관련 권고사항을 일본정부가 성실히 이행하
여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아동
권리 토의시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역사공동연구기구’
의 연구결과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교육
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인권 증진에 있어서
선정(good governance)의 역할’결의안을 호주 등과 공동발의하면
서 결의안 작성과 발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였다. 이외에도‘미얀마
인권상황’
,‘인권과 극빈’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등 24개 결의안
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2003년 4월 EU에 의해서 최초로 UN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상황결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시기적으로 북한 핵문제의
UN안보리 논의 등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시기를 맞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동 결의안에 대한 우리입장을 표명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표결에 불참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3년 1월 아동권리협약 제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고, 7월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차 이행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이어 2003년 8월에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제11차 및 제12차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또한 2월에 개최
된 제11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등 각종 국제인권관련 심포지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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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적극 참석하여 우리의 인권옹호정책을 홍보하고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을 통해 우리 인권외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CD)
2000년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범한‘민주주의 공동체
(Community of Democracies)’
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국
가들간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매우 역사적인 시도
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출범시부터 공동준비국의 일원으로 참여
하여 특히, 2002년 11월 10~12일간 서울에서‘민주주의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투자(Democracy : Investing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주제로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를 성공적으
로 개최하였고, CD 공동준비국회의 등 관련 회의시 인권 선도국으로
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차기 제3차 회의는 2005년 2월 또는 3월경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는 공동준비국회의 등을 통해 민주주의공동체의
지속적 발전 뿐 아니라 차기 회의 준비 등에 건설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의 수호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하고, 인권∙민주주의 분야에서
우리의 발전을 전 세계에 부각시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
갈 뿐 아니라,‘보편적 가치’
로서의 인권∙민주주의가 우리 외교정
책의 기조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함으로써, 세계 인권상황 발전
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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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약, 범죄 등 사회문제
가. 마 약
국내에서 소비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유입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UN마약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마약류에 관한 국제적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는 2003년 3월 15~19일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7차 UN마약
위원회(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UNCND)에 참석하
여 1998년 제20차 마약특별총회 정치선언에 설정된 목표에 대한 전
반적 이행사항 및 발전 현황 점검, 마약의 수요감축 및 공급차단, 국제
마약통제협약 이행, 마약 문제에 대한 유엔기관의 강화방안, 유엔마
약통제계획(UN Drug Control Programme : UNDCP)의 예산∙
행정 문제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일반 대중의 의식제고
캠페인의 지속적 전개를 통한 국내 마약복용률 감소 노력 및 마약원
료물질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 마약통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홍보하였다. 특히 제47차 마약위원회에서는‘합성
마약(ATS)’
이 주제토론의 주제로 선정되어 심도 깊게 논의되었으며
참가국들은 ATS의 남용이 전세계적으로 악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
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ATS의 퇴치노력에 참가국간 협력 및 정보공
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내로의 마약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국
가와의 형사사법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2003년 12월 8~1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7차 아∙태 마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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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관장회의(The 27th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sia and the Pacific)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아∙태지역내 마약퇴치를 위한 상호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나. 범 죄
인신매매, 불법이민, 돈세탁, 부패 등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범
세계적 국제범죄인 만큼, 우리나라는 주변국과의 정보 교환,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등을 통해 역내 협력을 강화하
고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을 위한 UN 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불법이민∙인신매매 관련 문제에 대한 아∙태 국가간 의견 교환을
위해 2001~03년간 발리에서 인신매매∙불법이민에 관한 각료급 지역
회의가 개최되어 역내 불법이주 문제, 인신매매 문제 등의 척결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차원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상기 지역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정보공유, 법집행
기관간 협력 제고 등을 통해 국가간 및 IOM(국제이주기구)∙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나
가고 있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문제를 UN 차원에서 다루기 위하여 설립된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U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 CCPCJ)는 매년 5월경에 회의
를 개최하여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5월 13~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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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비엔나에서 제12차 회의가 개최되어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
에서의 정보교류, 기술협력 강화 방안 및 형사사법제도 개혁, 범죄예
방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UN 기준과 규범 확립 등에 대해 논의하
였다. 우리 정부는 범죄 퇴치를 위한 우리의 제반 노력을 홍보하고
2003년 반부패세계회의의 개최국으로서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국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리나라는 CCPCJ 창립 시점
인 1992~2000년간 연임 위원국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03년부
터 다시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제55차 및 제56차 UN 총회에서 부패 문제가 사회적 위화감
조성, 인권 경시 풍조 조장, 필수사업에 필요한 자원의 비효율적 분
배등을 야기하는 초국가범죄적 행위라는 것에 공감하고 UN반부패
협약 성안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3년말 UN반부패협약안 성안작업
이 완료되었고, 우리 정부는 2003년 12월 멕시코 메리다에서 개최
된 UN반부패협약 서명회의에서 상기 협약안에 서명하였다.

