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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교

 동남아시아 지역
1) 한·베트남 정상회담
응우옌푸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
으로 2014년 10월 1~4일 나흘 동안 한국을 방문하였다. 박 대통령과 응우옌푸
쫑 당서기장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비약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
고 2009년에 수립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폭넓게 발전시키고 더 심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안보, 국방, 경제통상, 사회문화,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 및 신뢰 강화를 위해 정부, 국회, 정당 등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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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교류와 기존의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경제 분야
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연내 타결 등을 통한 교역 및 투자 확대, 대형 인프라
건설, 노동·산업·농업·금융 및 개발 협력 등 양국 간에 진행하고 있는 실질 협
력 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확대 발전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상호 민간투자 촉
진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베트남 측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한국 측의 제반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응우옌푸쫑 당서기장은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의 정중하고 우호적이며 세심
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박 대통
령이 편리한 시기에 베트남을 다시 방
문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박 대통령은
방문 초청에 감사를 표하면서 기쁘게
수락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한 응우옌

응우옌푸쫑 베트남 당서기장과의 정상회담
(2014.10.2, 서울)

떤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
리와 12월 1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개발 및 사회문화 등 제
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정세
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응우옌떤중 총리는 우선 한·베트남 FTA의 실질적 타결을 기쁘게 생각하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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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공식 서명 및 비준을 위해 양국 정부가 지속 노력하자면서 한·베트남 FTA가
2020년 700억 달러 교역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
령은 이번 FTA 타결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산업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 정부도 서명과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우리와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응우옌떤중 총리는 베
트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면서 남북 대화와 협력 증진 등 평화적 방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였다.

2)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을 국빈 방한한 하사날 볼키아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과 2014년 12월 9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산업, 국방·방산, 사회·문화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호혜적 실질 협
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한반도, 아세안 등 세계 지역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
을 교환하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브루나이가 여러 분야에서 견고한 협력 관
계를 발전시켜 왔고, 최근에는 인프라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협력이 진행
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 브루나이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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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인사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평가하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볼키아 국왕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비전 2035 전략과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서로 지향
하는 목표가 유사하기 때문에 회담을 통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건설과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 교량, 가스터빈 발전소 등 23억 달러 규모의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해 우리 농업기술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체결해 우리 기
업의 현지세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국빈 방한은 2014년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양국 관계 증진의 중요한 분수령이자 실질 협력 관계 증진 및 양
국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3) 한·필리핀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11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
석차 방한한 필리핀 베니그노 아키노
3세(Benigno S. Aquino III)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안보, 통상·
투자, 개발협력, 재외국민보호 등 제
반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필리핀 정상회담(2014.12.11,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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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필리핀 내 한국인의 안전을 위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
갈 것을 당부했으며, 아키노 대통령은 그동안 필리핀 정부의 사고 방지 노력에 관
해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박 대통령은 우
리 정부도 필리핀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 노력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분명하고 일관
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필리핀 측의 협조와 지지도 당부하였
다. 아키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
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11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싱
가포르 리셴룽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
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정무,
경제·통상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
역 정세 등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싱가포르 정상회담(2014.12.11, 부산)

박 대통령은 2013년 12월 정상회담
에서 창조경제와 투자, 건설 분야 협

력에 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IT 지원센터와 보건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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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센터가 설립되는 등 후속 조치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리셴룽 총리는 싱가포르 인프라 건설에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해 왔으나 아직
도 싱가포르에는 고속철도·신공항·공공주택 등 인프라 건설 참여의 기회가 많
다며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 정세, 남북 관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
견도 교환하였다. 박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라는 분명하
고 일관된 메시지가 계속 발현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의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리셴룽 총리는 북핵 문제가 지역 및 범세계의 평화·안정에 매우 중요
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5) 한·태국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와 2014년 12월 11일 오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정
무, 국방·방산, 경제·통상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주요 국제 관심사에 관해 협의하였다.
쁘라윳 총리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과의 우호협
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쁘라윳 총리는 또한 더 많
은 한국 기업이 태국에 진출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태국 정부는 특별 전
담 기구를 설치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 호위함을 도입키로 한 데 이어
T-50 훈련기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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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양국 교역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철도 사업 등 인프라 구축사업
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 참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박 대통령은 태국 정부의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핵보유는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려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에 도발 중단과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표명될 수 있도록 태국 정부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이번 한·태국 정상회담은 쁘라윳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상호 간 우의와 친분을 구축하고 향후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제 분야 및 지역·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6) 한·라오스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통싱 탐마봉
(Thongsing Thammavong) 라오스 총리와 2014년 12월 11일 부산에서 정상회
담을 갖고 양국 간 정무, 경제, 개발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박 대통령은 양국 간 교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의 교류 협
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삼상정책’
과 유사한 점이 많은 새마을운동을 현지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추진, 라오스의
농촌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통싱 총리는 한국과의 개발 협력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면서 라오스의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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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촌개발, 교육·인적자원 개발, 빈곤퇴치,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라오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은
농촌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개발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하였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외국 기업의 현지 금융조달 등
애로사항 해소는 더욱 많은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위한 라오스 측
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라오스 내 한·라오스 수자원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였다.
통싱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며 해외투자 증진을 위한 행
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표명될 수 있도록 라오스 측의 협조와 지지도 당부하
였다.
통싱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7)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1일 부산 전시컨벤션센터(BEXCO) 양자회담장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무,
국방·방산, 경제·통상, 창조산업 및 문화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및 북한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의견
을 교환하였다.

