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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자회담의 재개

2004년 6월 제3차 6자회담 이후, 북한은 회담 재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면서 제4차 6자
회담 개최를 계속 지연시켜왔으며, 특히 2005년 들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보유를 주장하며 6자회담 무기
한 참가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어 미국이 북한을‘폭정의 전초기지’로 부른데 대해 사과와
취소를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3월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을 남북한 쌍방
의 핵무기를 다루는 군축회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5월에는 5MWe 원자로
에서 폐연료봉 인출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점차 조치의 강도를 높여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일차
적 목적이 협상 입지를 유리하게 하려는데 있다는 판단하에 ▲ 북핵 불용 ▲ 평화적·외교
적 해결 ▲ 우리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3대원칙을 견지하면서, 관련국들과의 협조하에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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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한 상황 관리와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
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즉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
하면서 관련국들의 과민
반응을 자제토록 유도하
고, 6자회담을 재개할

제4차 6자회담 개막식에서 악수하는 6개국 대표들(2005년 7월 26일, 베이징)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회담 재
개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미국 라이스 국무장
관도 북한을‘주권국가’로 부르는 등‘폭정’발언에 대한 북측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 미·북간 양자회담 개최 용의를 표명하는 등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
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5월 9일) 및 미국(6월 10일)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수차
례에 걸쳐 관련국들과 외교장관회담 및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 등 다양한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방지하고 회담 복귀를 끈기 있게 설득하였
다. 이와 더불어 6월 대통령 특사의 방북을 통한 중대제안 전달1) 등 남북대화를 통해 적극
적으로 회담 재개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7월 9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
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 베이징 회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약
속하게 되었다.

1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 신포 경수로 건설 공사를 종료하되, 신포 경수로 발전 능력에 해당하는 200만kw의 전력을 우리
측이 북한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핵폐기 합의 이후 3년 내에 북핵 폐기 및 송전 관련 시설 완공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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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차 6자회담 결과

1) 9·19 공동성명의 채택

7월 26일 제4차 6자회담이 재개되어 13일간의 협의(7월 26일~8월 7일, 1단계회의)를 가졌
다. 참가국 모두가 폐막일을 정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각오로
진지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 회의 결과, 6자회담의 목표와 원칙을 담은 공동문
건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대북안전보장, 관계정상화
1단계회의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제4차 회담 2단계회의(9월 13~19일)가 개최
되어 관련국간 핵심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조율을 한 결과, 마침내 참가국 만장일치로
회담의 목표와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9·19 공동성명 주요 내용
■ 1조 :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외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NPT 및 IAEA 안전조치로의 조속한 복귀 공약

교

• 미국은 핵무기 혹은 재래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침공 의사 불보유 확인
• 남한 내 핵무기 부재 확인

돋

•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 보유, 여타국은 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에 동의

보

■ 2조 : 관계정상화
기

• 미·북간 상호 주권존중, 평화적 공존, 관계정상화 조치
• 일·북 관계정상화 조치
■ 3조 : 대북 국제적 지원
•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 경제협력 증진
• 대(對)북한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
• 한국은 2백만kw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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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동 문건 내용의 대부분에 대해 의견일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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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 :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비전 제시
• 직접 당사국들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최
•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
■ 5조 : 이행 원칙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칙에 입각,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
■ 6조 : 차기 회담(11월 초 베이징)

공동성명을 통해 우선 북한은“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
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를 공약함으로
써 핵개발 포기 의사를 확인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여타국은 북한의 핵 포기에 상응하여 대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와 에
너지 지원 등 경제협력 제공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직접 관련당사국간 향후 적
절한 별도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과 동북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9·19 공동성명 채택은 6자회담 참가국간 북핵 폐기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
결 과정의 일차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성명은 관계정상화, 안보우려
해소, 경제 지원 등 북한의 주요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향후 공동성명 이행
단계에서 북한이 개방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적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었다.
아울러 평화체제 논의 및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합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한
반도 긴장완화 및 냉전구조 해체 등 미래의 한반도·동북아 안보협력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여타 지역과는 달리 체계적인 안보협력 시스템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9·19 공동성명의 채택에 대해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이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환영과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보다 개선
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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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성명 채택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

9·19 공동성명 채택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
에 북핵 해결 3대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
게 노력해 온 총체적 외교의 성과이다.
지난 2여 년간 우리 정부는 미·일·
중·러 주변 4국과의 북핵 관련 정상외
교 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일) 등 남·북한 차원에서도 6자회담 재

제4차 6자회담 대책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만난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2005년 8월 23일, 워싱턴)