다. 여 성
1994년 이후 여성지위위원회의 위원국을 연임하고 있는 우리나라
는‘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정보통신기술과 여성’
을 주제로 개최된
2003년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강경화 주UN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제47차~48차 여성지위위원회 의장
직을 수임하여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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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 동
우리 정부는 2003년 1월 아동권리협약 제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2002년 개최되었던 UN아동특
별총회(Special Session on Children)의 역내 후속조치를 논의하
기 위하여 2003년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UN아동기금(UNICEF)
및 인도네시아 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6차 동아태아동각료회의
(East Asia-Pacific Ministerial Consultation on Children)에
참가하였다. 우리 정부는 또한 UN아동기금(UNICEF)의 이라크 및
북한에서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이라크와 북한 아동의 권리
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한편 2003년 2월 실시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천한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가 2003~05년간 임기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마. 사회개발
19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 빈곤퇴
치, 고용창출 및 사회통합이라는 사회개발의 3대 목표가 합의된 이
후 UN은 정상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1세기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회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제네
바에서 UN 사회개발 특별총회(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and Beyond;Achieving Social Development for
All in a Globalized World)를 개최하였으며, 2002년 4월 마드리
드에서 제2차 고령화회의(The Second World Assembl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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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를 개최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상기 UN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의 복지 및 사회개발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국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동참 의지
를 표명하였다.
사회개발을 위한 UN 체제의 중심에는 UN사회개발위원회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회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사회
개발위원회에 진출,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0~04년 임기
의 위원국으로서 2003년 2월 10일~21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제41차
사회개발위원회에 참석하여 사회개발정상회의 및 사회개발특별총회
후속조치, 청소년, 장애인, 고령화 문제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였
다.

바. 보 건
2003년 1월 제111차 WHO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종욱 박사
가 2003~08년 임기의 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동년 5월 WHO
총회의 인준을 받아 7월에 정식 취임하였다. 이종욱 박사의 WHO
사무총장 선출은 이박사가 국제보건분야에서 그간 보여준 헌신적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그간의 기여와 역량에 대한 국제적 평가의 결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수준을 높이고 개도국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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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제사회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등 보건분야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
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5월 19~28일간 스위스 제네
바에서 개최된 제56차 WHO 총회에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수석
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HIV/AIDS 대응, 아동보건, 담배규제
기본협약, 천연두등 주요 국제보건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01~04년 임기의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선출
되어 현재, 일본, 필리핀, 중국 등과 함께 집행이사국으로서 WHO의
운영 및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담배규제기본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
간 회의는 2003년 2월까지 총 6차례 개최되어 2003년 5월 제56차
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동 협약이 채택되었다. 지난 1999년 이후
성안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온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서명하였
으며 관계부처 협의 이후 비준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3년 9월 22일 뉴욕 UN본부에서는 HIV/AIDS 특별총회(2001년
6월 개최) 결과 이행점검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가원
수, 각료 등 약 120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금번회의에
서는 HIV/AIDS 퇴치를 위한 보다 강화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김문식 국립보건원장이 참석하여
HIV/AIDS 퇴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아울러 국제
적 협력과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사. 난 민
난민보호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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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국제사회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정부도 적극
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의 난민보호조치 및 논의에 참여하고 있
다. UNHCR 발간‘Global Report 2003’
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2003년 현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의 수는 1,800만명(UNHCR
의 우려대상을 포함한 광의의 난민)으로 평가되고 있다. 근래에 170만
명의 난민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하였으며, 시에라리온(19만명),
동티모르(22만명) 등에서도 난민이 귀환하는 등,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상황이 일부 호전되고 있으며, 그간 해결전망이
불투명하였던 발칸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간다, 라이베리아, 르완다 등에서는 난민을 위협하는 상황에
큰 진전이 없으며, 최근 새로이 수단 Darfur 지역에서 총 100만명
이상의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등 계속적인 국제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우리나라는 난민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절
차 강화 및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1994년 난민지위신청을 접수
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난민지위 신청자 수는 꾸준히 늘어 2004년
3월 현재 261건(1994년 이래 누적 통계)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2001년 2월 1명에 대해 난민지위를 최초로 인정한 이래,
2002년 1명, 2003년 12명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등 난민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오고 있다. 또한 난민제도의 운영
및 심사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2년 난민인정심사기구인 난민
인정협의회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심사업무의 공정성과 객
관성 강화를 도모하였고, 난민인정 신청기간을 입국후 1년(종전에는
60일)으로 연장하였다.
국내적 난민보호 노력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UN 난민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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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 집행이사국으로서 2003년 9월 29일~10월 4일간 제네바
에서 개최된 제54차 UNHCR 집행이사회에 참여하여, 세계 일부지
역에는 아직도 국외에서 난민과 동일한 상황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들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급선무라고 강조
함으로써,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의 관심 및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5. 군축 및 비확산
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노력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문제는 9.11 이후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평화적 핵활동 명분하에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테러와 WMD 연계는 점차 실제적인
가능성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핵기술 유출 및 세계적인
핵 암시장망 활동은 현행 비확산 체제의 취약성을 잘 보여 주고 있
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비확산 체제의
강화 및 재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2003년 6월
발족한 확산방지안보구상(PSI), 2002년 6월 G-8 정상회의시 발표
된 ‘대량파괴 무기 및 물질의 확산 대처를 위한 Global
Partnership’
, 국제 수출통제체제 강화 노력 등이 이를 잘 대변하여
주고 있다.
