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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아시아 외교

1. 동남아시아 지역
1) 한·베트남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8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공식방한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2015년 이전까지 양국
교역 200억 불 달성 목표를 조기
이행하고 향후 목표액 300억 불을

한·베트남 정상회담(2012.11.19, 프놈펜)

지향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양국의 국내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베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양국은 8월 한·베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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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1차 회의가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양 정상은 평화적 목적의
원전개발 추가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 내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9월 9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계기
쯔엉 떤 상(Truong Tan Sang)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교역 및
투자증진, 한·베트남 FTA 협상 진전, 베트남 농산물 수입문제, 개발협력, 원전
건설 등 광범위한 분야의 실질협력 증진을 평가하였다. 특히 상 주석은 특히 고용
허가제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취업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베트남 근로자의 불법
체류율 감소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중 총리는 11월 19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ASEAN 관련 정상

20주년 기념 행사들을 통해 양국관계와 양국민들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평가하고,
고용허가제의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베트남 근로자의 불법체류율 감소 대책 마련을

한·베 FTA틀 내에서 망고를 포함한 베트남의 열대과일 수입 허용문제를 풀어가기를
기대하였다.

2)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8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국빈방한한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 간의 제
분야에 걸친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2012.11.8,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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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교역 불균형 시정문제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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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계기 재차 양자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에서 개최된 다양한 수교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 정상은 전투기 공동개발 및 잠수함 사업 등 방산분야 협력 성과를 평가
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통상 투자 분야 협력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협상의 연내 개시 및 양국 교역 2015년 500억 불, 2020년
1,000억 불 달성 목표 설정에 합의하였다. 특히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제기한 한국타이어 공장 가스공급 문제 등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의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회담에 배석한 담당 각료들에게 즉각 파악하여 해결토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제5차 발리민주주의 포럼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여 11월 8일 유도요노 대통령과 2012년 들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인도네시아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한 친환경차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한·인도네시아 친환경 자동차 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도요노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국타이어 가스공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의 주ASEAN대표부 설치
및 유엔 안보리 비상임국 진출 등을 계기로 양국이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3) 한·태국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4일
핵안 보 정상 회의 참 석차 공 식
방한한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태국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 우방으로서 1958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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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정상회담(2012.3.24, 서울)

관계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평가
하고, 향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교역이 2011년 역대 최대규모인 139억 불로 확대된 것을 평가
하면서, 상호 교역 확대 및 기업 투자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양국 국방부간‘국방협력 MOU’서명을 환영하고 재난구호와 평화유지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일층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인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의 상호방문이 2011년 1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양국 간

교육·문화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우의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잉락 총리의 초청으로 11월 9-10일 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31년 만에 태국을 공식방문하였다. 이 대통령은 촌부리 주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잉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동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합의하는 한편, 5년 내 양국 간 교역액의 3백억 불
달성을 위한 양국 정부 간‘무역·경제협력 행동계획’채택 추진과‘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어 양국 정상은 최근 인적 교류와 문화적 유대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2013년 중 양국에 문화원을 상호 개설키로 하였으며, 양 국민 간 교류
증진을 위해 항공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이 공동개최국이 된 2013년 한·메콩

75

제1절 신아시아 외교

대한 위협으로서 북한은 동 발사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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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교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문화원 설립을 비롯, 다양한

비즈니스 포럼과 제3차 ARF 재난구호 훈련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한·미얀마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5월 14일
부터 15일까지 우리 대통령으로
서는 29년 만에 미얀마를 국빈
방문하였다. 이 대통령은 떼인 세인
(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각 분야
한·미얀마 정상회담(2012.5.14, 네피도)

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

감대를 형성하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 정상은 민선정부 출범이후 미얀마측의 개혁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미얀마
민주화 및 경제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의 대미얀마 유·무상원조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미얀마 내 국책연구소(MDI :
Myanmar Development Institute) 설립 지원 및 새마을운동 ODA 제공 등 개발
경험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 지원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미얀마의 국가발전을 견인할 인재양성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등 양국 상호보완적 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떼인 세인 대통령은 이어 2012년 10월 8-10일 간 우리측 초청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국빈방한하였다. 동 계기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이 대통령의
5월 미얀마 국빈방문 이후 양국 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정상회담 합의
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 간 통상·투자, 에너지·
자원, 개발협력 및 발전경험 공유, 문화·인적교류 등 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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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확대·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얀마 내 투자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체결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관계장관 간‘MDI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및 대미얀마 무상원조 제공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한·미얀마
무상원조 기본협정’체결식에 임석하였다.

2. 서남아 태평양 지역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1) 한·인도 정상회담
이명박 대 통 령과 만 모 한 싱
(Manmohan Singh) 인도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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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2012년 3월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2010년 1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
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한 이후 고위인사 교류, 외교·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2012.3.25, 서울)

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이 크게 진전되어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포괄적경제
협력협정 개선, 원전 건설, 인프라 건설 등 경제분야와 외교·안보, 국방·방산,
문화,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해 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핵문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주요 지역·국제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중요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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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호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줄리아 길라드
(Julia Gillard) 호주 총리는 2012년
한 해 3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
다. 2012년 3월 27일 핵안보정상
회의 계기, 6월 20일 Rio+20 정상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2012.3.27, 서울)

회의 계기, 11월 8일 발리민주주의
포럼 계기에 양 정상은 한·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및 다자포럼을 통해 한·호 양국의 양자 현안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이슈에서도 긴밀히 협력하였다. 호주는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협조하였으며, 한국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국제기구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에 있어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
하였다. 양국 정상은 앞으로 한·호 간 통상, 안보 및 인적교류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
의 참석차 방한한 존 키(John Key)
뉴질랜드 총리와 2012년 3월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2012년 양국 수교 50
주년 기념‘한·뉴 우호의 해’
를 맞아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2012.3.2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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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들간의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는 한편, 지난 50년 간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경제·통상, 국제무대 협력 등 제반 측면에서 양국 관계를 가일층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발사 계획을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평가하고, 금번 회의에서 채택될‘서울 코뮤니케’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4) 한·스리랑카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마힌다 라자팍사

제1절 신아시아 외교

(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2012년 4월 24일 청와대
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을 확대해 가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2012.4.23-27, 서울)

인 협력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가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전자정부 구축사업, 고속도로, 발전소 건설 등 스리랑카 내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라자팍사 대통령은
개발협력, 고용허가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요청하였다. 특히 라자팍사 대통령은
향후 스리랑카 농촌개발의 모델로서 우리의 새마을 운동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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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국 정상은 스리랑카 내 한국어 보급 및 한국학 연구 확대를 위해 협력
키로 하였으며, 문화 교류 및 관광 협력도 추진하여 양국의 인적·사회적 교류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하였다.

5) 한·파키스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아시프 알리 자
르다리(Asif Ali Zardari)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은 2012년
12월 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1983년 양국
수교 이래 정무, 교역투자, 에너지,
파키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2012.12.3-5, 서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어 왔음을 평가

하고, 향후 파키스탄 수자원 분야, 철도 등 인프라 분야 및 파키스탄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아프간 정세 등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 몽골·중앙아시아지역
1)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2012년 한·카자흐 양국은 수교 20주년을 맞아 정상 간 상호방문(3.25-27,
9.12-14) 및 2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정상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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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 간 돈독한 우의·신뢰관
계를 강화하고,
‘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내실화해 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누
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2012.3.26, 서울)

조찬을 겸해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핵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전력효율 증진,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유망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수교 이래 최대 경협사업인‘발하쉬 발전소’착공식에 참석함으로써 우호·친선 관계를
심화시켜 나갔다. 양 정상은 각별

제1절 신아시아 외교

한 관심과 기대 속에 성사된 대표
적인 경협 프로젝트가 착공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동 사업
이 양국 협력사에 성공적인 사업으
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치적·제도
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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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2년 9월 이명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순방 계기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발하쉬 착공식(2012.9.13, 아스타나)

아울러 양 정상은 우리 중소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기반 마련 및 한시적 근로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원전 협력 및 광물자원 공동탐사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 수교 20주년 기념사업, 고려인 동포사회 발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에너지·플랜트 분야뿐만 아니라, 해운·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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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건설, 문화·관광 및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쉽을 심화
시켜 오고 있는 데에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양국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9월
19-21일 간 한국을 국빈 방문
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
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
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고려인 동포 지원 및 지역과 국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12.9.20, 서울)

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
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최대 규
모의 협력사업인 수르길 가스전
및 가스화학공장 건설사업의 성
공적 진행, 우즈베키스탄의 전자
정부 구축과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

한·우즈베키스탄 협정서명식(2012.9.20, 서울)

였다. 특히, 카리모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직과 IT 대학 부총장직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키로 하였다.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한·우즈베키스탄 간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이후 정상 임석 하에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관광협력
협정,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금융감독분야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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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양국 정상은 고려인 동포 우즈베키스탄 이주 75주년을 맞아,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양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그간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향후에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교 20주년에 개최된 정상회담은 2008년 이래 6번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3) 한·몽골 외교장관 회담
2012년 한·몽골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2회(5월, 11월) 개최하였다.