개와 진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정부는 13개월이라는 공백 끝에 어렵게 베이징에서 재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협
상기간 전반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관련국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위기도 있었으나, 우리는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문안 타결시까지 휴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합의 도출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한·미동맹 관계와 진전된 남·북 관계를 적극 활용하
여, 6자회담 최초로 남·북·미 3자협의를 개최하는 등 회담 진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기간(9월 13~19일)은 대통령(9월 14~16일) 및 외교통상부
장관(9월 17~20일)의 유엔 방문, 그리고 평양에서의 남·북 장관급 회담(9월 13~16일) 개최
시기와 중복되었다. 우리측은 이를 활용하여 회담 진전을 위해 관련국들을 설득하는데 결
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외교통상부장관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총 7회의
2

우리측이 수차례에 걸쳐 S&P사, Fitch사 등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해 설명한 결과, S&P사와 Fitch사는 6자회담의 지속적인 개최 및 공동성
명 채택 등 실질적·가시적 성과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다. 국가신용 등급의 상향조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금융권의 해외자금 조달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관

일자

2003년 2월(참여정부 출범 당시)

2005년 9월(공동성명 채택 당시)

S&P

A-

A(1단계 ⇧) (2005년 7월 27일)

Fitch

A

A+(1단계 ⇧) (2005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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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kw 대북 송전 제의(2005년 7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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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베이징-뉴욕-평양간 유기적 외교 채널

•제60차 유엔 총회
- 외교통상부장관, 미·일·중·러 외교장관 접촉 설득

뉴욕

서울
통합·조율
•남·북 장관급회담
- 대통령 메시지 전달

평양

베이징

•6자회담
- 수석대표, 미·일·중·러 접촉
- 대북 설득 노력 병행

긴급 통화 및 회담 등 접촉을 통해 공동성명의 최종 쟁점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일본·중국 등 관련국 외교장관과의 협의 등 1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개최하였다. 즉 제4
차 6자회담 2단계회의 기간 중 베이징 현지-뉴욕-평양-서울을 잇는 유기적·입체적 외교
노력을 통해 공동성명 최종 타결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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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및 이후 동향과 과제

1) 6자회담 진전 추세의 유지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의 과제는 북핵 폐기 및 상응조치의 시기·방법·절차 등 구체
적인 이행계획에 합의하는 것으로서, 그 첫 회담인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11월 9~11일)
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공동성명 이행계획에 대한 각국의 구상과 입장
이 개진되었으며, 관련국간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
회의 과정에서 북한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금융관련 조치 문제를 제기해 회
담이 난항을 겪기는 했으나, 참가국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을 재
확인하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치 및 순서를 만들며,“가능한 한 가장 빠른 일
자”에 차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6자회담 과정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
였다.
한편 11월 18~19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참가국 정상들은
9·19 공동성명의 채택을 평가하고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격려하는 내용의 의장 구두
성명 발표에 합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이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계기에 우리는 미·일·중·러 등 6자회담 참가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외
교장관 회담 및 기타 다자포럼 등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의 진전에 대
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을 재확인하였다.

제5차 6자회담 의장성명 주요 내용
외
교

돋
보

■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
■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치 및 순서를 만들기로 합의
■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일자에 차기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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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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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APEC 의장 구두성명
“우리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외

를 위한 6자회담의 최근의 긍정적인 진
교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것

돋
보
기

전들을 환영하며, 이러한 진전들은 역내
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는 6자회담의
추가적인 실질적 진전과, 특히 제4차 6
자회담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공동성
명의‘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
칙에 따른 성실한 이행을 격려하였다.”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 구두성명을 발표하는 노무현 대
통령(2005년 11월 19일, 부산)

6자회담 진전 추세의 유지
1차 회담

2차 회담

3차 회담

(2003년 8월 27~29일)

(2004년 2월 25~28일)

(2004년 6월 23~26일)

■ 한반도 비핵화, 대화
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적 해결 원칙 재확인

■ 한반도 비핵화를 위
한 초기 조치의 필요
성,‘말 대 말’/‘행
동 대 행동’
의 단계
적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 상호조율된 조치에
의한 해결 및 실무그
룹 구성 합의
※ 회담의 틀 마련으로
실질 문제 협의를
위한 기반 조성

- 실무그룹회의를 통
해 초기 조치의 범
위, 기간, 검증, 상
응조치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협의
■ 실무그룹회의 운영
개념 문건 승인
※ 남·북·미가 최초
로 구체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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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회담
(2004년 7월 26일~
8월 7일, 9월 13~19일)

■ 6자회담 최초로 원
칙과 목표를 담은 공
동성명 채택
- 북한의 핵폐기 및
여타국의 상응 조치
공약
- 별도 포럼에서 직접
당사자간 한반도 평
화 체제 협상 개최
- 단계적·상호 조율
원칙하에 이행 방안
협의

5차 회담 1단계회의
(2005년 11월 9~11일)

■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 의지 재확인
- 이를 위한 구체 계
획, 조치, 순서 작성
에 합의