정부는 WMD 확산 문제가 국제안보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이해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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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노력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2003년 5월 부산에서 핵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 NSG)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4년도 의장
국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함으로써 핵 수출통제의 강화에 적극
기여하였다.
둘째, 정부는 2004년 10월에 서울에서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체제인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의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셋째, 정부는 우려 국가 및 집단에 의한 WMD 확산 활동을 효과적
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국내 수출통제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현재 5개 다자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
국그룹(NSG),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호주그룹(AG),
미 사 일 기 술 통 제 체 제 (MTCR), 바 세 나 르 체 제 (Wassenaar
Arrangement)에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넷째, 정부는 핵 검증의 새로운 국제표준인 IAEA 추가의정서의 비
준을 적극 추진중이다.

나. 핵무기
2차 세계대전중 가공할 위력을 보인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중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확산방지 및 감축의 핵심 대상
이 되었으며, 1968년 핵비확산조약(NPT) 체결 이후 1995년 동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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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기한 연장,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채택, 1997년
핵물질 통제를 위한 IAEA 안전조치체제 강화 등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국제규범이 제정,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이라크, 북한, 이란 등의 사례와 같이 NPT
규범의 불준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평화적 핵개발을 보장한
NPT 체제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핵무기 개발이 추구되고 있는 가능
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2003년 12월 리비아의 핵무
기를 포함한 WMD 포기 선언 결과 드러난 범세계적인 핵암시장망
의 암약 등으로 인해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
황이다.
이러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핵비확산 체제
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과 조치들이 절실하게 요구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NPT의 보편성 확보, IAEA의
핵안전조치 체제 강화를 통한 이행 및 검증 강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민감한 핵기술의 공급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다양한 제안과
구상이 검토되고 있다.
핵비확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핵기술 및 장비의 확산방지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의 핵군축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도 함께 필요하다. 미∙러는 2002년 5월 전략 핵무기 감축 조약(모
스크바 조약)을 체결하여 미∙러가 배치한 핵탄두 수를 2012년까지
현재의 1/3 수준인 1700-2200기로 감축키로 합의하였으며, 동 조
약은 2003년 6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그러나 비동맹측은 핵보유국
들이 보다 신속하고 완전한 핵감축을 위해 강화된 노력을 경주할 것
을 계속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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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학무기
1997년 4월 발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 CWC)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협약 발효 이후 10년 이내인 2007년까지는 모든 화학무기
를 폐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1997년 4월 비준
서를 기탁함으로써 원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1999년 6월간 총회 의장직을 수임하였으며,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 발족 이후 계속하여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다.
북한은 아직 CWC에 서명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CWC 가입 유도
가 한반도 안보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
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CWC의 보편성 확보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북한을 비롯한 미가입국의 조속한 동참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3년 제8차 당사국 총회시「보편성 확보
행동계획」
(Action Plan for the Universality) 채택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생물무기
1975년 3월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BWC)은 대량살상무기 전면 금지를 규정한 최초의 협약
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검증체제를 결여하여 실질적인 군축협약
으로서 한계를 노정하여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BWC 체제 강화를 위해 2001년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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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C 평가회의시 1995년 이래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협상하여 온
BWC 검증 의정서 초안 채택을 추진하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였
다. 그러나 BWC 이행강화 모멘텀의 유지를 위해 2003~2005년간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해 전문가 회의 및 연례 당사국회의를 개최하기
로 합의하여, 2003년도에도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BWC에 1987년 6월 및 1987년 3월에 각각 가입
하였으나 북한은 BWC 협약 강화방안 논의에는 불참하고 있는 실정
이다.

마. 미사일 문제
최근 미사일 확산 문제가 국제적, 지역적 안정을 저해하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부재한 상황
하에서 과거에는 전략 미사일 확산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미∙러 양
자간 군축이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점차 미사일의 국제적 확산 추세
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탄도미사일 확산방
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지침(HCOC), UN 미사일 정부전문가 패널 등
다자적 접근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는 WMD 운반수단인 미사일 확산 방지
를 위해 1987년 4월 설립된 수출통제 체제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MTCR에 가입하여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 수출통제, 미사일
관련 동향 정보 교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동북아 지역내 미
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미사일 확산문제 해
결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10월 MTCR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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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R 회원국들은 2000년 10월 헬싱키 총회에서‘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지침안(The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의 기본 문안을 채택하고
2001년 9월 오타와 총회에서 수정본을 채택하였다. 2002년 2월 및
6월 MTCR 비회원국들도 참가한 가운데 문안교섭회의를 거쳐 2002년
11월 25일 동 행동지침안이 공식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원가맹
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UN에서는 이란이 2000년 제55차 UN 총회에 제출한‘미사
일 결의’
에 따라 미사일 정부전문가 패널이 2001년 7월 구성되어 3차
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2002년 제57차 UN 총회에서 동 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2004년에도 제2차 미사일 정부전문가 패널이 개최될 예정
이다.