제1절 신아시아 외교

5월 잔당샤타르 장관 방한시 개최
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단기사증
수수료 면제, 외교관 및 관용여권

한·몽골 외교장관회담(2012.5.31, 서울)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 1-5년까지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장기체류 중 일시출국시
출국사증 면제’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호방문 활성화 및
체류 상대방 국민에 대한 불편요소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8월 몽골 신정부
출범시 취임한 볼드 외교장관이 11월에 방한하여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동 회담시 몽골 신정부와의 협력확대 방안 및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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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협력 외교
우리나라는 중앙아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기반 마련을 통해 한·중앙아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한·중앙아 협력포럼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관계 격상 및 경제, 문화, 과학기술
분야 등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2007년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창설하고,
중앙아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6차 한·중앙아 협력포럼(2012.7.5, 서울)

및 민관 공동 협력 사업 발굴 등 한·
중앙아 간 다자 협력 협의체를 마련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7월, 한·중앙아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는‘제6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을 외교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개최하고, 국가 미래발전 전략과 신성장
동력, 그린에너지 기술, 보건 의료 등 주제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한·중앙아 금융 포럼과 한·중앙아 투자 포럼을 연계 개최
하여 양 지역 간 교역,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포럼 개최 계기에 방한한 중앙아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한·중앙아 관계 현안 및 실질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6차 포럼 후속조치로 2012년 12월‘한·중앙아의 밤’행사를 개최하고, 양
지역 간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포럼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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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
중앙아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해 제2차 한·중앙 아
카라반 행사가 2012년 10월 15-19일
간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사마
르칸트, 지작을 순회하며 양국의
공무원, 기업인 및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제2차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2012.10.15-19, 타쉬켄트)

제2차 카라반 행사는‘농업분야

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농업기술 컨퍼런스 및 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농업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토지, 작물 유전자원을 결합한 양국 간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탈피하여 지방에서 진행하고, 한국 영화제도 병행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의 문화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85

제1절 신아시아 외교

아울러, 금번 행사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쉬켄트 중심의 기존행사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에서의 협력’
이란 주제로 농업기술 컨퍼런스 및 기자재 전시회, 한국 영화제 등의

제2절

유럽지역 외교

EU는 2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4개 G8 회원국과 5개 G20 정상회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전체 47개
참가국 중 11개 EU 회원국이 참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는 핵안보정상회의, 유엔총회, ASEM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참석 계기 EU 및 EU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지역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총리회담,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통해 유럽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 인류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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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외교
1) 한·터키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2월 4-7일 간
터키를 국빈방문하여 2월 6일 압둘라
..

귤(Abdullah Gul) 터키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통적 혈맹
관계와 실질협력 잠재력을 아우르는 포
괄적·미래지향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터키 정상회담(2012.2.6, 앙카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수립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교
역·투자, 문화, 관광, 방산·인프라, 에
너지 분야 협력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2절 유럽지역 외교

지역·국제 이슈 등 제반 분야에서 입장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들은 또한 한·터키 FTA 협상의 조
기 타결 및 양국 간 원전협상 재개에 합
의하였다.

한·터키 정상회담(2012.3.26, 서울)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월초 대통령의 터키 국빈방문시 수립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내실화 방안 및 제 분야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평가하였다.
또한 원전, 방산 및 인프라·건설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정상회담 이후 양측 통상장관은 한·터키 FTA 상품
분야 협상 타결에 따른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가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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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EU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헤르만 반 롬
푸이(Herman Van Rompuy) EU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제6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FTA, 국제정세와 지역정세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우선 2010년 7월에 출범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차관급 한·EU 고위 정치 대화를 매년 개최하고 2012년부터
인권 및 개발 협력 분야에서 양자 간 협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한·EU 간 실질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서 고등 교육 및 학생 교류와 ICT, 나노기술, 에너지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또한 2011년 7월 1일 한·EU FTA 잠정 발효 이후에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EU 간 교육 투자가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호혜적으로 향유
할 수 있도록 한·EU FTA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 문제 관련 이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발사계획을 즉
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하도록 한국과 EU가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EU 정상회담(2012.3.2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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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마리오 몬티(Mario Monti) 이탈
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
국 경제통상 관계 증진방안, 유로
존 재정위기, 한반도 정세 등에 대
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2012.3.27, 서울)

한·EU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활용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으며, 한·이탈리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체결이
양국 간 투자협력 증대에 기여하고,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촉진될 것이라는 데 기대를 함께했다.

주도적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제5차 한·이탈리아 포럼(5월 15-16일), 2012 여수·
2015 밀라노 세계박람회 협력, 무역사절단 상호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하였다.

4) 한·덴마크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헬레 토닝슈미트(Helle Thorning-Shmidt)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덴마크 국빈방문(2011. 5월) 계기 출범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녹색성장동맹을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EU측(덴마크는 2012년 상반기 의장국)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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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및 유럽 경제위기 대응 관련 몬티 총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교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한·EU FTA를 더욱 효과적으로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헬레
토닝-슈미트(Helle ThorningShmidt) 덴마크 총리와 쿠픽 클라
이스트(Kuupik Kleist)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 공동명의 초청을 받
아 2012년 9월 9-10일 간 인류 마
한·덴마크 정상회담(2012.3.27, 서울)

지막 자원의 보고인 그린란드를 방
문하여 친환경적 북극권 진출을 위
한‘신 북방 외교’
의 첫 걸음을 내
디뎠다. 이 대통령은 그린란드 일
룰리사트(Ilulisat)에 위치한 빙하
피요르드(fjord) 시찰을 통해 그린
란드의 급격한 온난화 상황을 직
접 보고, 그린란드가 겪고 있는 온

대통령, 그린란드 총리 면담(2012.9.9, 그린란드)

난화와 해빙, 그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과 전통적 생활양식에 대한

위협이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와의 면담에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측면과 함께 새로운 개발 가능성이라는 양면성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상징적
지역인 그린란드가‘환경적 위기’
를‘경제적 기회’
로 전환시키고, 경제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간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이 대통령의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와의 면담 후, 그린란드 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한·그린란드 정부간 MOU를 비롯하여 그린란드 자치정부 및 덴마크/
그린란드 유관기관과 총 4개의 MOU가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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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스페인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마리아노
라호이 브레이(Mariano Rajoy Brey)
스페인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국 정상은 1950년 3월 수교 이래 양
국이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

한·스페인 정상회담(2012.3.28, 서울)

에서 착실히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의 지속적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스페인「악씨오나」
(Acciona)社의 경북 영양군 풍력단지 건설 등 양측 간
에너지기구(IRENA)이사국으로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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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들은 한·우크라이나 수교 20주
년을 맞아 양국이 기존의 양자협력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모두 국제재생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2012.3.28, 서울)

넘어 우주항공, 농업, 인프라 등 분야
에서의 실질협력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무국적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동 조치가 고려인들의 생활안정과 한·우크라이나 양국민 간
우의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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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헝가리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9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팔
슈미트(Pal Schmitt) 헝가리 대통령
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였다. 양국 정상들은 한국이 1989

한·헝가리 정상회담(2012.3.29, 서울)

년 동구권 국가로는 최초로 헝가리와
수교한 이래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교역의 확대 균형과 우리기업들의 헝가리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원자력,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한·조지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9일 서
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미하
일 사카쉬빌리(Mikheil Saakashvili)
조지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
였다. 금번 방한은 조지아 대통령의
사상 첫 방한으로서, 양국 정상들은
한·조지아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조지아 정상회담(2012.3.29, 서울)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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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스웨덴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5월 29일-6월
1일 간 한국을 최초로 국빈 방문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과 2012년
5월 30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
상은 한·스웨덴 간 협력 잠재성을 평
가하고 양국 간 통상·투자를 중심으
로 한 경제협력, 문화교류, Rio+20 회

한·스웨덴 정상회담(2012.5.30, 서울)

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협력,

합의하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해 스웨덴의 긴밀한 협조에 사의를
표하며 신숙자씨 모녀(통영의 딸) 문제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스웨덴측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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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9월 10-12일 간
노르웨이를 공식 방문하여 9월 11일 오슬로
대학에서‘코리아 루트의 새 지평’
을 주제로
특별 연설하고 북유럽 국가들이 각고의 노
력과 제도적 장치 구축을 통해 일궈낸‘노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노인복지 및 양성평등분야 협력, 과학·기술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 증진에

한·노르웨이 정상회담(2012.9.12, 오슬로)

딕 피스(Nordic Peace)’
라 일컬어지는 장기
평화가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되짚어 보자고 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북극정책, 에너지·자원개발, 과학기술협력,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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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와 북극항로
운항 노하우 및 화물 확보, 안전
운항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한 해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극 신항로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노르웨이 공동기자회견(2012.9.12, 오슬로)

정상회담 후, 이명박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총리는 해운·조선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해운협력
MOU 및 조선 및 친환경조선 협력 MOU 서명식에 임석하였다.

2. 고위급 외교
1) 총리급 외교
(1) 폴란드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1월 16일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
미래에너지회의(WFES) 참석 계기 발
데마르 파블락(Waldemar Pawlak)
폴란드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
투자, 에너지, 방산, 국제무대 협력 등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한·폴란드 총리면담(2012.1.16, 아부다비)

논의하였다. 양측은 폴란드 의회의
한·EU FTA 비준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가 증대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폴란드의 고등훈련기 도입 및 원전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여 방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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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김 총리는 특
히 그간 우리의 한반도 관련 정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여타 국제무대에서
도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

한·폴란드 총리회담(2012.11.5, 비엔티안)

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11월 5일 ASEM 정상회의 참석 계기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총리는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약 140여 개의 우리

나라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폴란드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투스크 총리는 셰일가스 공동 개발 등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실질협력이 보다

(2) 아이슬란드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1월 17일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미래에너지
회의(WFES) 참석 계기 올라퓌르 라그나르 그림슨(O′lafur Ragnar Gr msson)
아이슬란드 대통령을 면담하고,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정규 옵서버 가입 및
2013-1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한 아이슬란드측의 지지를 요청
하였다.
또한 김 총리는 아이슬란드측의 관심사항인 청정에너지 분야, 저온지열을 이용한
식품 건조기술 분야, 어류 가공분야에서의 우리와의 협력 의지에 대해 청취하고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아이슬란드의 성공적인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평가하고, 2012년 한·아이슬란드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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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

(3) 영국
김황식 국무총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
의 계기 방한한 닉 클레그(Nick Clegg)
영국 부총리와 2012년 3월 26일 면담
을 갖고, 양국 간 국방협력, 녹색성장
협력, 한·EU FTA, 청년교류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양국 간 올림픽

한·영국 총리면담(2012.3.26, 서울)

협력 MOU인‘Host 2 Host Program’
서명식에 참석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2년 하계올림픽 개최국인
영국과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4) 노르웨이
김황식 국무총리는 서울 핵안보정상
회의 계기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Jens Stoltenberg) 노르웨이 총리와
2012년 3월 26일 회담을 갖고, 녹색
성장 및 기후변화,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GGGI) 국제기구화, 에너지

한·노르웨이 총리회담(2012.3.26, 서울)

협력, 북극지역 협력 등 상호 관심분야
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폭넓게 협의하였다. 특히 김 총리는 스톨텐베르그
총리로부터 우리의 북극이사회 정규 옵서버 가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GGGI의 국제기구화 및 RIO+20 정상회의 결과 문서 내 GGGI 사례를 포함
시키는 데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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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코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 한 한 카렐 슈바 르젠베르그
(Karel Schwarzenberg) 체코 제1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교역·
투자 증진, 원전 협력, 문화 협력