2) BDA 문제 및 향후 대책

북한은 제5차 회담 1단계회의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미측의 금융조치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핵 문제 논의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면서 차기 회담의 속개를 지연시켜 오고 있다.
북한이 거론하는 미측의 금융조치 문제란 미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마카오 소재
Banco Delta Asia(BDA) 은행을 미국 Patriot Act 제311조3)에 따른「돈세탁 주요 우려대상」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따
라 BDA에 대한 도산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태가 발생하자,
게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금융조치는 불법행위로부터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서 6자회담과는 별개의 법집행 차원의 문제이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하에 북한이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 북한이 연관된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 국제사
회의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북측의 조치가 필요하며 ▲ 아울러 BDA 문제 등이 6자회담의
진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 6자회담이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하에 미·일·중·러 등 주요 참가국들과 조속한 회담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회담의 속개도 중요하지만 회담의 실질적 진전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
식하에, 공동성명이 이행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회담 진
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기조하에
한·미 공조와 더불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협력 그리고 일·러 등 회담 참가국과
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한 남북대화 및 협력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3

미국의 Patriot Act 제311조는 테러조직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금융기관을「돈세탁 주요 우려대상」
으로 지정,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및 미국 내 계좌 압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 미 재무부는 BDA가 20년 이상 돈세탁을 통해 불법행위를 지원하였다는 이유로「돈세탁 우려기관」
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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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당국은 BDA 계좌 인출을 중단시켰으며 결국 BDA 내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시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절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균형 발전

참여정부 출범 이래 한·미 관계는 동
맹정신과 공동의 가치, 그리고 상호 신
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5년 두 차례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
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정상간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미중 워싱턴에서
정상회담(6월 11일)을 개최하여, 한·미

한ㆍ미 정상회담(2005년 11월 17일, 경주)

동맹관련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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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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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협상 국면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7월 말 6자회담이 1여 년 만
에 재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부시 대통령이 부산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도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11
월 17일)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와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 증진 방안,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그리
고 동 협의 결과를 정리한 경주 공동선언(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
하였다. 이 공동선언은 한·미 관계가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
가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다.
또한 동 정상회담에서는 장관급 전략대화(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여 기존의 한·미 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함께
한·미 관계 조율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정상회담과 아울러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반
기문 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은 상호 방문 및 다자 무대를 포함하여 8차례의 외교장관회
담을 개최하였다. 특히 반기문 장관은 9월 17~18일간 제60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하여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과 뉴욕에서 수차례 긴밀한 협의를 가졌
다. 이러한 협의는 당시 베이징에서 진행중이던 북핵 관련 6자회담이 경수로 문제를 포함
한 최종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2005년 11월 경주 정상회담 합의에 따
라 반기문 장관은 2006년 1월 19일 미국
을 방문하여 라이스 국무장관과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는 한·미간 최초의 장관급 전략대화
로 양 장관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일부
감축, 방위비 분담,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오랫동안 걸림돌로 남아 있던
굵직한 현안들을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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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중 Korea Society에서 연설하는 노무현 대통령(2005
년 9월 16일, 뉴욕)

원만히 해결하였음을 평가하고, 이를 계
기로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포괄적·
역동적·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이 자
리에서 양국은 최초의 장관급 전략대화
라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양국은 한·미

웰던 미국 하원의원단을 접견하는 반기문 장관(2005년 1월 14
일, 서울)

동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지역적·범세계적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의 대외정책 형성 및 집행에 미국 내 여론지도층 인사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미국 행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의회, 학계, 언론계 등 미국 내 여론 주도층 인사들과 광
범위하게 접촉하여 한·미동맹 관계, 주한미군 재배치문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
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외교통상부는 한·미간의 민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단기간 미국 방
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의 미국비자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
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미국 의회 내
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계기로 추진된 한국계 미국인의 날 결의안 및 한국계 미
국인의 날 지정 방안 지지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102명의 한
국인이 하와이에 첫발을 디딘 날인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내 한인사회의 성장과 한인의 위상 제고를 보여준다. 또한 미국 의회 내에서의 한국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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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에 토대한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맹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성숙한 동맹 동반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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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일 시

주요 내용

2005년 6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방미(6월 9~11일)

2005년 11월 17일

APEC 정상회의 계기(경주)

한·미 외교장관회담
일 시

주요 내용

2005년 1월 6일

지진해일 피해 관련 ASEAN 특별 정상회의 계기(자카르타)

2005년 2월 14일

반기문 장관 방미(2월 10~16일)

2005년 3월 20일

라이스 국무장관 방한(3월 19~20일)

2005년 6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방미(6월 9~11일) 계기

2005년 7월 12일

라이스 국무장관 방한(7월 12~13일)

2005년 8월 23일

반기문 장관 방미(8월 20~26일)