바. 대인지뢰 및 소형무기
정부는 대인지뢰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공감하고 있으나, 대인지뢰 문제
는 인도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며, 각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
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비추
어, 대북 억지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인지뢰를 아무런
대안 없이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크게 개선
되고, 효과적인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
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지뢰의 전면금지가 아니라 책임있는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협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 CCW)에 가입, 동 협약의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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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뢰의정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1997년 제52차 UN 총회에서 대인지뢰 수출
모라토리움의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였고, 지뢰제거 지원을 위한 UN
자발적 신탁기금(UNVTF)에도 매년 일정액을 기여하는 등 대인지뢰
사용으로 초래된 피해 경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소형무기의 불안정한 축적 및 불법 이전이 국제 및
지역 안보의 주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소형무기의
불법이전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7월 개최된 소형무기 불법거래 관련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UN 행동계획(UN Programme of
Action)’
의 후속조치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3년 7월 뉴욕
에서 개최된‘소형무기 UN 행동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격년제회의’
에 참석하여 우리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소형무기가 분쟁 및 분쟁 우려지역에 이전되지 않도
록 엄격한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 제네바 군축회의(CD)
1978년 7월 제1차 UN 군축특별총회 결정에 따라 설립된 제네바
군축회의는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협상 기구로서 현재 66개 회원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동 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하였으며 1996년 북한, 이스라엘, 이라크 등 23개국과 함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CD 중심의 다자 군축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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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동안 NPT, CWC, CTBT 등을 제정함으로써 군축∙비확
산 체제 강화에 기여해 온 CD는 1996년 CTBT 채택 이래 작업계획
채택에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해 논의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CD에서는 무기용 핵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을 우선적으로 개시하자는 서방그룹과 핵군축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비동맹 그룹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외기
권 군사화방지(PAROS)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 특별위원회 설치 문
제를 주장함에 따라 CD의 교착상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
고 있다.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
추어 볼 때 CD 정상화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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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제법 질서 형성을 위한 노력
1. 조약체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우리나라는 양자조약
1,632건, 다자조약 451건을 체결하였다. 이 중 1948~1990년간 체
결한 양자조약은 947건, 다자조약은 289건으로 연평균 체결건수는
34건이었다. 이에 반해, 1991~2003년 14년간 체결한 양자조약은
658건, 다자조약은 165건으로 1990년대 이후의 연평균 체결건수는
평균 59건으로 최근 들어 조약체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그 밖에도 최근의 양자조약 체결 및 다자조약 비준∙가입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양자조약 체결국가 범위의 확대이다. 종래 서구제국 및 아시
아 국가들에 집중되던 양자조약 체결국가의 범위가 CIS, 동구 및 제
3세계 국가로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둘째, 체결되는 양자조약의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자조약이 규율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국
민과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과세방
지협약, 투자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및 대
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협정 등 경제∙통상 분야 양자조약
체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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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인류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안이 증가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공통의 기준과 규범의
제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반테러, 환경, 군축, 인권, 노동 등 다양
한 분야에서의 다자조약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가. 양자조약
우리나라가 2003년 한 해 동안 체결한 양자조약은 총 47건9)으로,
2003년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서명되었으며, 경제∙통상∙
과학∙기술∙문화 분야에서의 조약체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정부의
경제∙통상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였다.

나. 다자조약
최근 다자조약은 그 규율범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점차 전문
화∙세분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의 다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대하여 총 11건의 다자조약이 발효하였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
제범죄(테러) 분야에서 3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2건, 어업 분야에
서 2건, 해사 분야에서 2건, 우편 분야에서 2건이 발효하였다.

9) 발효기준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안보관계가 8건, 경제∙통상관계가 37건이
며, 사증 관계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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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세계적 문제(Global Issue)에 대한 대응
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형사소추와 재판을 권능으로
하는 상설적인 국제기구로서,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원칙을 국제법적
으로 실현한 국제인권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전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 및 동경국제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으며, 1990년대
에 들어서는 구유고슬라비아, 르완다에서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가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 형태로
설립된 바 있었다.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하
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설적인 재판소가 필요하
다는 국제여론이 형성되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15일~7월 17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된
전권대표외교회의에서‘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 채택되고 2002년 7월 1일
발효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UN에서 ICC 설립준비위원회가 설립될 때부
터, 로마규정 성안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Like-minded
Group’
의 일원으로 참가하였으며 특히 1998년 로마회의 당시 ICC
관할권 행사요건에 대한 이견으로 규정 채택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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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안’
을 제안함으로써 당사국간 합의 도출에 기여하는 등 로마

규정 채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확고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로마규정을 2000년 3월 8일 서명한 데 이
어 2002년 11월 13일 동 규정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동
북아시아에서는 최초의 ICC 당사국이 되었는데 이는 인권중시 국가
로서의 국가이미지 고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ICC 초대재판관을 배출한 나라이다. 2003년 2월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된 ICC 규정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송상현 후보가 제1차 투표에서 이미 2/3 득표를 상회하는 압
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송상현 재판관은 2003년 3월 11일
취임하였다.