한·체코 총리면담(2012.3.27, 서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였다. 김 총리는 체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체코측의

하고 향후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한·체코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에 따른
양국민간 교류 확대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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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크라이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면서 양국
수교 20주년을 축하하고, 핵안보
정상회의의 의의 및 평가에 대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슈바르젠베르그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체코 진출을 환영

한·우크라이나 오찬회담(2012.3.28, 서울)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양국관계
발전 및 통상·투자, 인프라, 우주, 농업, 고려인 지원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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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덴마크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10월
9일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
참석차 덴마크를 방문한 계기에 헬
레 토닝-슈미트(Helle ThorningShmidt) 덴마크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및

한·덴마크 오찬회담(2012.10.9, 코펜하겐)

녹색성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정부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화 추진에
녹색성장 동맹국인 덴마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8) 핀란드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11월
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9차 ASEM 정상회의 계기 유르끼
까따이넨(Jyrki Katainen) 핀란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핀란드 총리회담(2012.11.5, 비엔티안)

그 중 원전과 조선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 총리는 한반도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고위인사 교류 증진을 위해 양국
총리는 상호 초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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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가리아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11월 5일 라오스 비
엔티안에서 개최된 제9차 ASEM 정상회의 계기
로젠 플레브넬리에프(Rosen Plevneliev) 불가
리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증진, 우리 진출기업 지원 등 양국 간
실질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한·불가리아 회담(2012.11.5, 비엔티안)

2) 장관급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1) 외교장관, 덴마크·터키 공식 방문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1월
17-19일 간 덴마크 공식방문 계기에 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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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Villy Søvndal)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및 덴마크에서
연례적으로 주최하는 글로벌녹색성장포

한·터키 외교장관회담(2012.1.20, 앙카라)

럼(3GF)을 중심으로 양국이 녹색성장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그린란드 등 북극권에서
양국 간 공동 개발 및 연구사업 추진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곧이어 1월 19-20일 간 터키를 공식방문하여 아흐멧 다붓오울루(Ahmet
Davutoglu) 터키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후 양국
외교부가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와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자는 내용의“2012-2016년간 양국 외교부간 협력에 관한 행동계획(Action
Plan)”
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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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메니아 외교장관 방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2월
23일 한·아르메니아 수교 20주년을 맞
아 방한한 에드워드 날반디안(Edward
Nalbandian) 아르메니아 외교장관과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문화교류 등 실질협력 강화

한·아르메니아 외교장관회담(2012.2.23, 서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협의
하고, 한반도, 코카서스 등 지역정세를 포함한 양국 공동 관심사 전반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외교장관은 또한 양국 정상의 수교 20주년 축하서한을 교환하고, 한·아르
메니아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하였다.

(3)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3월 25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스위스 수석대표로 방한한 디디에
부르크할터(Didier Burkhalter) 스위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1963년 수교
이래 50여년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한·스위스 외교장관회담(2012.3.25, 서울)

분야에서 견실한 협력관계를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한반도 정세 및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
하였으며, 특히 김 장관은 스위스측의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통한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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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3월
26일 독일 수석대표로 방한한 귀도 베
스터벨레(Guido Westerwelle) 외교장
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현안, 한
반도 및 동북아 정세, 이란, 미얀마 등
주요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한·독일 외교장관회담(2012.3.26, 서울)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양국 간 공조방
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네덜란드 3월 29일에는 우리 로젠탈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Uri Rosenthal)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를 통해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제3차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EU

한·네덜란드 외교장관회담(2012.3.29, 서울)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의
모멘텀을 유지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4)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계기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6월
19일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계기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프랑스 신정부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2012.6.19, 로스카보스)

출범을 축하하며,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GCF 유치 및 GGGI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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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회의 개최국인 네덜란드와의 협력

기구화 관련 프랑스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적절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통하여
정무, 경제·통상, 문화 등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협력이 가일층 격상되기를 기대
하였다.

(5) 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회담
(영국,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루마니아, 산마리노)

영국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9월 26일 유엔총회 참석 계기 윌리엄
헤이그(William Hague)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장관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유엔 등 여타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였다.

슬로바키아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9월 26일 유엔총회 참석 계기 미로

슬라브 라이착(Miroslav Lajcak)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김 장관은 라이착 장관이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2013년 한·슬로바키아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라트비아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9월 26일 유엔총회 참석 계기 에드가스
린케비치(Edgars Rinkevics) 라트비아 외교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김 장관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라트비아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라트비아 상주공관 개설에 대한 라트비아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향후
양국 간 활발한 고위인사교류 및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사이프러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9월 27일 유엔총회 참석 계기 에라토
코자쿠-마르쿨리스(Erato Kozakou-Marcoullis) 사이프러스 외교장관과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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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갖고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장관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사이프러스가 우리나라에 지지 입장을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하고,
조선·해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등 여타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였다.

스웨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9월 27일 유엔총회 참석계기 칼 빌트(Carl
Bildt) 스웨덴 외교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상호
지지를 제의하였으며, 우리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대한 스웨덴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고위급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제반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러쩨안(Titus Corlatean)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안보리 비상임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 방안 및 양국 간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마리노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9월 27일 유엔총회 참석계기 안토넬라
무라로니(Altoneela Mularoni) 산마리노 외교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에 지지 입장을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하고, 글로벌
이슈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6) 덴마크 외교장관 방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10월 24-26일 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빌리 쇤달(Villy Søvndal) 덴마크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 등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차원에서 녹색성장

103

제2절 유럽지역 외교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루마니아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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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9월 27일 유엔총회 참석계기 티투스 코르

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그린란드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실질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7)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 방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12월

한·덴마크 외교장관회담(2012.10.25, 서울)

12-16일 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쿠픽 클라이스트(Kuupik Kleist)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와 면담을 갖고, 그린란드
자원개발 협력, 수산업 협력, 우리의 북극이사회 진출 및 교역·투자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그린란드 면담(2012.12.13, 서울)

3. 지역협력외교
외교통상부는 유럽지역 국가들과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지역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금융위기, 기후변화, 안보
문제 등 당면한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유럽국가들과 경제통상,
문화, 에너지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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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OSCE 아시아협력동반자국(Asian Partner for Cooperation)으로서 다양한 OSCE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다자안보협력과 신뢰구축과
관련된 기법과 경험을 습득하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켜 왔다.
람베르토 자니에르(Lamberto Zannier) OSCE 사무총장은 2012년 5월
방한하여 김성한 외교통상부장관을 예방하고, 한·OSCE 협력 증진방안, 국제안보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제19차 OSCE 각료회의(12월, 더블린),
OSCE·태국 회의(2월, 치앙마이) 등 각급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한반도 등 동북아
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1949년 군사동맹으로 출범하였으나, 탈냉전 이후
아프가니스탄 등 역외 분쟁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WMD 확산, 해적,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파트너
국가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왔으며, 2010년 이후 NATO 주도의 아프간 국제
안보지원군(ISAF :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점진적으로 증진해오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5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프간 안정과 재건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2012년 11월 서울에서는 제5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 한·NATO
협력 증진방안, 지역정세, 국제안보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한편, 2012년 9월 체결된
「한·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
은 국방·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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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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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세를 설명하고, 사이버안보, 핵테러, 기후변화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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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외교
1) 한·페루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5월 10-12일 간 방한한 오얀따 우말라 따소(Ollanta
Humala Tasso) 페루 대통령과 5월 10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자원·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온
양국 관계를 기존의‘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에서‘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관계 격상에 맞
추어 양국 간 기존의 협력을 심화하는
한·페루 정상회담(2012.5.1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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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산, 교육, 과학·기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을 통해 향후 양국의 상호 발전을 지향해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2) 한·파라과이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5월 27-29일 방한한 페르난도 루고 멘데스(Fernando
Lugo Mendez) 파라과이 대통령과 5월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개발
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1962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평가하였으며, 양국 간 개발협력 확대 및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칠레 대통령과 3월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칠레 FTA 및 양국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양국 간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20일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개최된‘G20 정상
회의’및 6월 20-21일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리오+20 정상회의’참석 계기에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주도국인 칠레를 방문하여 6월
22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칠레 FTA에 기반한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자
원·인프라, 신재생에너지, 환경,
방산, 인적자원 교류 등 보다

한·칠레 정상회담(2012.6.22, 산티아고)

107

제3절 중남미지역 외교

참석 계기 방한한 세바스띠안 삐녜라 에체니께(Sebastia′n Pin~ era Eche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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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칠레 정상회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해나갈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아시아·중남미
간 협력 및 주요 글로벌 이슈에 있어 공조강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4) 한·멕시코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2012년 6월 17일 펠리뻬 데 헤수스 깔데론 이노호사(Felipe de Jesu′s Caldero′n
Hinojosa)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2011년 교역량이 120억 불을 초과하는 등 양국 간 통상·투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2012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005년 수립된‘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더욱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동 정상회담 계기에 한·멕시코 원자력협력협정이 서명됨으로써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5)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6월 23-25일 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하여 6월 25일 후안 마누엘 산또스 깔데론
(Juan Manuel Santos Calderoo′n) 콜롬비아
대통령과 보고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콜롬비아의 6.25 전쟁 참전으로
형성된 역사적 혈맹관계와 2011년 합의한 양국
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더욱 강화하여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2012.6.25, 보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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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인프라·플랜트 건설,

에너지·자원 개발, 국방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 및 상호 아시아와 중남미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
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빈방문 기간 중 6.25 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 한국전 참전
용사 가족 초청 간담회 등 일정을 갖고 콜롬비아의 6.25 전쟁 참가와 희생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감사를 전달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6)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월
19-22일 간 공식방한한 라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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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치야 미란다(Laura Chinchilla
Miranda)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8월 21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 기후변화·
녹색성장, 생물다양성, 전자정부,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2012.8.21, 서울)

학술 및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실질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우호협력이 확대되어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친치야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코스타리카 투자, 한·
중미 간 FTA 협상 개시, 전자정부, OECD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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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급 외교
1) 총리 외교
김황식 국무총리는‘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계기 방한한 미셀 테메르(Michel
Temer) 브라질 부통령과 2012년 3월 26일 회담을 갖고, 과학·기술, 투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황식 총리는 2012년 12월 1일 엔리께 뻬냐 니에또(Enrique Pen~ a Nieto)
멕시코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신임 대통령을 개별 면담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김 총리는 멕시코 동포 및 한인 후손 간담회도
각각 주최하여 멕시코 주재 교민과 한인 후손들을 격려하였다.