2005년 9월 17일

유엔 총회 계기(뉴욕)

2005년 11월 16일

APEC 정상회의 계기(부산)

2006년 1월 19일

반기문 장관 방미(1월 17~20일,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 발표)

한·미 고위급 교류
일 시

주요 내용

2005년 1월 8~10일

머코우스키 상원 동·태 소위원장 방한

2005년 1월 11~14일

웰던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단 방한 및 방북

2005년 1월 15~21일

한나라당 대표단 방미

2005년 1월 22~28일

에반스 하원의원 방한

2005년 3월 5~12일

김원기 국회의장 방미

2005년 3월 20일

본드 상원의원 방한

2005년 4월 26~29일

이종석 NSC 사무차장 방미

2005년 5월 3~4일

국회의원단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

2005년 5월 31일~6월 3일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방미

2005년 6월 3일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 회담(제주)

2005년 10월 21일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서울)

2005년 10월 20일~11월 5일

럼스펠드 국방장관 방한

2005년 12월 7~8일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 방한

2006년 1월 21~24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 일행 방한

2006년 1월 25~26일

크라우치 백악관 부보좌관 방한

2006년 2월 23~24일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방미

2006년 3월 22~25일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방미

2006년 5월 17~21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윌리암스버그 회의 참석 계기 방미(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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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현안의 타결과 진전
2005년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문
제 등 주요 한·미간 동맹현안들이 타결되거나 진전된 한 해였다.

1)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차례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Future of the Alliance Policy Initiatives)를 개
최하였다. 이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군사임무전환, 연합전력증강 등 주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SPI)
개최 일시

대 표 단

개최 장소

1차

2005.2.3

■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James Foster 국무부 한국과장

한국
(서울)

2차

2005.4.5~6

■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James Foster 국무부 한국과장

미국
(하와이)

3차

2005.6.23~24

■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James Foster 국무부 한국과장

미국
(워싱턴)

4차

■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2005.9.28~29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Kathleen Stephens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미국
(워싱턴)

5차

2005.12.6

■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Kathleen Stephens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한국
(서울)

6차

2006.2.14

■ 안광찬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차관보, James Foster 국무부 한국과장

미국
(괌)

7차

2006.3.21

■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관
■ Richard Lawless 국방부 아·태차관보
Joseph Yun 주한 미대사관 공사참사관

한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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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자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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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재조정 문제에 대해 상호 유익한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2004년 10월 개최된 제3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는 FOTA에 이어 미래 한·미동맹의 거시적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안보정책구
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2005년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2월 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6년 4월까지 총 7차례의 SPI를 개최하였다.
한·미 양국은 SPI를 통해 FOTA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 등 한·미동맹의 장기적 청사진 구
상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SPI는 동맹현안 해결을
위한 안보협의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양국은 2006년에도
SPI를 통해 동맹현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2) 방위비 분담 협상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의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 우리나라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역할 확
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1991년부터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일명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왔다. 그동안 국방

부가 방위비분담협상을 맡았으나, 2005~2006년간 적용되는 제6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였다. 외교통상부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5차
례의 고위급 회담 및 수차례의 실무급 협상을 개최하였다. 마침내 2005년 4월 새로운 방위
비분담협정 내용에 최종 합의하고, 6월 국회 동의를 받았다.
협상 결과, 2005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8.9% 삭감된 6,804억 원(전액 원화 지급)으
로 감액되었으며 2006년의 분담금도 2005년과 동일한 액수로 동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던 방위비 분담금을 최초로 감액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방위비분담액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이라크 파병 등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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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합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미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미 양국은 2005년 2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협의를 가졌다. 2006년 1월 19일 제1차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유
연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금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의견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한·미동맹
이 21세기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
로 평가된다.

4) 주한미군 재배치 이행

한·미 양국은 2004년 10월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개정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두 협정문은 2004년 12월 국회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은 SPI
를 통해 재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2005년 7월과 8월 각각 건설기술양해각서(EMOU)와 비용처리절차(Cost Management Procedure) 등 용산기지 이전이행을 위한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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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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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체결하였다. 성공적인 기지 재배치 이행은 우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개선을 통한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
으로도 주한미군 재배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지속적으로 실
행할 예정이다.