10) ICC 규정채택을 위하여 1998.6.15.-7.17.간 로마에서 열린 전권외교회의에서 최대 난
제(難題)는 ICC의 관할권 행사 요건(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규
정이었으며,‘이해관계국의 동의가 없어도 ICC 스스로 관할권을 행사한다’
는 안과‘이
해관계국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는 안이 법리적∙정책적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
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범죄 발생지국, 피해자 국적국, 범죄인 국적국, 범죄인 구
금국 네 나라중 어느 하나의 동의가 있으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한
국안(Korean Proposal)’
을 성안∙발표하였다. ’
한국안’
은 현 ICC 규정 제12조 제2항
의 원형이 된 제안으로서, 법리적 측면에서는 국가간 조약으로 창설된 국제기구에 권한
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주권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통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
면서도, 정책적으로는 ICC에게 보편적 관할권에 버금가는 관할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장점이 있다고 평가 받아, 로마외교회의 참가국들의 8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다. ’
한국안’
은 ICC 관할권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자칫 좌초할 수도
있었던 로마외교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한 제안으로 ICC 규정당사국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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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테러 다자조약
국제 테러는 인간의 존엄∙가치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
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반테러 다자조약
(counter-terrorism convention)을 채택하여 각국이 자국의 형사
절차 및 국제협력을 통해 테러범죄를 진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
다. 현재까지 UN, ICAO, IMO 등 다자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
는 12개의 반테러 다자조약이 채택되고 발효되었으며, 나아가 UN에
서는 테러방지에 관한 포괄적 협약 및 핵테러방지협약을 성안하기
위하여 그 초안을 토의 중에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및 국민에 대한 테러공격에 대비하고 9.11 테러공
격 이후 국제사회의 반테러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반테러 다자조약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자조약에 대한
비준 또는 가입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1992년 3월 1일 채택된‘항해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및‘대륙붕에 소재하는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에 각각
2003년 5월 14일, 2003년 6월 10일 가입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테
러자금조달억제협약 및 폭탄테러행위억제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
하여 동 협약에 대한 국내비준절차를 실무적으로 완료하고 2004년중
국회의 비준동의를 획득하여 비준할 예정이며, 이로써 총 12개 반테
러다자조약을 전부 비준∙가입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테러리즘은 반인륜적 범죄로서 격리되어
야 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UN에서 논의 중인 테러방지에 관한 포괄
적 협약 및 핵테러 방지 협약이 국제사회에서 민족해방투쟁의 성격
에 관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그 채택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조기에 성안하여 테러리즘의 제거를 위한 국제규범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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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 인간 복제
1997년 복제양(羊) 돌리의 탄생으로 포유류의 체세포 복제가 가능
해지고 인간에 대한 복제시도가 우려됨에 따라 2001년 프랑스와 독일
은 제56차 UN 총회의 의제로 인간개체복제금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productive Cloning of Human
Beings)을 포함시킬 것을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두 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의 규제대상에 개체복제
의 금지를 포함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협약의
규제대상에 치료 및 연구 목적의 복제도 포함할 것인가 여부와 관련
하여 미국 및 카톨릭권 국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은 치료 및 연구
목적의 복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체세포 복제 관련 활동이 규제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치료 및 연구 목적의 복제는 일단 협약의 규제대상에
서 제외하고 복제인간을 탄생시키는 개체복제만 우선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2년 제57차 UN 총회에서 프랑스∙독일안과 미국안이 제시되
고 2003년 제58차 UN 총회에서는 벨기에안과 코스타리카안이 제
시된 가운데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양측이 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2004년도 개최될 제59차 UN 총회시까지 논의가 유예되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개체복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나 치료
및 연구 목적의 복제는 인간존엄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한 규제와
절차의 확립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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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3. 주요국가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 강화
정부는 2003년에도 주요 국가들과 다수의 조약을 체결하고 국제
법 제반사항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미국과는 군수지원협정 및 공수지원협정 개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
하여 한∙미 안보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과는 투자협정이 발효되어 양국간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
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중국과는 민사∙상사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여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의 실시, 법률정보 및 소송기록의 제공 등 민사 및 상사 사건
에 있어서 사법공조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게 되었다.
러시아와는 위험한 군사행동방지협정이 발효되었고, 구소련과의
항공협정을 대체하는 한∙러 항공협정이 서명∙발효되었다.