2) 장관급 외교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2012년 5월 22-28일 간 콜롬비아(5.22), 페루(5.24),
칠레(5.25) 및 브라질(5.28)을 방문하여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였다.
외교통상부장관이 콜롬비아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칠레
및 브라질 방문 또한 17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중남미 국가와의 양자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
각국 외교장관의 한국 방문도 활발히 이루어져,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엑또르 띠메르만(Hector Timerman)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방한하여
2012년 3월 27일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110

3) 양자 협의회
콜롬비아와 수교 이후 처음으로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2012.11.20, 서울) 하였으며,
제3차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2012.3.8, 서울), 제5차 한·에콰도르 경제공동위원회
(2012.4.10, 서울), 제3차 한·코스타리카 정책협의회(2012.6.6, 산호세), 제2차 한·
에콰도르 고위정책협의회(2012.10.9, 키토), 제6차 한·수리남 경제과학기술공동
위원회(2012.11.6, 서울), 제7차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2012.11.12,
멕시코시티), 제5차 한·파라과이 공동위원회(2012.11.27, 서울) 등을 통해 개별
국가와의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3. 지역협력 외교
협력포럼(FEALAC :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중미통합체제(SICA :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등 중남미·카리브지역의
각종 지역기구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중남미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한국과 카리브지역 간 우호협력 강화 및 실질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2011년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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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체인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제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2012년 7월 31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제2차
고위급 포럼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초청으로 카리브 지역의 세인트키츠네
비스 부총리를 포함한 12개국 장관급 인사 및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사무
총장이 참석하였다.
제2차 포럼에서는 양측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전자정부, 해양환경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2)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인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에 적극 참여하여 양 지역 간 이해 제고 및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12년 3월에는 서울에서 18개 회원국 현직 관료, 대학 교수, 싱크 탱크(Think
Tank) 소장 등이 참여하는 제1차 비전그룹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 8월 24-25일
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5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에서 설립키로 합의한
비전그룹의 정식 출범에 기여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비전그룹 의제, 의장 선출,
비전그룹 보고서 작성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2012년 3월 12-13일 제1차 비전그룹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 FEALAC 사이버
사무국 개소 1주년 워크샵에는 FEALAC 20개 회원국 정부대표와 비전그룹 위원,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대표가 참가해 공식 개소 1주년을 맞는
FEALAC 사이버사무국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양 지역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FEALAC의 역할과 전략, FEALAC-ECLAC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2012년 10월 16-17일 개최된 제13차 고위관리회의 및 실무
그룹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비전그룹회의 결과와 FEALAC 사이버
사무국 운영 현황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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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FEALAC의 가시성 제고, 실무그룹회의 및 국별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FEALAC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FEALAC 국별 협력사업으로 2012년 9월 10-11일‘FEALAC 과학기술
단지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15개 회원국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가 참가하여 각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과학기술 연구단지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회원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중미통합체제와의 협력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지역 통합을 통한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정상회담과 11차례의 대화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제37차 SICA 정상회의(2011.7.22) 시 한국의 역외옵서버 가입 안이 최종 승인

역외옵서버가입협정’
이 체결되었다. 니카라과에서 개최된 제11차 한·SICA 대화
협의체에서는 한국과 SICA 회원국 대표들이 한국의 SICA 역외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한·SICA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양측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4)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와의 협력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는 중남미지역 경제발전과 역내 및 역외 국가 간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해 1948년 설립된 유엔 산하 지역 경제위원회로, 우리나라는
44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가입과 함께 한국의 정회원국으로서의 지위
강화 및 대중남미 기여 증대 필요에 따라 한·ECLAC 협력기금을 설립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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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2012년 8월 27일 엘살바도르에서 한·SICA 간‘대한민국정부의 S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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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 정식 발족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중미통합체제와 그간 총 3차례의

동 위원회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해마다 인턴들을 파견해 왔다.
한국과 ECLAC은 2012년 5월 25일‘한·ECLAC 협력 MOU’
에 서명하면서
정보 교류,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인턴 파견, 세미나 개최 등 양측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합의하였다.

5) 2012 제5차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개최
외교통상부는 2012년 5월 15일「2012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는 중남미 5개국 및 1개 지역기구(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의 통상, 자원, 인프라, 환경 관련 장차관급
인사 7명 및 우리나라 관계부처의 장·차관, 주요 기업 및 학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중남미 간「무역·투자」
,「자원·인프라」
,「녹색성장」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였고, 중남미 고위인사들은 우리 기업들과의 별도 일정을 통해 신규 사업기회
발굴 및 향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6) 한·중남미 경제협력 그린카라반
외교통상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2년 11월 6-13일 간 브라질, 페루, 콜롬비
아에 민관 합동‘중남미 그린 카라반’
(단장 : 윤종수 환경부 차관)을 파견하여
우리 환경산업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
하였다.
외교통상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 등 공공기관 전문가와 10여 개 민간기업 담당자 등 약 40명으로 구성된
카라반 대표단은 방문국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114

하고, 협력주제 관련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앞선
환경산업 기술에 대해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더불어 현지 환경 기업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실시된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구체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현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7)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운영
외교통상부는 중남미 에너지·자원·인프라 분야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중남미 자원협력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동 센터는 홈페이지 <energia.mofat.go.kr> 운영 및 월간 웹진 <Latin Energy

연구 활동, 이메일 및 전화 상담을 통한 기업 상담 등의 다양한 업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 중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 영역을 기존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인프라·플랜트
분야로까지 확대해 가고 있다.

8)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
외교통상부는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중남미 관련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남미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중남미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12년도에는 미주기구(OAS :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중미
통합체제(SICA : Sistema de Integracio′n Centroamericana),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 : 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 유엔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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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에너지·자원 관련 프로젝트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연계되는 경우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Resources> 발간을 통한 각종 자료 제공,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the Caribbean),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 : Organizacio′n Latinoamericana
de Energ a),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 : The Amazon Cooperation Treaty
Organization), 중미사법재판소(CCJ : Corte Centroamericana de Justicia),
라틴아메리카의회(PARLATINO : Parlamento Latinoamericano), 이베로아메리카
기구(OEI : Organizacio′n de Estados Iberoamericanos para la Educacio′n)
파라과이 사무소,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 Cooperacio′n Andina de
Fomento) 등 10개 지역기구에 총 20명의 인턴을 파견하였으며, 2009년 이래
2012년까지 총 72명의 인턴을 파견하였다.

9) 중남미 중점협력대상국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외교통상부는 2011년부터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중남미 중점협력대상국
들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중장기 유망 협력분야(IT, 교육,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에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중점협력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기관 합동 전자
정부 사절단을 트리니다드토바고, 과테말라, 니카라과 및 파나마에 파견하여 전자
정부(e-Government), 예산·회계, 전자조달, 전자세정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주요 분야별 전자정부 구축 사례 등을 소개하고, 한·중미·카리브 국가 간 정보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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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도 필요한 신흥시장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지역은 최근 들어 비교적
안정된 정세와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평균 5%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풍부한 에너지·자원 공급원으로서 세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한 해 동안 아중동 국가들과의 고위급 인사교류 및 정부
간 협의체 운영활성화를 통해 실질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아중동지역 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플랜트, 투자, IT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아중동국가와
포럼 개최 및 공연단 파견 등 문화교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정치·경제·문화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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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등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1. 정상외교
1) 한·사우디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2월 7-9일
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공식 방
문, 2월 8일 리야드 인근 자나드리아
에서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알사우
디 국왕(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 King Abdullah bin
Abdulaziz Al Saud)과 정상회담을

한·사우디 정상회담(2012.2.8, 리야드)

가졌다. 동 정상회담은, 사우디 최대의
문화축제인 자나드리아 축제에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빈국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사우디를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상은
그간의 한·사우디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수교 50주년의 역사와 우의를 기반으로
양국 간의 협력범위를 경제·에너지 분야를 넘어 향후 국방, 보건의료, IT, 신재생
에너지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 한·카타르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2월 9일 카
타르를 방문하여, 하마드(Sheikh
Hamad bin Khalifa Al Thani) 국
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명박 대
통령은 우리의 최대 LNG 도입국
이자 제3위 원유 도입국인 카타르
가 향후에도 원유 및 가스의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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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정상회담(2012.2.9, 도하)

수급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동 계기 양국 가스공사간 LNG 장기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발주시 중동에서의 건설 경험이 뛰어난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카타르측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기존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스포츠, 녹색성장, 제3국 공동진출
등 전방위적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 방안 논의를 위해‘고위급 전략협의회’설치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2012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와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동 회의의 각료급사전
준비회의(Pre-COP18)의 성공개최를 상호 지원하여,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긴밀히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협력하기로 하였다.

3) 한·요르단 정상회담

(Abdullah II ibn Al Hussein) 요르단 국왕과 2012년 3월 25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에 앞서 양국 외교장관간「한·요르단 외교부간 공동위 설치에 관한
MOU」서명식이 있었다. 양국 정상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꾸준한 발전을
평가하고 경제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대통령은 라니아 왕비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 및 국제무대에서 요르
단의 한국 입장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압둘라
국왕의 방한이 양국 우호관계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압둘라 국
왕은 수교 50주년의 해에 공동위 설치에 관한
MOU가 서명된 것을 평가하고, 우리측이

한·요르단 정상회담(2012.3.2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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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압둘라 2세 빈 알 후세인

수주한 연구용 원자로가 순조롭게 건설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철도, 에너지,
건설 등 메가 프로젝트가 요르단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업체들과
합작사업(joint-venture) 형태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요르단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4) 한·남아공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
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제이콥 주마(Jacob Zuma) 남아공
대통령과 2012년 3월 27일 정상
회담을 갖고, 자원·에너지, 통상·
투자, 개발협력 등 제반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

한·남아공 정상회담(2012.3.27, 서울)

하였다. 양국 정상은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남아공 방문 이후 양국 간 원자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원자력 협력과 함께, 광물자원 개발, 전력산업 분야
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2012년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교류를 제고하고, 양국관계의 지평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마 대통령은 우리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하였다.