5)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은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미국측의 무상사
용 문제와 우리 문화재(舊 덕수궁
터) 보호 때문에 쟁점이 되어 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간 긴
밀한 협의를 토대로 미국측과 협상
한 결과, 7월 12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
하였다.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양해각서 교환식(2005년 7월 12일, 서울)

동 양해각서 체결로 주한 미대사
관 청사 이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원칙과 조건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 덕수
궁 터와 아관파천 길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용
산 미군기지내 주한 미대사관 사용시설부지 반환문제를 해결하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동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부지교환합의서 등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 합의서를 채택하기 위
해 미국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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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FA 운영개선의 지속적 추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운영개선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2002년부터 한시적으로 가동된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
반을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존의 SOFA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
회와 함께 주한미군과의 협의채널로 정례화하였다.
위원회 회의, 수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미 양측간의 SOFA 현안을 협의·해
결하였다. 특히 제184차 합동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기지 내 우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
호·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SOFA 환경분과위원회 산하 문화재보호 공동실무작업반을
SOFA 문화재보호 분과위원회로 독립시켜 정식 분과위원회로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한·미 양측은 이 합의서를 토대로 9월 중
포항 캠프 무적(Camp Mujeok) 및 용산기지에 대한 문화재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
월 30일 문화재 조사 절차서를 체결함으로써 미군기지 내 우리 문화재를 상호 협력하에 보
다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도 제184차
합동위원회에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 이
행을 위한 기술양해각서(E-MOU)를 체
결하였다. E-MOU는 평택으로 이전할 미
군기지 대체시설의 기획, 계획, 설계, 건
설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
다. 한·미 양측은 E-MOU 체결로 용산

제184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2005년 7월 7일, 서울)

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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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05년 7월 7일 개최된 제184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 2차례의 특별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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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측과 식물 및 우편물 시범 합동검역 절차서, 주한미군 가족 취업
에 관한 절차 및 지침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절차 개정합의서 등을
체결하여 주요 SOFA 현안 해결에 진전을 보았다. 이번 고용보험 가입절차 개정합의를
통해 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시간제 및 고령 근로자도 국내 고용보험 혜택이 가능해졌다.
미군기지 및 그 주변 환경보호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미국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전개하였다. 군산 미공군기지 외곽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합동위원회를 통해 미국측과 처리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오염
발생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기지 내외에 대한 공동 정밀조사를 하기로 합의하여 11월 14일
조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반환 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의 대책 협의에 기초하여 미국측과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환경분과위, 특
별합동위원회 등 SOFA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총 8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의를 가졌고, 정
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관련부처간 긴밀히 협의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SOFA의 운영을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체감 SOFA의 수준을 높이고 주한미군의 주둔환경을 향상시
킬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미해결중인 SOFA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SOFA 관련 민원 처리 체계도 적극적으로 개선·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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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관계

2005년은 광복 60주년이자 한·일 수
교 40주년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해였
으며, 양국 정부는 2005년을「한·일 우
정의 해」1)로 지정하여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조례 제정, 4
월초 왜곡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 10월

제8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2005년 3월 1일, 서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
1

2005년「한·일 우정의 해」
는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나가자 미래로, 다같이 세계로」
라는 표어 아래
각종 교류사업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한·일 양국민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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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으로 한·일 관계는 난항에 빠
졌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3·1절 기
념사, 대일정책 기조에 관한 국가안
전보장회의(NSC) 성명,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역사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였

독도 전경

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로 한·일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2006
년 4월 중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저지형 조사 강행을 표방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한층 악화시켰다.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한·일 외교차관회의를 통한 외교적
노력으로 대결 국면은 해소할 수 있었으나,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특별 담화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의 청
산과 주권 확립에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한·일 관
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양국에서
700여 건이 진행된「한·일 우정의
해」관련 사업은 문화·경제 등 제
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한·일 관계가 한 단
계 진일보하였음을 확인하는 계기
가 되었다.
양국간 인적·경제적 교류는

52 | 2006년 외교백서

2005년「한·일 우정의 해」개막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모리 전(前) 일본 총리(2005년 1월 27일, 서울)

2004년 연간 인적교류 401만 명, 교역규모 678억 달
러에서 2005년도에는 각각 418만 명, 72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5년 8월 1일부터 한·일 양국은 김포-하네다
간 셔틀항공편을 1일 왕복 4회에서 8회로 증편하
였으며, 2006년 3월 1일부터 상호 단기사증 항구적
면제 조치가 실시되었다.2) 이러한 조치들은 앞으로
한·일간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한·일간 개별 과거사 현안과 관련하여 실
10월 북관대첩비3)가 100년 만에 우리나라에 반환

국립중앙박물관 개관기념식에 참석, 북관대첩비
를 살펴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2005년
10월 28일, 서울)

되었으며, 원폭피해자 관련 수당신청 제도가 개선되었고, 2006년 2월 일본 국내법 개정
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격리된 우리 한센인(나병환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5년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 관련 문서를 일반에 전면 공개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 정부 행정의 투명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양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으나, 양국
간 역사 인식 격차가 지속된다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은 요원하다. 양국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2년 발족한 제1기 한·일 역사공동연구는 2005년 5월에 19개 주제, 총 2
천 쪽이 넘는 55편의 논문 등 방대한 공동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활동을 종료하였다.
한·일 양국은 현재 제2기 역사공동연구를 발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2006년 3월 1일 이후 90일 이내의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취직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는
제외)은 일본사증을 취득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다.