4. 해양∙항공 및 남극업무
가. 해양법질서 구축에의 적극 참여
해양은 국가간 외교의 중요한 사안이 된다. 그 이유는 해양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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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71%를 차지하는데다가, 많은 나라들이 항행, 어로, 해양과학
조사, 자원 개발, 심해저 개발, 환경보호, 관할권 행사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경쟁적으로 이용 및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바다의
이용과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해양법협약
은 1994년 발효하였으므로, 2004년이 되면 발효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보다 많은 당사국을 확보하면서 해양법협약의 보편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해양외교가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간 우리 정부
는 대내적으로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해양법질
서 구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어업협정과 EEZ 경계
획정회담 등을 추진하여 우리의 해양국익을 수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정부는 일본 및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
역 획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2003년도에도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 운용 및 후속체제의 정비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
였다. 다자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UN에서 매년 개최되는 해양
법협약당사국회의와 해양문제에 관한 UN 비공식협의(UNICPLOS)
이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UN 해양법협
약의 전세계적인 이행 동향과 후속체제 정비과정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해저기구 이사국이며 심해저 선행 투자
국으로서 자메이카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및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심해저 광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03~4년도에 국제해저기구에서는 심해저 광업규칙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우리는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인사를 진출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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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해양법재판소에서 박
춘호 재판관이 1996년 이래 활동하면서 해양법 분야 국제 판례 형성
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제해저기구에는 한국해양연구소의
강정극 박사가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해저 개발
관련 법규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UN에서 설립한 대
륙붕한계위원회에는 서울대학교 박용안 교수가 대륙붕한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과학∙기술지침서의 성안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해양기구에 우리나라의 인사를 진출시키는 데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자 한다.

나.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과 운영
21세기의 신해양질서는 전통적인 공해자유의 원칙에 대폭수정을
가함과 동시에 해양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
를 함께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해양법 발전의 대표적인 형태
가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변수역에서도 한∙일, 한∙중 양 협정을 중심으로 배타적경제수역
체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1999년 발효한 한∙일 어업협정은 현재 5년째 안정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 그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양국어선의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양국 EEZ에서의 어획할당량을 각각 2003년도 8만톤, 2004년도 7만
톤,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6만톤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8년 이후에는 전통적인 조업실적, 상호입어상황, 각국의 자원평
가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2005년도부
터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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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어업종류별 할당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4년에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1년 6월 30일 발효한 한∙중어업협정은 황해의 자원보호
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한∙중어업협정을 통하여 흑산도 및
제주도 인근의 대부분이 우리측 관할수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우리
어민들의 중국어선의 남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어 들었다. 정부
는 또한 서해특정금지구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문제 해결을 위
하여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서해에서의 어족자
원 고갈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바다
를 공유하고 있는 한∙중간 협력을 더욱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ICAO)에서의 활동
ICAO는‘전세계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국제항행 원칙 및 기술 개발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1944년‘국제민간
항공에 관한 협약’
에 따라 설립된 UN 전문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52년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ICAO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ICAO의 민간항공발전이라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 기구의 활동
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국제민간항공위상은
2003년 기준으로 화물운송 세계 3위, 여객운송 11위를 기록하여 전
체적으로 세계 8위의 항공대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민간항공 위상과 ICAO 내에서 우리나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01년에는 최초로 ICAO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이사국으
로서의 활동을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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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이사회는 총36개국으로 구성되어 항공운송, 비행, 안전 등
제반 항공관련 분야의 국제규칙을 제정∙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
어 사실상 ICAO의 모든 실질적인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
고 있는 바, ICAO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
항공계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제고시키고 항공관련 국익을 보호∙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3년의 주요 ICAO 활동으로는 3월 24~29일간 개최된 제5차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World Air Transportation Conference)
를 들 수 있는데, 금번 회의에서는 1994년 제4차 회의개최 이후 변화
된 항공환경을 반영하여 항공사 소유 및 지배의 자유화, 시장접근
자유화, 항공기 임대 등과 같은 항공자유화 문제, 국제항공운송규제
의 투명성 문제, 자유화 촉진에 있어서의 ICAO의 역할 등 점진적 항공
자유화에 관한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 적극 참여
하여 관련의제에 대한 Working Paper를 제출하고 관심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2003년에 ICAO 이사회에서 토의된 주요사항은 1997년에 채택
되고 2000년에 개정된 바 있는 ICAO 전략(Strategic Action Plan)
의 수정에 관한 문제였다. 동 수정 전략은 ICAO가 채택한 기존의 규칙
및 권고사항을 회원국이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외에 항공
보안감사 강화, 항공분야의 전쟁보험 및 제3자 손해배상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라. 남극활동
남극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60배인 1,350만㎡로서 지구 전체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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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지구상 담수의 약 90%가 이곳에 얼음 형