5) 한·가봉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알리 봉고 온딤바 (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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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o Ondima) 가봉 대통령과
2012년 3월 28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우
리의 경제개발경험 공유 등 상호 관
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0월
봉고 온딤바 대통령의 방한 이후 인

한·가봉 정상회담(2012.3.28, 서울)

프라 건설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가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가봉 진출을 희망하는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실시를 통한 가봉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수립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경제개발전략 및 인적자원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봉고 온딤바 대통령의 금번 회담은

간 유망 협력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6) 한·기니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5월
22-24일 간 방한한 알파 콩데
(Alpha Conde′) 기니 대통령과 5월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광물·자원
협력, 개발협력, 농수산협력 등 제
반 분야에서 양국 간 관심사항과

한·기니 정상회담(2012.5.23, 서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6년 수교 이후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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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에너지 협력 및 우리기업 진출 등 양국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우리기업에 대한 가봉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봉고 온딤바 대통령은 2011년도

측의「2012 여수세계박람회」참가를 환영하였으며, 자원·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콩데 대통령은 금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목도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개발협력 확대, 식량
안보를 위한 농수산협력, 개발경험공유 및 우리기업의 대(對) 기니 투자유치를
적극 희망했다. 금번 한-기니 정상회담은 2006년 8월 수교 이후 최초로 개최된
것으로서, 보크사이트, 철광석 등 자원 부국인 기니와의 실질협력 관계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7) 한·잠비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0월
15-19일 간 제3차 한·아프리카 포
럼 참석차 공식실무방한한 마이클
사타(Michael Sata) 잠비아 대통
령과 10월 17일 정상회담을 가졌
다. 양국 정상은 1990년 수교 이후
양국 간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

한·잠비아 정상회담(2012.10.17, 서울)

되어 왔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통상·투자, 자원·건설, 개발 및 농업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
및 국제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국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에
따라 교역 증대의 잠재력이 크고 자원개발과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 전망이 밝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개발협력 및 농업 분야
협력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녹색성장 및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22

8) 한·UAE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21-23일 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을 방문하여 11월 22일 셰
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흐얀
(Sheikh Khalifa bin Zayed AlNahyan)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을 갖고, 2009년 12월 양국이 전략

한·UAE 정상회담(2012.11.22, 아부다비)

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래 양국

금융, 국방,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바라카 원전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UAE측이 청년대사(Youth Ambassadors)
프로그램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UAE측은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전문가 육성에 노력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 인사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칼리파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으며, 칼리파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였다. 2012년 11월의 한·UAE 정상회담은 2009년 12월과 2011년
3월 이후 세 번째 만남으로서 양국 협력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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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양국 금융 기관의 상호 진출 및 공동투자 등을 통해 양국 발전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원자력, 에너지,

2. 고위급 외교
1) 총리급 외교
(1) 총리, 오만 공식 방문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1월
13-15일 간 오만을 공식 방문하
여 카부스 국왕 겸 총리(Sultan
Qaboos bin Said Al-Said)를 예방
하고, 파흐드 부총리(Sayyid Fahd
bin Mahmood Al-Said)와 양자 회
담을 개최하여, 정무, 경제, 통상, 에

총리, 오만 카부스 국왕 예방(2012.1.14, 무스카트)

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오만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7년만에 이루어진 총리의 오만 방문이 양국 관계 강화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 대처를 계기로
긴밀해진 양국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제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건설·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2) 총리, UAE 방문 아부다비 왕세자 면담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1월 16-19일 간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미래
에너지회의(World Future Energy Summit) 참석 계기 모하메드 UAE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Sheikh Mohammed bin Rashid Al-Maktoum)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Sheikh Mohammed bin Zayed Al-Nahyan)와 면담을 하였다.
양측은 의료·신재생에너지·교육 등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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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원전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제 원유
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원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심화시키기로 하였다. 동 방문을 통해 한·UAE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총리, 니제르 및 차드 대통령 면담
김황식 국무총리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된「제6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 2012.3.12-17)」참석을 계기로 마아마드 이수프(Mahamadou
Issoufou) 니제르 대통령과 2012년 3월 12일 양자 회담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동 포럼에 참석한 이드리스
데비(Idriss De′by) 차드 대통령과 2012년 3월 13일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증진 및 개발 경험 공유 등 양국 간 실질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안보리 비상임

(4) 모하메드 UAE 아부다비 왕세자, 대통령 예방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6-27일 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자(Sheikh Mohammed bin Zayed
Al-Nahyan)와 면담을 하였다. 양측은 의료·신재생에너지·교육 분야 등에서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원전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 여건을 조성
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제 원유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원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심화시키기로 하였다. 동
방문으로 한·UAE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5) 총리, 알제리 상원의장 면담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 25-28일 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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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국 진출을 위한 우리나라와 차드 간 상호 지지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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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발경험 공유 등 양국 간 실질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안보리

방 한 한 압델카데르 벤살라
(Abdelkader Bensalah) 알제
리 상원의장과 양자 회담을 가
졌다. 양측은 ’
06년 전략적 동
반자 관계 선언 이후 양국의 협
력관계가 지속 증진되고 있다
는 점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

총리, 알제리 상원의장 면담(2012.3.28, 서울)

야에서의 경제협력 확대 및 강
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는 알제리 내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비롯, 논의 중인 협정의 조속한 추진과 녹색
성장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6) 총리, 이스라엘 부총리 면담
김황식 총리는 2012년 3월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단 메리도어
(Dan Meridor) 이스라엘 부총리 겸 정보·핵에너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
북한 및 이란 핵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수교 50주년
계기 경제, 문화, 방산, 교육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하였다.
또한, 김 총리는 우리 교민·여행객의 안전 문제와 비자, 고용허가 등 우리 기업
활동과 유학생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메리도어 부총리는 한·이스라엘 FTA의 추진을 희망하였다.

(7) 총리, 바레인 왕세자 면담
김황식 총리는 2012년 5월 1일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Salman Bin Hamad
Al Khalifa) 바레인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살만 왕세자는 1976년 양국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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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최초로 방한한 바레인 왕세자
로 김황식 총리와 경제협력을 비롯
한 양국관계 증진방안 및 공동 관
심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총리는 지난 2011년 주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 재개설 계기로 양
국관계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

총리, 바레인 왕세자 면담(2012.5.1, 서울)

되었다고 평가하고, 바레인 내 우리
기업 진출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였다. 살만 바레인 왕세자는 최근 양국 간 교역

경험 공유를 희망하였다. 한편, 금번 방한 계기,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2012년 5월 1일 한·바레인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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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리, 케냐 공식 방문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7월
8-13일 간 케냐, 모잠비크를 공
식 방문하였다. 김 총리는 케냐
키바키(Kibaki) 대통령 예방, 오
딩가(Odinga) 총리회담, 무쇼카
(Musyoka) 부통령 면담을 통하
여 대(對) 케냐 유·무상 원조를 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전자정부 구축 등 우리나라의 발전

한·케냐 총리회담(2012.7.9, 나이로비)

속해 나가기로 하였고, 우리 기업
진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케냐측은 우리 정부의 지원과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환영하였으며 양국 간 교역 증대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였다. 또한,
김 총리는 케냐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근로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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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하고, 케냐 경제계 인사
와의 오찬을 주최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
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
러, 우리의 EDCF(대외경제협
한·모잠비크 총리회담(2012.7.12, 마푸토)

력기금) 지원으로 설립된 아
티리버 기술개발센터를 방문

하여 케냐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김 총리는 나이로비 대학을 방문하여 부총장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간 학술 교류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나이로비 대학 간‘한국학 학술협력 MOU’체결에 참석하였다.

(9) 총리, 모잠비크 공식 방문
케냐에 이어 모잠비크를 방문한 김 총리는 알리(Ali) 총리와의 회담, 게부자
(Guebuza) 대통령 예방을 통해 정무·경제·통상 및 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양국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플랜트 건설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면서, 지질조사 연구, 광물탐사 및 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자원
협력 MOU’
를 체결하였다. 김 총리는 또한 민관(KOICA-포스코-한국국제기아
대책기구) 협력으로 추진 중인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기술 습득에 매진중인 모잠비크 훈련생들을 격려하고 우리 선교사들과 봉사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아울러, 모잠비크 기업인 초청 오찬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모잠비크 가스
탐사·개발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중인 한국가스공사 모잠비크 지사를 방문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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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케냐 총리회담(2012.11.19, 서울)

(10) 총리, 케냐 총리 면담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11월 18-21일 간 방한한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케냐 총리와 재회하여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개발협력, 경제협력, 녹색성장 협력, 문화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역정세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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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리, 카타르 투명성 및 행정통제청 의장 면담
김황식 총리는 2012년 10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계기 카타
르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압둘라
알-아티야(Abdullah bin hamad
Al-Attiyah) 투명성 및 행정통제청
의장을 접견하고, 한·카타르 양자
관계 강화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측은 2012년 양국 총리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고위인사

총리, 카타르 투명성 및 행정통제청 의장 면담
(2012.10.19, 서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총리는 특히 금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이래 양국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압둘라 의장이 1995년 이래 매년 1-2차례 방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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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한·카타르 관계증진에 힘쓰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측은 우리에
대한 카타르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기업들의 카타르 내 건설·플랜트 사업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김 총리는
한국과 카타르가 긴밀히 협조하여 COP18과 Pre-COP18이 성공 개최하기를
기원하는 한편, 카타르가 GGGI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한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압둘라 의장은 금번 방한 계기 2012년 10월 18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면담하여 양국관계 발전방안과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원, 그리고
시리아·이란 등 중동정세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 장관급 외교
(1) 이라크 외교장관 방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2월 16일-19일 간 방한한 호쉬야르 지바리 (Hoshyar
Zebari) 이라크 외교장관을 16일 접견하고, 한·이라크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방안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89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이라크가 빠른 시일
내 혼란을 수습하고 중동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 대통령은
원유수급 관련 그간 이라크측의 협조를 평가하고, 한국기업들이 향후 유전 및
가스전 개발 등 이라크 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바리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지바리 장관은 이라크 내 자이툰 부대 파견, 유·무상 원조 제공 및 이라크 경제
발전에 대한 한국 기업의 기여 등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을 희망
하였다.
또한, 김성환 장관은 2012년 2월 17일 호쉬야르 지바리(Hoshyar Zebari)
이라크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 한·이라크 우호협력 관계, 경제·통상 협력,
방산협력 및 한·이라크 공동위 개최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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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바리 외교장관에게 향후 에너지 개발 관련 이라크 측의
협조 및 우리 기업 지원을 요청하였다. 지바리 외교장관은 김 장관의 의견에 공감
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협력에 대한 이라크 측의 다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2) 이스라엘 외교장관 방한
김성환 장관은 2012년 3월 15일 한·이스라엘 수교 50주년 계기 방한한 아비그도
리버만(Avigdor Liberman)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발전
시켜 온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양측은 또한 중동 및 동북아 정세 등에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김 장관은 특히 리버만 장관에게 우리 교민·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리버만 장관은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의 긴밀화와