3

임진왜란(1592~1598년) 때 최초 의병들이 왜군을 격퇴시킨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에 세워진 승첩비이다. 1904년 러·일
전쟁 때 일본이 강탈해 갔으나 2005년 10월 20일에 한국에 반환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치되었다. 이후 2006년 3월 1일에 북한으로 인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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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진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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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관계

한·중 양국은 1992년 공식수교 이래 13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여
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2005
년에도 양국은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각종 양자 및
다자회의 등의 만남을 가지는 등 양국간 전면적 협
력 동반자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5년 6월 이해찬 국무총리의 중
국 방문, 1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국
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였다. 한편 북핵 문제를 포함한 현안도 끊이지 않았
는데, 이에 양국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

APEC 정상회의장에서 개최된 한·중 양국 정상
회담(2005년 11월 11일, 부산)

아지역 정세에 관한 심도 있는 협의·협력을 전개
하였다. 또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양국은 경제, 통상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양국간 교역량이 대
폭 증가하여 2005년 한 해에만 1,005억 달러를 기록, 2004년(794억 달러)보다 26.6%가 늘었
다. 인적 교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양국 상호 방문자 수는 425만 명에 달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이라 할 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2005년에는 김치 파동, 서해상의 어업 분쟁 등 여러 문제도 발생하였으나, 한·중 양국
정부는 관계 발전의 큰 틀에 입각하여 갖가지 현안과 함께 탈북자 문제 및 고구려사 문제
등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국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
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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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간 주요 통계
1992년

2005년

비 고

액

64억 달러

1,005억 달러

▲ 15.7배

대 중

수 출

27억 달러

619억 달러

▲ 22.9배

대 중

수 입

37억 달러

386억 달러

▲ 10.4배

무 역 수 지

-10억 달러

233억 달러

방중 한국인

4.3만 명

354.5만 명

▲ 82.4배

방한 중국인

8.7만 명

70.7만 명

▲ 8.1배

총

교역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3. 한·중·일 3국간 동북아 협력

동북아 지역이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일 3국간 다방면에 걸친 실질협력 절차가 확대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각종 장관급 교류 및 실무당국간 교류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등 역사 문
제가 한·중·일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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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교류

제2장 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한·중·일 3자 위원회(외교장관회의) (2005년 5월 9일, 교토)

한·중·일 3국간에는 현재 여러 협의체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3국간 정상회의를 비롯
하여 외교, 경제통상, 재무, 환경, IT, 에너지, 특허, 기상, 수산 분야의 장관(청장)회의, 국장
급 회의 등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외교, 재무, 환
경, 에너지, 특허, 인사, 해상교통, 물류, 교육,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3국간 장관(급)회
담이 개최되었다.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대세인 가운데, 현재 동북아 지역은 역사 인식 문제로 협력이 지
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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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교역 현황
한·일

(단위 : 억 달러)

한·중

연 도

한국의
대일 수출

한국의
대일 수입

일·중

한국의
대중 수출

한국의
대중 수입

일본의
대중 수출

일본의
대중 수입

2001

165

266

182

133

311

2002

151

299

238

174

399

617

2003

173

363

351

219

572

752

581

2004

217

461

498

296

738

942

2005

240

484

619

386

803

1,09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진흥회)

한·일
연 도
2001

한국의
대일본 투자

(단위 : 백만 달러)

한·중

일본의
대한국 투자

한국의
대중국 투자

일·중

중국의
대한국 투자

일본의
대중국 투자

중국의
대일본 투자

1,453

3

94

776

998

70

2002

97

1,404

2,093

249

1,766

3

2003

52

540

2,807

50

3,143

3

2004

320

2,258

3,681

1,165

4,567

3

2005

209

1,879

3,502

68

-

-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일본무역진흥회)

한·중·일 인적교류 현황
한·일

(단위 : 만 명)

한·중

일·중

연 도

일본인
방한

한국인
방일

중국인
방한

한국인
방중

중국인
방일

일본인
방중

2001

238

117

48

168

39

239

2002

232

127

54

212

45

293

2003

180

144

51

194

45

226

2004

244

157

63

284

62

333

2005

244

174

71

354

65

339

(자료 : 한국관광공사, 일본관광진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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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직접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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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EAN과의 협력 제도화

ASEAN은 우리의 주요 경제통상 파트
너로서,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 상대(535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억 달러)이자 제2위 건설시장(367억 달러)

이며 제3위 투자대상지(138억 달러)이다.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또한 ASEAN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번영정책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주요 정치안보 파
트너이기도 하다.