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대기학, 기상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생물학
등 모든 과학 분야에서 천연 실험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극의 가
치는 처음에는 어업자원 획득에 있었고 20세기 초까지 영국, 프랑
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이 다양한
이론을 통해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남극의 가치가 어업자원(fishing resources)에서 장기간의 과학적
조사 및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광물자원(mining resources) 및
학술연구(academic research)로 바뀜에 따라 각국은 기존의 소모적
인 영유권 논쟁에서 벗어나 점차 협력적인 국제 레짐을 구축하기 위
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9년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1960년 발효)이
채택된 것을 필두로 1972년 남극물개보존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1978년 발효), 1980년 남극해양
생물자원보존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1981년 발효), 1991년 환경보존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1998년 발효) 등 일련의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오늘날 동 조약들을 총칭하여 남극조약 체제(Antarctic Treaty
System)라 부른다. 남극조약 체제는 1998년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
조약의정서 발효 후 점차로 환경보호위원회(CEP)를 중심으로 남극
환경 보호 및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남극조약 체제는 남극조약 당사국 중 남극에서 실질적인 과학 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제적 특수지위를 향유하는 남극조약협의당
사국들의 의사결정체인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남극조약협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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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회의는 1961년 호주 캔버라에서 시작되어 2003년도에는 제26차
회의가 6월 9~20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
서 협의당사국들은 남극조약 지역에서 환경비상사태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6부속서의 성안논의를 계속하였으며, 남극조약지역에서의 관광
및 비정부기관의 활동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동회의는
200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설립될 남극조약사무국(the Secretariat
to the Antarctic Treaty)의 임무 및 예산, 사무국장의 권한 및 선
출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고 바다새(Albatrosses and Petrels) 보존
을 위한 결의 등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 1986년에는
남극조약에 각각 가입하였으며, 1988년 남극 킹조지섬에 상주과학
기지인 세종기지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1989년 10월 세계에서 23번
째로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남극조약
체제의 실질적 운영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1995년에는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03년 8월 1일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를 이행
하기 위한 국내법률(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을 입안하여 이
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4년중 동 법률이 공포∙발효될 전망
이다.
이 밖에, 양자협력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1996년 칠레 및 페루와 남
극에서의 과학기술 및 보급지원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현재 한국해양연구원(KORDI)과 페루 남극위원회
(CONAAN)간 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선박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 따라 협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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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48/88에서 크릴,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를 포획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동 협약이 규정하는 보호조치를 이행하면서 우리의 조업이
익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되는 남극해양생물
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 국제법질서 형성과정에의 참여
가. 우리인사의 국제법률기구 진출
2003년에는 우리나라 인사로는 주요 법률기구인 사법통일국제연
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UNIDROIT)에 유병화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총장이 집행이사
로 3회 연속 선출되었다.
이번 유병화 총장의 당선으로 국제사법 및 거래법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증진에 기여하고 사법 및 거래법의 국제적 통일화 작업에 지속
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국제법
률기구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3년 6월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ICTR) 비상임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박선기 변호사가 당선되었다.
이번 UNIDROIT 집행이사 선출 및 박선기 변호사의 ICTR 재판관
당선은 1996년 박춘호 교수의 ITLOS 재판관, 2001년 권오권 판사
의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지정일 교수의 국제법 위원회 위
원 당선, 김두영 외무관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 당선
등 활발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법률기구 진출을 더욱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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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국제법률기구 회의 참가
2003년중 우리 정부는 국제사법에 관한 UN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헤이그국제사법
회의 주관 회의 및 UN에서 주관하는 인간복제, 국제 테러리즘, 부패
방지 관련 회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PUOS) 주관 우주
법 관련 회의 등에 참가하였다. 동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의제들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처해야 하는 사안으로,
우리 정부는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약 성안 및 운용방
식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통해 관련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우선 국제사법 분야에서는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주관하는 제36차 UNCITRAL본회의를 비롯하여 도산법, 담보권, 전
자상거래, 상사중재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였다. 제28차 및 제29차
도산법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도산법 입법가이드 초안 및 소송외적
파산절차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입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정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제41차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전자계약에 관한 협
약 성안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
법을 기초로 한 우리 입장을 반영하였고, 전자서명에 관한 우리 국내
법의 추가 개정 가능성에도 대비하였다. 제38차 및 제39차 중재 실
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임시보전처분의 집행력 강화 등 조정에 관한
모델 입법조항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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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주관으
로 개최된 철도차량의정서 제3차 정부전문가회의와 우주물체의정서
제1차 정부전문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한 적극적
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주관으로 열린 재판관할권 및 판결
의 승인과 집행협약 제1차 특별회의 및 가족부양의무협약 제1차 특
별회의에서는 중앙당국간 협력, 관할권, 준거법, 판결의 승인과 집행
관련 논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기반한 우리 입장을 적
극 반영시키고 논의 동향을 파악, 향후 국내 관계법령 정비에 대비하
였다.