(3) 요르단 외교장관 방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2년 3월 25-27일 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나세르 주데(Nasser Judeh) 요르단 외교부장관과 2012년 3월 26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국 외교장관은 양국 수교 50주년 계기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심화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김 장관은
외교부 간 공동위 설치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4) 한·모로코 외교장관회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2년 3월 25-27일 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사아딘 엘 오트마니(Saad Dine El Otmani) 모로코 외교협력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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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완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한·이스라엘 FTA 체결 추진을 촉구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경제, 통상, 방산, 문화, 영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2년 3월 27일 양자 회담을 가
졌다. 양국 외교장관은 양국 수교
50주년 계기 양국 간 우호협력 관
계 심화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김 장관은 모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한·모로코 외교장관회담(2012.3.27, 서울)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5) 한·튀니지 외교장관회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2년
4월 18-20일 간 방한한 라픽 압
데살람(Rafik Abdessalem) 튀니
지 외교장관과 4월 19일 서울에서
한·튀니지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
다. 김성환 장관은 회담을 통해, 튀
니지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평가

한·튀니지 외교장관회담(2012.4.19, 서울)

하는 한편, 향후 경제·통상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6) 총리, 오만 내무부장관 일행 접견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5월 25일 여수국제박람회 오만 국가의 날 참석차
방한한 오만의 알부사이디 내무부장관(Sayyid Hamoud bin Faisal Al Busaidi)
및 알투비 환경부장관(Mohammed bin Salim Al Toobi), 알사즈와니 농어업부
장관(Fuad bin Ja'affar Al Sajwani)을 접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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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총리의 오만 방문
이후, 양국 협력관계가 문화, 교
통,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관광,
어업 등의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더
욱 확대하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총리, 오만 내무부장관 일행 접견(2012.5.25, 서울)

(7) 한·리비아 외교장관회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아슈르
빈카얄(Ashour Bin Khayal) 리비
아 외교장관은 2012년 6월 5일 서
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

하였다. 김성환 장관은 2011년 시
민혁명과정에서 리비아 국민들이

한·리비아 외교장관회담(2012.6.5, 서울)

보여준 용기와 결의를 평가하고,
향후 제헌의회 선거 등 정치일정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리비아 민주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은 국제사회에 함께 리비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아슈르 장관은 한국정부가 실종자 유해발굴 사업 등 7대
재건 사업을 중심으로 리비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리비아
정부가 최근 주한리비아경제협력대표부를 대사관으로 복귀하고 주한리비아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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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

(8) 한·앙골라 외교장관회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2 여
수세계박람회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치코티(George Rebello Chicoty) 앙
골라 외교장관과 5월 11일 한·앙골
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한·앙골
라 수교 20주년 계기로 개최된 외교

한·앙골라 외교장관회담(2012.5.11, 서울)

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통상·투자, 에너지·자원,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김성환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앙골라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대해, 치코티 앙골라 외교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앙골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계속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양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및 아프리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9) 한·세이셸 외교장관 회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2 여
수세계박람회 국가의 날(2012.6.29)
행사 참석차 2012년 6월 28일-7월 2
일 간 방한한 장 폴 아담(Jean Paul
Adam) 세이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통상·투자 증대, 신재
생에너지 개발, 해적퇴치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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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이셸 외교장관회담(2012.6.29, 서울)

(10) 장관, 에티오피아 전 총리 조문
김성환 장관은 2012년 8월 20일 건강문제로 급작스럽게 서거한 (고)멜레스
(Meles Zenawi) 에티오피아 총리 장례식 참석을 위한 조문 사절로 2012년 9월
1일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였다.
김성환 장관은 장례식 참석 후 하일레마리암(Hailemariam Desalegn) 총리와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각별한 조의를 표명하고 향후에도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우리 정부는 (고)
멜레스 총리 서거에 대하여 조문 사절 파견 외에도 대통령 명의 조전 발송, 이명박
대통령과 하일레마리암 총리간 전화통화, 우리 대통령 기고문 현지 언론 게재 등을

(11) 하무디 이라크 의회 외교위원장 방한
김성환 장관은 2012년 11월 14일 하무디(Humam Hamudi) 이라크 의회 외교

김 장관과 하무디 위원장은 중동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 교육, 보건,
방산, 영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무디 위원장은 특히 한국 내 이라크 장학생 규모 확대, KOICA 등을 통한
이라크 내 병원 건설, 양국 의회 간 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우리나라가 대이라크
여행 규제를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 장관은 한·이라크 방산협력에 대한
하무디 위원장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3) 특사급 외교
(1) 유명환 특사 이집트 방문
유명환 대통령 특사는 2012년 10월 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 인사로서는
최초로 모하메드 모르시(Mohamed Morsy) 대통령과 면담하였다. 유명환 특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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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면담하고, 고위급인사 교류에 따른 양국 우호관계 증진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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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조의를 표하였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시민혁명 이
후 최초의 민선대통령으로서 취
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유대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이명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
으며, 모르시 대통령은 한국의 경
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

유명환 특사, 모르시 이집트 대통령 면담(2012.10.8, 카이로)

하며 경제, 환경, 교육, 방산 및
원전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표명하였다. 또한,
유명환 특사는 무하메드 아므르(Mohamed Amr)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제1차
한·이집트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 개최 추진과 더불어 경제·개발·관광·농어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무스타파 카멜(Moustafa Kamel) 환경부 장관도
예방하고 양국의 환경분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김성태 특사 이스라엘 방문
김성태 대통령 특사는 이스라엘과의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10월 27-31일 간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김성태 특사는
10월 29일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대통령을 예방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와
안부를 전달하고, 한·이스라엘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김성태 특사는 이스라엘과의 방산 및 자원개발 협력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이스라엘
최고위층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비상
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여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페레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과 분단 등의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점을 평가
하고, 한·이스라엘 FTA 추진과 우리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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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간 협의체
1) 제1차 한·세이셸 공동위원회
제1차 한·세이셸 공동위원회가 정태인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과 모리스 루스토라란느(MauriceLoustau-Lalanne) 세이셸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2012년
3월 5일 세이셸 빅토리아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각국의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양국 간 투자 및 교역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수산 자원 개발,

해적퇴치 문제와 유엔에서의 협력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2012년 3월 26-27일 간
방한한 압둘라 UAE 외교장관(Sheikh Abdullah bin Zayed Al-Nahyan)은
2012년 3월 27일 제1차 한·UAE 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제3국 공동진출을 포함하여 정무·경제·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3) 제7차 한·이집트 정책협의회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012년 4월 23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제7차 한·
이집트 정책협의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모하메드 아므르(Mohamed A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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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한·UAE 전략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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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교육·문화 등에서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소말리아

외교장관, 알-아라비(Nabil El-Araby) 아랍연맹 사무총장 등 고위급 인사를
예방하였다. 제7차 한·이집트 정책협의회에서 김재신 차관보는 모하메드 히가지
(Mohamed Higazy) 이집트 외교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함께 양국 간
장관급 공동협력위 개최 추진 및 교육, 경제, 외교 협력 관련 현안들을 협의하였다.
특히 한·이집트 공동협력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진행절차와 일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아므르 외교장관의 요청
사업이었던 통합 기술교육 클러스터 사업(ITEC) 및 한·이집트 공동대학 설립
사업, 그리고 우리의 대이집트 투자 및 원자력 발전사업 분야 참여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4) 제16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모하메드 알 자세르(Mohammed AlJasser)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6차 한·사우디 공동
위원회가 2012년 6월 13-14일 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16차 한·사우디 공동위(2012.6.13-14, 서울)

한·사우디 수교 50주년에 개최된 금번 제16차 공동위는 2월 7-9일 간 이명박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통해 보다 긴밀해진 양국 간 협력관계 속에서 한·사우디
양국은 동 공동위를 통해 무역, 투자, 금융, 석유, 광물, 에너지, 담수화,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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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학기술, 보건, 식품·의약,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알-자세르 사우디 경제기획부장관은 체류기간동안 국무총리 예방, 지식
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개발연구원장 등과의 면담, 우리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공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동 공동위 계기에
함께 방한했던 사우디 기업인 대표단도 우리 기업인들과의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5) 제6차 한·남아공 고위급 정책협의회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이
브라힘(Ebrahim Ebrahim) 남아
공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을 수석

위급 정책협의회가 2012년 9월 21
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호영 차관은 2012년 수교 20

한·남아공 고위급 정책협의회(2012.9.21, 서울)

주년을 맞이하는 양국관계를 평가
하고, 아프리카와 국제사회에서 남아공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한·남아공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양국은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치·안보, 통상·투자,
개발협력,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자원개발, 개발경험 공유, 정보통신, 물 산업 등 양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의 2013-14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에 대한
남아공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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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 하는 제6차 한·남아공 고