ASEAN 10개국

우리나라는 ASEAN과의 관계를 1989년 부분대화관계(Sectoral Dialogue)에서 1991년 완
전대화관계(Full Dialogue)4)로 끌어올림으로써 대ASEAN 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이래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ASEAN 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양측
관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왔다.

한·ASEAN 정상회의(2005년 12월 13일, 콸라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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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교역 추이

한·ASEAN 투자 규모
(백만 달러)

(백만 달러)

60,000

53,496
46,407

45,000

32,375
30,000
15,000

0

15,916
16,459
2001

35,157

38,712

26,064

18,459

18,400

1,258

1,200
1,000

22,383

977

891

800

16,757
20,253

1,400

24,024

27,432

600

650

685

508

622

359

400

708
641

200
2002

2003
수출

2004
수입

2005

0

2001

2002

총교역

2003

2004

한국 ASEAN

2005
ASEAN

한국

한·ASEAN 인적 교류

라 1998년 이래 재무, 농업, 노동, 보건,

2,000
1,500

관광,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초국가 범
죄,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
의 ASEAN+3 각료협의체 회의에도 참가
하고 있다.

1,733
1,308

1,284

489

541

553

591

2001

2002

2003

2004

1,845

1,034
1,000

622

500

0

2005년 우리 정부는 한·ASEAN 포괄

ASEAN 한국

2005
한국

ASEAN

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에 서명하
는 한편 한·ASEAN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여 정치안보, 경제통상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ASEAN간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더욱 공고해졌다.
한편 ASEAN+3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가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최초로 개최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다양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
(EAc: East Asia community) 형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4

부분대화관계에서는 통상, 투자, 관광 등 3개 분야로 협력을 국한하였으나, 완전대화관계로 승격된 후에는 기술협력 분야 외에 기술이전, 개
발협력, 인적자원개발을 포함한 국제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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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외교 분야뿐만 아니

(천 명)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4절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평화번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 및 남북
한의 공동번영을 추구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과거 냉전의 시기에 갈
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온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기여한다는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우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안보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북핵 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조화롭게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남북 경제 공동
체를 건설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체 창설을 주도해 나가고자 노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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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협력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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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의 병행 진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핵 문제의 해결이 조화롭게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으며, 남북간 대화
채널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는 대북 전력 제공 제의를 비롯,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적극 설득함으로써 제4차 6자회담
이 13개월 만에 개최되었다. 또한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동일한 기간에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의 진전
을 측면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9·19 공동성명 도출에 기여하였다.

1.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우리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남북한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노
력을 경주하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정
부는 이러한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
적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60차 유엔 총회(9월 13~16일), APEC 정상회의(11월 18~19일) 및 ASEAN+3
정상회의(12월 12일), 한·ASEAN
정상회의(12월 13일), 동아시아 정
상회의(12월 14일) 등 주요 다자간
정상외교를 비롯, 미국, 일본, 중
국, 러시아 등 주요국을 포함한 여
러 나라들과의 정상회담 계기에 각
종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
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ASEM 고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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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외교장관회의(2005년 5월 6~7일, 교토)

회의(3월 11~12일), 제16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4월 12~13일), 한·OSCE 회의(4월
25~26일), ASEM 외교장관회의(5월 6~7일), ARF 고위급회의(5월 19~20일), 제9차 한·ASEAN

대화(7월 5~6일), 제6차 ASEAN+3 외교장관회의(7월 27~31일), 제12차 ARF 외교장관회의(7
월 29일)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

였다.

1) 남북관계의 꾸준한 진전

2004년 7월 이후 대화가 중단되었던 남북관계는 2005년에 접어들면서 남북 차관급회담
(5월 16~19일) 및 정동영 특사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6월 17일) 등을 계기로 정상 복원

되었다.
이후 남북관계는 총 34회의 남북간 대화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편, 총 88,341명(2004
년 26,534명)이 남북한을 왕래하고 교역규모가 10.5억 달러(2004년 6.97억 달러)에 달하는 등

인적·물적 교류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남북한간 경제협력도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원
만히 진행되었다.

금강산 관광객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관광객(명)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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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외교적 지원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표명을 유도
하고 동 사업의 취지 및 중요성에 대한 국제
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
주하였다. 이를 위해 한·ASEAN 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회담은 물론 제6차 ASEAN+3
외교장관회의 등 국제회의와 양자 외교장관

ASEAN+3 외교장관회의(2005년 7월 27~31일, 비엔티안)

회담 및 실무차원의 접촉 계기에도 3대 경협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차 ASEAN+3 정상회의(12월 12일)에서
는 의장성명을 통해 ASEAN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한반도에
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보완하기로 하였다.