제58차 UN 총회에서는 제56차 UN 총회 결의(56/93)로 채택된
‘인간개체복제금지협약’
의 추진방향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는바,
우리 대표단은 이 의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간개체복제를
우선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안과 모든 인간복제 관련 활동을 전면적으
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협약 추진방안을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58차 UN 총회에서는 인간복제문제에 관
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채 미결의제로 남게 되었으나, 제59차
총회에서는 인간복제와 관련 윤리적 측면과 함께 생명공학 육성이라
는 과학∙기술계의 요구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국제협약이 추진되도
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02년 1월부터 개최된 부패방지를 위한 협약성안 특별위원
회가 2003년에도 계속되었는바, 우리 대표단은 협약안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특히 예방조치, 범죄화, 관할권, 법인의 책임, 불법자금의
전환방지 등에 관해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이를 협약성안 과정에 반
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3년 7월 6차 회의를 끝으로 협약성
안 협의가 마무리되어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10일 멕시코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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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된 서명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제42차 법률소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국제법의 새로운 영역의 하나인 우주분야를 규율하는
국제법 형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제2차 UN 우주법 워크샵 회
의를 2003년 11월 3~6일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함으
로써,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우주법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6. 국제법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가. 국제법 논문경연대회 개최
국제법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저변확대는 국제법을 통한 외교역량
의 강화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한 외교통상부는 관학협조 및 젊은 국제법 학자
의 육성 측면에서 외교통상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대학(원)생 국제
법 논문경연대회’
를 2001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국제법 논문경연
대회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외교통상부장관상이 수여되고, 부상
으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의 국제공법과정의 수강경비가 제공된
다. 이를 통해 국제법을 공부해온 학생들은 국제법의 최신 동향에 관
한 수준 높은 학문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며, 국제법 초심자에게도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고조하여 미래의 관학협조를 위한 초석을 다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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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제3회 국제법 논문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학부과정
과 대학원과정을 구분하여 논문심사가 이루어졌다. 제3회 국제법 논
문경연대회의 주제는‘국제법상 황사문제의 해결’및‘이라크 사태
관련 무력사용의 국제법상 문제’
라는 현실적이고도 학문적인 주제가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제시되었다. 동 주제
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국제법 논문경연대회에 응모하여 수준 높
은 연구 진행과 함께 구술경연 등에서 다양한 견해가 활발히 개진되
었다.
외교통상부와 대한국제법학회의 공동 개최로 수행되는‘대학(원)
생 국제법 논문경연대회’
는 향후에도 많은 학생들의 관심 유도를 통
해 국제법의 현실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계간지「국제법 동향과 실무」발간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회의 동향 및 국제법 관련 업무
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국제법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학계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법 연구를
촉진시키고자 계간지「국제법 동향과 실무」
를 발간하고 있다.
「국제법 동향과 실무」
는 조약 체결 동향, 국제회의 및 법률기구의
주요활동, UN을 비롯한 우리나라 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 국내
법관련 국제법 판례 및 국제법 관련 국내법의 개정 사항, 국제사법재
판소의 판결 등에 관하여 매 1월, 4월, 7월, 10월의 편집기간을 거쳐
매 2월, 5월, 8월, 11월에 발간된다.
2002년도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을 특집으로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국제테러리즘을 특집으로 통권 제2호가 발간되었다. 2003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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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제3호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제
문제, 제4호에서는 인간복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동향, 제5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총회, 제6호에서는 세계적인 학자를 초빙하여 국제적인 세미나로 개
최되었던 조약체결절차에 대한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계간지「국제법 동향과 실무」
는 실무의 현황을 소개함과 동시에 실
무진에게도 학계의 최근 이론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도록 외부 논문
도 함께 게재하여 관학 협조의 장을 넓혀왔다. 또한 이 계간지의 모
든 내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며, 실무
진, 학계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
도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 국제법 세미나 개최
국제법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최근 동향을 소개하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2003년에도 개최되었다. 국제법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
로 개최된 세미나 중 7월 10일 개최된‘조약체결에 있어 교섭능력 제고
방안’
에는 세계적인 학자인 앤써니 오스트, 얀 클래버스 등을 초빙하
여 국내 학자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국내학자들의 한반도 통일 대비 문제에 대한 세미나도 활발히 진행
되었다. 외교통상부는 7월 30일‘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제문
제’
라는 주제로 유엔사 문제,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쟁점,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 국제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 등에 대하여 실무자와 학자간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상기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학자들의 초청으로 민족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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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대하여 7월 22일 독일의 괴니히 교수가‘독일통합과 민족자결
권 문제’
에 관한 강의를 하였고, 해양법 관련 스코바지 교수는 외교
안보연구원에서 다수의 해양법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경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라. 관∙학 협조 제고
정부의 실무자들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계에서는 이론적 세련화
를 거쳐 이를 실무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론적∙현실적 정부의 외
교정책이 수립되게 된다. 특히 국제법 분야에서 이러한 긴밀한 관∙
학 협조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외교통상부는 세미나 및 국제학술행사의 개최 지원과 외교통상부
국제법 자문 위원회 등을 통하여 국제법 학계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03년 12인의 국제법학자를 자문위원으로 위
촉하여 설립된 외교통상부 국제법 자문위원회는 세 차례의 자문회의
를 개최하였으며, 외교통상부와의 긴밀한 관계 설정을 통해 실시간
으로 자문할 수 있는 정보교류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정보교류
체제는 외교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갖는
국제법적 함의와 평가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실무자로 하여
금 국제회의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국제법 분야 관∙학 협조의 긴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