6) 제6차 한·모로코 공동위원회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2년 11월 1-4일 간 모로코를 방문하여
11월 2일 라바트에서 제6차 한·모로코 공동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압델
릴라 벤키란(Abdelilah Benkirane) 정부수반, 사아딘 엘 오트마니(Saad Dine El
Otmani) 외교협력부 장관, 압델카데르 아마라(Abdelkader Amara) 상공신기술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였다. 제6차 한·모로코 공동위원회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교역 및 투자, 신기술
분야, 수자원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7) 제10차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
문덕호 아중동국장은 2012년 12월 24-25일 간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12월 25일
텔아비브에서 제10차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제10차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에서 문 국장은 카하노프(Ruth Kahanoff) 이스라엘
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함께 양국 간 정치·안보, 방산, 경제·통상,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양측은 한·이스라엘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 및 양자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고위 정부인사의 방문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또한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또한 학계 교류 활성화를 희망하고, 중동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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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아중동 우호협력 증진
1) 제5회 아랍문화축전
제5회 아랍문화축전이 2012년 6월 7-10일 간 코엑스에서 제25회 한국국제관광전
행사의 아랍 문화·관광 특별전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우리국민에게 다양한 아랍
문화를 소개하고 아랍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축전은 총 13개
아랍국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전통을 소개하였다. 요르단 국립민속예술단 공연,
헤나체험, 아랍의상체험, 아랍어 써보기, 포토존 등을 운영하였고, 아랍퀴즈 풀기와

모로코와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공연도 진행되었다. 먼저 요르단의
국립민속예술단(Jordanian National Folkloric Group)은 한국국제관광전 기간
동안 메인무대 공연과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공연을 가졌고, 모로코

예울마루 소극장과 서울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제5회 아랍문화축전(2012.6.7-10, 서울)

141

제4절 아프리카ㆍ중동지역 외교

안달루시아 오케스트라(Moroccan Andalusian Orchestra)는 여수 GS칼텍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사진 공모전을 진행해 일반 관람객들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요르단과

2) 제3차 한·아프리카 포럼
제3차 한·아프리카 포럼이 2012년 10월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외교
통상부와‘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의 공동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포럼에는 마이클 사타(Michael Sata) 잠비아 대통령, 아프리카 18개국의
외교부 장·차관 등 여타 수석대표, 아프리카연합(AU) 대표 등으로 구성된 150
여 명의 아프리카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한·아프리카 포럼은 2006년부터 3년마다
개최되어 한·아프리카 간 상호 이해증진 및 각계 지도층 인사간 네트워킹의 장(場)
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금번 제3차 한·아프리카 포럼 행사에는 제프리 삭스
(Jeffrey Sachs) 미 컬럼비아대 교수, 압델라지즈 켈레프(Abdelaziz Kelef) 아프리카
경제개발아랍은행 사무총장, 자키 실리어스 남아공 안보문제연구소(ISS) 소장
등이 공개 세션의 주요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금번 포럼에서는 개발협력, 통상·
투자, 평화·안보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펼쳐졌으며, 한·아프리카 간 협력관계
심화를 골자로 하는「서울선언 2012」
와「행동계획(2013-2015)」
을 결과문서로
채택하였다.

제3차 한·아프리카 포럼(2012.10.1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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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제5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행사가 한·모로코, 한·요르단 50주년을 기념해
2012년 11월 9-15일 간 모로코 페즈, 메크네스, 라바트 및 요르단 암만 등 4개
도시에서 한국과 아랍 양측의 정부 부처와 문화·예술 단체의 고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행사는 모로코 페즈에서 개막되어 경기도립 국악단의 퓨전국악 및 경기도립
무용단의 전통무용 공연 등의 문화 행사가 펼쳐졌으며, 모로코 국민 및 요르단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글로벌
글로벌
네트워크
네트워크
확대 확대제4절제1절
아프리카
신아시아
ㆍ중동지역
외교 외교

제5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행사(2012.11, 모로코)

4) 제9차 한·중동협력포럼
제9차 한·중동협력포럼이 2012년 11월 18일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제주평화
연구원,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에미리트전략연구소(ECSSR :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가 공동 주최하고 외교통상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아부다비 ECSSR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한·중동협력포럼은 2003년부터 개최되어 한·중동 간 상호 이해증진 및 각계

143

지도층 인사간 네트워킹의 장(場)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제9차 포럼에서는
‘오늘의 세계에 대응하는 한·중동 파트너쉽’
이라는 주제 하에, 청정에너지 분야
및 미래 경제 발전의 토대인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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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중동 주요이슈 관련 우리 정부 활동
시리아 사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시작된 평화적 반정부 시위가 정부군-반군 간 무력충돌로 악화
되고 있는 시리아 사태가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조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관련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우리 정부는 각종 국제기구(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수의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민간인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지속적인 무력 사용 및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대변인 성명을 수차례 발표하였다. 또한
2012년 총 4회 개최된 시리아 국민 우방국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시리아에 대해 총 2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였다.
이란 핵문제
우리 정부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동시에, 제재로 인한 우리
원유 수입의 감축을 통해 대이란 교역 관련 미국 국방수권법상 제재에 관한 예외를 부여받았으며,
EU의 추가 제재로 일시 중단되었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였다.
예멘 재건
예멘 정치·경제 정세 안정화를 위한 제3차 예멘 우방국 회의(Friends of Yemen Minis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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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이란산

Conference)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영국, 예멘의 공동주최로 2012년 5월 23일 리야드에서
사우디 외교장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는 2011년 초청받은 이래, 정태인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이 최초로 제3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방국들은 GCC Initiative에 따른 예멘의
정세 안정화 과정을 평가하고,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우리는 당시 예멘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50만불을 기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예멘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설립해야 되는 점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후, 2012년 9월 4-5일 간, 리야드에서 예멘공여국회의(Yemen Donors' Conference)가
사우디, 예멘, World Bank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바신드와(Mohammed Basindwa) 예멘
총리, 알자야니(Abdul Al-Zayani) GCC 사무총장, 샤(Rajiv Shah) USAID 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김규현 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방국들은 예멘의 정세 안정화
및 재건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이에 이어, 2012년 9월 27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계기 제4차 예멘우방국회의가 사우디,
영국, 예멘 주최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헤이그(William Hague) 영국
외교장관, 하디(Abd Mansour Hadi) 예멘 대통령, 압둘아지즈(Abdul Aziz bin Abdullah Al-Saud)
사우디 외교차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김봉현 다자조정관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예멘우방국들은 GCC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따른 예멘 정세 안정화 진전도를 평가
하고, 예멘의 범국민대화 및 경제개발을 위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예멘 안정화 과정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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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바신드와(Mohammed Basindwa) 예멘 총리, 사우드(Saud Al-Faisal)

제5절

지역 간(inter-regional)
외교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 참여
1) 2012년 APEC 회의 개요
제20차 APEC 정상회의는 2012년 9월 8-9일 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APEC 21개 회원국 정상 및 대표들1)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의장국 러시아의
주재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
(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이라는 주제 하에,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안정적 공급망(reliable supply chain) 구축, 식량안보 강화,
혁신적 성장 촉진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연중 통상장관회의, 합동각료회의, 세 차례의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 및 산하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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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교육, 식량안보, 여성과 경제, 에너지, 광업, 환경, 관광, 정보통신,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별 장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부문별로 심도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2년 APEC의 가장 큰 성과는 지속적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성장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환경상품 자유화 목록이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2015년
까지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하자는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혁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업

같이 하였다.

(1)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회원국들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성장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standstill)키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환경상품 자유화를 위한 54개 환경상품 품목2)에 합의
하였다.
특히 환경상품 목록 합의는 APEC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실질적인 관세
인하라는 점에서 APEC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WTO DDA 협상에 모멘텀을 제공

■■■ 1) 단, 호주는 에머슨 통상장관이, 미국은 클린턴 국무장관이 대참하였으며, 홍콩은 렁 춘잉(Leung Chunying) 행정수반이, 대만은 롄 짠(連 戰) 국민당 명예주석이 대표로 참석했다.
2) 2011년 호놀룰루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환경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을 5%이하로 인하하기로 하고
그 대상품목 선정 작업을 2012년에 진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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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EC 주요 의제별 논의내용과 우리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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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증대, 국제 곡물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하며 역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역내 지역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의 무역자유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아·태 자유무역지대
(FTAAP :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수립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FTA 역량
강화사업(CBNI :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3)을 최종 승인받았으며
2012년 7월부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 동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FTAAP에 포함될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러시아가 제안한
‘투명성에 관한 FTA 표준챕터’
를 승인하였으며, 한·미·일이 공동제안한‘국내
부품 사용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 금지 제안’
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역내 비즈니스 원활화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환경개선(EoDB : Ease of Doing Business) 사업을 지속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계약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분야 주도국으로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회원국들의 관련 법제 개선을 지원하였다.

(2) 안정적 공급망 구축
회원국들은 세계화의 가속화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따라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불확실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2010년 요코하마 정상
회의에서 채택된 공급망 연결 개선 목표(2015년까지 공급망 연결 비용 및 시간을
10% 이상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공급망연결행동계획(SCFAP : Supply Chain
Framework Action Plan)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미국은 공급망 내 병목요인 해소를 위해 관련 정책을 평가, 진단하여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는 체계적 접근(Systematic Approach)을 채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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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병목점(chokepoint) 5의 주도국으로서 동 체계적
접근을 통해 공급망연결행동계획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3) 식량안보 강화
회원국들은 2008년에 식량위기에 이어 2012년에도 곡물가격 불안정이 지속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
하였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민관합동의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PFS :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등 APEC 내 농업 부문 산하기구 회의들과 제2차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은 농업 생산성

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 등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정상회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곡물가 급등과 이에 따른 애그플

생산 자제 및 비식량연료에 의한 바이오연료 생산 촉진, 곡물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곡물 투기 방지 등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정책 공조를 당부하였다.