남북간 방문자 변동 추이

남북간 교역액 추이

(단위 : 명)

88,341

100,000

87,028
26,534
10,000
~

8,702

13,877

16,303

8,511

12,825

15,280

26,213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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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성공단 물자 반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를 통해 개성공단 시범단지 15
개 입주 기업 중 2개 기업의
미해결 민감물자 반출문제1)를
조기에 해결하였다. 또한 개성
공단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통신장비 반출 문제도 대미 설
통해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하

개성공단에서 열린 KT 남북통신 개통식(2005년 12월 28일, 개성)

였으며, 그 결과 12월말 개성
공단 통신망이 개통되었다.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ASEAN 등
과의 FTA 협상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에 합의하였다. 앞으로도 관련국들
과의 FTA 협상시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계획이다.

4) 국제무대에서 남북 외교 당국간 접촉

우리 정부는 국제회의 참석 계기에 남북한의 정부 고위인사간 접촉 기회를 마련하여 남
북간 현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4월 22일에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
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김영남 북한 최고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하고, 중단 상태에
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함으로써 5월 남북대
1

우리 정부는 미국의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수출관리규정. 미국산 상품이나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
된 외국산 제품을 테러지원국이나 우려 국가에 수출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EAR에 해당되는 품목
의 라이센스를 미국 상무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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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재개에 기여하였다. 또한
7월 28일에는 라오스 비엔티
안에서 개최된 제12차 ARF
회의 참석을 계기로 반기문
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
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의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
자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첫 수출되는 개성공단 제품(2006년 3월 28일, 인천)

발표하였다.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및 협력사업 지원

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국제사회와의 접촉 확대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및 북한인력 연수, 교육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지원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은 북한이 1995년 8월 수해 발생시 유엔에 긴급구호를 요청
하고 유엔 인도지원국이 같은 해 9월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모금을 호소함으로써 시작되
었다. 이후 북한이 유엔의 대북 인도지원 중단을 요청한 2004년까지 총 10차에 걸쳐 유엔
합동지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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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대체로 2001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
다. 미국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지원 규모는 2001년 이후 점차 축소
되어 오다가, 현재는 북한 내 식량분배
의 모니터링 미확보 문제로 중단된 상태
이다. EU는 6월 27일 북한에 대한 식량
(300만 유로 상당) 및 보건(1,072만 유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모리스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반기문 장관(2005년 12월 20일, 서울)

지원 계획을 채택하고 1,570만 유로 규
UNICEF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고, 식량 12만 5천 톤과 70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을
지원한 바 있으나, 그 후 유골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원을 중단하였다. 중국도 북한에 대
해 매년 상당한 규모의 무상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40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 온 WFP는 2005년 한 해 동안
28만여 톤의 식량을 지원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주로 병원시설 및 필수의약품 지
원, 의약교육 강화 지원, 전염병 통제,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 등의 사업을 해 왔는바, 2005
년에는 약 218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05~2006년간
총 2,222만 달러 규모의 대북 협력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유엔아동기금(UNICEF)은 2005
년에 1,030만 달러 규모의 어린이 보건, 영양사업 및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WFP 대북지원규모

(단위 : 만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원 규모

14,558

24,008

20,600

11,778

11,866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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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대북 인도지원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2004년 5월 제2차 일·북 정상회담시 WF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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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지원

우리 정부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해 왔는데,
2005년에는 UNICEF 어린이 영양개선 사업(100만 달러) 및 WHO 말라리아 방제사업(98만
달러) 등을 지원하였다.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의 북한 실무,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지원하였다.
2005년 상반기에 에너지, 환경, 교통 등 분야에서 1차 사업이 실시되어 북한 인력들의 외
부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편 8월에 접어들어 북한은 국내 식량사정이 완화되어 더 이상의 식량지원이 필요 없으
며, 개발지원(development assistance)을 필요로 한다면서 국제기구 및 NGO 등에 의한 인
도적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종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북한이 상당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모두
철수할 경우 향후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WFP 등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공여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남북 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서도 북한이
국제 인도지원 접수를 지속하도록 촉구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WFP 등 국제기구와
북한간 협상 동향을 계속 지켜보면서 주요 공여국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대처해 나갈 계획
이다.

4. 탈북자 문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에 체류중인 탈북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입국을 희망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하는 한편, 현지 정착을 희망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해 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에 기반한 대북정책의 적극 추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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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국내입국 추세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인원(명)

312

583

1,141

1,281

1,894

1,387

6,598

해 북한 내 식량난 등 인도적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탈북자 발생요인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본인들의 신변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
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국내 이송을 위해서는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
가급적 지양하고 조용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자가 본인 의사
에 반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체류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행을 희
망하는 탈북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련국 정부 및 유엔 난민고등판
무관(UNHCR) 등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탈북자 수는 2002년까지 매년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3년 이후로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5년에는 총 1,387명의 탈북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에 송환되어 정
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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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외교적 협력 및 양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대외공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