(4) 혁신적 성장 촉진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적 성장 촉진 방안으로는 과학·기술·혁신협력과
교육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회원국들은 과학·기술·혁신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ISTWG :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Working Group)을 민관학이 참여하는 과학·기술·혁신 정책파트너십(PPSTI :
Policy Partnership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으로 개편하였으며,

■■■ 3) FTAAP를 추진의 주된 도전요인인 회원국 간 FTA 역량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실시하는
분야별 개도국 역량강화사업. 2012-2014년간 실시되며, 2012년 우리나라(원산지, FTA 이행),
일본(FTA활용), 베트남(FTA 환경, SPS) 등이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2013년에는 미국(서비스, 노동),
중국(전자상거래),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무역구제) 등이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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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식량수출국의 식량수출 제한 금지, 바이오 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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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 무역촉진, 식품안전 및 품질 제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공급, 지속

에너지 효율에 관한 혁신기술대화(ITD : Innovation Technology Dialogue)를
개최하였다.
회원국들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의 상호인정, 공동연구, 공동학위,
고등교육 기관 간 상호협력 등 교육 이동성(mobility in education)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된 제5차 APEC 교육
장관회의에서는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내 교육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역내 교육협력 수요 발굴을 통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교육협력 프로젝트’
(ECP : Education Cooperation Project)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상회의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을
위한 우리 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교육 협력 프로젝트 이행 및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활동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5) 여타 이슈
신규 회원국 가입 관련, 아시아 및 남미지역 일부 국가들이 APEC 신규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1997년 밴쿠버 정상회의 및 2007년 시드니 정상회의에서
신규 회원국 가입 논의를 2010년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에
모라토리엄 해제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아 사실상 모라토리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 Asia-Europe Meeting)
우리나라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통해 경제통상, 기후변화 및 안보 등
국제현안 논의에 있어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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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11월 5-6일 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9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금번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해 ASEM 회원국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배우고, 세계경제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회원국간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평화와 번영에 관한 비엔티안 선언’
을 채택하였다.
‘경제 및 금융’
에 관한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총리는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특히 2010년
6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여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지원하는 재원을 운용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회원국들은‘의장성명’
을 통해

또한 김 총리는 ASEM 정상회의 기간 동안 플레브넬리에프(Rosen Plevneliev)
불가리아 대통령, 투스크(Donald Franciszek Tusk) 폴란드 총리, 까따이넨
(Jyrki Tapani Katainen) 핀란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총리, ASEM 정상회의 참석(2012.11.5-6, 비엔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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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I 및 GCF 활동을 통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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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지원해 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3.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 Organization of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흑해지역은 풍부한 자원, 주요 에너지 수송로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 Organization of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는 동 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흑해
경제권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1월 26일 흑해경제협력기구에“부문별
대화 동반자”
(SDP : Sectoral Dialogue Partner) 지위로 가입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흑해지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해 왔다.
2012년 4월 및 6월에 개최된 고위관리회의 및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2012년
BSEC 활동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동 기구 설립 2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정례협의체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가 주도해 온
한·BSEC ICT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BSEC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7월 8-15일 간 실시된 제2차 한-BSEC ICT 협력사업은 우리의 ICT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의 전자정부 정책,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E-learning 등에
대한 심도있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ICT를 매개로한 우리나라와 BSEC 참가국
간 상호관심 제고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2월 16일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7차 BSE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우리나라의
“부문별 대화 동반자”
(SDP : Sectoral Dialogue Partner) 지위 갱신을 위한
컨센서스를 확보함으로써 BSEC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에너지, 인프라 등 여타 분야에서도 BSEC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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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우리 정부는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참석을 통해 중앙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CICA 4대
협력분야(인간, 경제, 환경, 비전통적 안보 등) 26개 세부의제 가운데 에너지안보
및 IT 분야 조정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도 CICA 관련 정례협의체(2/6/7월)에 지속 참석하여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4차 CICA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지난 20년간 CICA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주요 국제 및 지역현안에 대한 CICA 회원국 공동입장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CICA 활동은 동 협의체 내 우리 위상을 제고하고, CICA의 발전
및 회원국 간 지역안보 협의, 에너지안보 및 IT 분야 신뢰구축 증진 등에 기여하고
있다.

5. 한·ASEAN / ASEAN+3(한·중·일)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국은 2012년도에도 한·ASEAN, ASEAN+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 East Asia Summit) 각급 회의에 적극 참가하였다. 제15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한·ASEAN FTA 체제 완결, 한·ASEAN
센터 설립,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2010년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2012년 주ASEAN 대표부 개설, 한·ASEAN 산림협력협정 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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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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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A 동향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특히, 9월 카자흐스탄

지난 5년간 한·ASEAN 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한 것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ASEAN FTA의 충실한 이행과 활용률 제고 등을 통해
양측 간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2012년 설립한 대ASEAN 연계성 T/F를 통해 ASEAN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2015년 ASEAN 공동체 출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2012년 7월 10일 개최된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채택된
<한강 선언>을 바탕으로 6개 우선협력분야에 대한 구체 협력사업이 논의되었으며,
2013년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2014년 한·메콩 교류의 해 등의 추진을
통해 한·메콩간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향후 한·메콩 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4년까지 한·메콩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2013년 한·메콩 협력기금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2012년에는 ASEAN+3 출범 15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ASEAN 및 한국, 중국, 일본 정상들은 ASEAN+3가 1997년 출범 이후 금융·
농업·보건·문화·교육 등 20여 개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협력을
증진시키는 등 동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다자협력체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
하는 한편, 식량안보·금융위기·경제통합 등 지역 차원의 단합된 노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2012년 정상
회의에는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2011년 10월부터 운영된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Ⅱ)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각국 정상들은 EAVG Ⅱ 보고서가 향후
ASEAN+3 협력의 궁극적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비젼을 실현하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제7차 EAS 정상회의에는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가 참석하여 지역경제 통합, 기후변화와 재난관리, 비확산,
해양안보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경제 회복과 정치·안보 협력 등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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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해결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관리, 무역 자유화, 해양안보 등의 분야에서 EAS 국가들 간 협력방안에
대해 참석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금번 정상회의 계기에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다.

6.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지역 주요 국가 간 정치·안보 분야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예방외교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범한 지역안보협의체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캐나다, 호주 등 27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가하여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및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해양안보, 재난구호, 대테러 및 초국가범죄 등
ARF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제반 안보협력 사업들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도에 제3차 ARF 재난구호훈련(DiREx)을 태국과 공동
실시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ARF DiREx는 ARF 회원국간 재난구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지진, 해일 등 대규모 재난 상황을 상정한 후, 회원국의 민군자산을
동원하는 현장훈련으로서 격년 주기로 개최 중이다.
제3차 ARF DiREx 한·태 공동실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ARF 내 위상을 제고
하고 역내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이라는 ARF의 목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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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19차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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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지역안보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은 1994년 아시아·태평양

7.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협력대화(ACD : Asia Cooperation Dialogue)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남아, 중앙아,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범아시아 협의체로 2002년 6월에 발족
하였으며, 한·중·일, ASEAN,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2개국이 회원국
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2년 10월 16-17일 간 쿠웨이트에서 제1차 ACD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국제
금융위기, 자연재해, 곡물가 상승 등 국제 문제 공조를 위한 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 방안과 창립 10주년을 맞은 ACD의 제도화 문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정상
회의 주최국인 쿠웨이트는‘쿠웨이트 선언’
을 통해 아시아 내 최빈국들의 새천년
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한 20억 불 규모의 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 기금 마련을 위해 쿠웨이트 정부가 3억 불을 출연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양자 및 다층적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외교
2012년도는 이명박 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로써, 우리 정부는 지난 5년 간의 외교성과 결산 및
모멘텀 유지를 위해 활발한 정상외교를 전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7회에 걸쳐 20개국을
순방하였으며, 김황식 국무총리는 6회에 걸쳐 11개국을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3월 서울핵안보정상회의, 5월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로
범세계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총리급 이상 외빈도 총 20회
접수하였다.
외빈 접수시 각 행사별 맞춤형 의전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국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미국(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의전장회의에서 2014년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상외교와 관련한 각국간 의전분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우리의 의전노하우를 참가국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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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사 내용
중국 국빈방문(1.9-11, 북경)
터키 국빈방문 및 중동순방(2.4-11, 터키, 사우디, 카타르, UAE)
● 제5차 한
·일·중 정상회의 참석(5.12-14, 베이징) 및 미얀마 국빈방문
(5.14-15, 네피도, 양곤)
● G20 정상회의(멕시코), RIO+20(브라질) 참석 및 칠레, 콜롬비아, 샌프란시스코 방문
(6.17-27)
● APEC 정상회의(블라디보스톡) 참석 및 그린란드(일룰리사트), 노르웨이(오슬로),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방문(9.7-14)
● 발리 민주주의 포럼(발리) 참석 및 태국(방콕) 공식방문(11.7-11)
● ASEAN+3/EAS 정상회의(프놈펜) 참석 및 UAE(아부다비) 방문(11.18-22)
●
●

대통령
해외순방
(7회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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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공식방문 및 세계미래에너지회의 참석(UAE) (1.12-18)
제6차 세계물포럼 참석(3.10-14, 마르세이유)
● 케냐, 모잠비크 공식방문 및 이스탄불 방문(7.7-15)
● 제2차 GGGF 참석 및 덴마크 공식 방문(10.7-11)
● ASEM 정상회의 참석(11.4-6, 비엔티안)
●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미국, 캐나다 방문(11.29-12.6)
●

국무총리
해외순방
(6회
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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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급
이상
외빈접수
(20건)

●

●
‘잉락
친나왓’태국 총리 공식방한 (3.24-26)
●
‘만모한
싱’인도 총리 내외분 공식방한 (3.24-26)
●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공식실무방한 (3.25-26)
●
‘응웬
떤 중’베트남 총리 내외분 공식방한 (3.28-29)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분 국빈방한 (3.25-26, 3.28-29)
●
‘마힌다
라자팍사’스리랑카 대통령 내외분 국빈방한(4.23-27)
●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바레인 왕세자 겸 군최고부사령관 공식방한(4.30-5.2)
●
‘우말라’
페루 공화국 대통령 내외분 국빈방한(5.10-12)
●
‘프레데릭’
덴마크 왕국 왕세자 내외분 공식방한(5.10-15)
●
‘콩데’
기니공화국 대통령 공식실무방한(5.22-26)
●
‘페르난도
루고 멘데스’파라과이공화국 대통령 공식실무방한(5.27-29)
●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 내외분 국빈방한(5.29-6.1)
●
‘통싱
탐마봉’라오인민민주공화국 총리 공식방한(7.4-5)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외분 여수엑스포 폐막식 참석 계기 방한(8.11-14)
●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코스타리카 대통령 공식실무방한(8.19-22)
●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방한(9.19-21)
●
‘떼인
세인’미얀마 대통령 국빈방한(10.8-10)
●
‘마이클
치루피아 사타’잠비아 대통령 공식실무방한(10.15-18)
●
‘오딩가’
케냐 총리 내외분 공식방한(11.18-21)
●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파키스탄 대통령 공식방한(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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