109

3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제1절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교

박 대통령은 먼저 12월 1일 러시아 베링 해에서 발생한 오룡호 침몰사고로 희
생된 인도네시아 선원들과 관련해 조
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유가족들
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우리 정부
가 인명구조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양국 정상은 외교장관 공동위 개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2014.12.11, 부산)

및 국방·방산, 전자정부, 양국 간 투
자확대, 금융, 해양인프라, 창조산업

및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현안인 한·
인도네시아 CEPA(FTA) 협상 재개 문제도 상호 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
도로 지혜를 모아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박 대통령은 세계 비확산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북핵 문제와 우리의 대북 정책
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서도 인도네시아 측이 관심을 지속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다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설치 및 활동, COI 보고서 작성, 유엔 북한 인권 결의 채택에 핵심 역할을 수행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의 활동을 평
가하였고, 양국 정상은 앞으로도 양국이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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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은 조코위 대통령의 취임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
진 정상회담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상호 간 우의와 친분을 구축, 향후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8) 한·미얀마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테인 세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과 12월 11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정무, 국방·방산, 경제,
에너지·건설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주요 국제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대통령은 미얀마가 2014년 아세안 가입 이후 처음 의장국을 맡아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내년인 2015년은 양국 수교 40
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피력하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의 민 흘라잉 미얀마 국방총사령관의 방한 등 최근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등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
러한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정상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에 기쁘다면서 미얀마가 2014년에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한국의 지원과 성원이 도움
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향후 양국 정부 간, 국민 간, 국방 당국 간 교류 협력이 더
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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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시기에 미얀마를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는 한편 미얀마 정부가 한국 정부
의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 건립을 허용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은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 건립이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
조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였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농
촌 종합 개발사업 및 미얀마개발 연구
소(MDI) 설립 추진 등 양국 간 협력 사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미얀마 정상회담(2014.12.11, 부산)

업을 통해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미얀
마와 공유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

국 측이 기술금융 및 정보기술 지원을 비롯하여 특히 빈곤 타파를 위한 농업개발
등 분야에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덧붙여 최근 양국 간
교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
의 대미얀마 투자 확대도 요청하였다. 박 대통령은 미얀마는 우리의 중요한 개발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 개발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한국의
농촌개발 및 국가발전 경험과 노하우가 잘 공유되어 미얀마 국가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박 대통령은 2011년 이후 미얀마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규
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5년 초에 개최될 예정인 2차 공동위에서 실질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언하였다.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전력과 토지확보 문제, 한국
금융기관 부재로 인해 겪는 어려움의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미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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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이 지난 7월부터 가스 생
산을 시작한 미얀마 북서부 해상 가스전 개발 성공 사례와 같이 에너지와 광물자
원 개발 분야에서 양국 간에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기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은 미얀마의 경제 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항만 개발
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운 항만 분야에서의 세계 수준의 기술력과 노
하우를 가진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한국 기업의 미
얀마 내 투자 여건 개선 및 한국 금융기관 활동 지원 요청과 관련해 테인 세인 대
통령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표명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며 미얀마 정부의 적극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테인 세인 대통령
은 하루 뒤에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안정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미얀마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아세안 컨
센서스를 지속 준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9)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한 나집 라작(Najib Razak) 말레이시아 총
리와 2014년 12월 10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고위급 교류
강화, 경제협력 강화,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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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1980년대 초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으로
각별한 인연을 맺은 후 제반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성장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나집 라작 총리는 양국 관계
의 심화와 다양한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희망하였다.
양국 정상은 아세안 등 지역 무대와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및 공
조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공
동체로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인 2015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이 아세안의 위상
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 북한 인권 문제 및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나집 라작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동
북아에서의 평화협력 질서 구축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
였다. 나집 라작 총리는 2015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
의의 확실한 이행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능한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나집 라작 총리는 자신과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 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
를 표하고 박 대통령에게 2015년에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0)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개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한 마지막 외교 일정으
로 12월 13일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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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경제분야 협력 증진, 개발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심도 있는 협
의를 가졌다.
훈 센 총리는 새마을운동이 캄보디아의 농촌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바가 크다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를 활용, 농촌개발대학 설치를 희망하였다.
박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높은 농업
발전 잠재력을 감안할 때 새마을사업
이 농업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이
라면서 캄보디아 실정에 맞는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를 크게 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농촌개발대학
설치 지원 건과 관련해서는 실무 검토
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캄보디아 훈 센 총리 공식 방문 계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2014.12.13, 서울)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캄보디아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해 준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훈 센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5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하고, 동 양해각서들이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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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아·태평양 지역
1) 한·인도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5~18일 인도를 국빈 방문하여 16일 만모한 싱
(Manmohan Singh)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
든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의 비약 발전을 평가하고 정상 공동
성명을 채택, 향후 40년간에도 양국이 호혜 발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
기 위해 신뢰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국
가안보실 간 대화·사이버정책협의회, ICT 정책협의회, 원자력정기협의회 신설
을 비롯하여 방산 협력 강화, 라자스탄 한국전용기업공단 설립, 인도 도착비자 대
상국 한국 포함 등에 합의하였다. 또 양 정상의 임석 아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우주협력이행약정, 문화교류계획서 등 5개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하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모하마드 안사리(Mohammad Ansari) 부통령, 수슈마
스와라지(Sushma Swaraj) 하원 야당대표를 접견하는 등 인도 핵심 고위 인사들
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한편 인도에서 5월 총선으로 신정부가 구성되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취임하자 박 대통령은 7월 22일 모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1월
인도 국빈 방문으로 마련된 양국 관계 심화 및 발전의 모멘텀을 인도 신정부와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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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에 참석한 계기에 11월 12일 모
디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 신
정부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
안을 협의하였다.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외투자유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양 정

EAS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
(2014.11.12, 네피도)

상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및 국방·방산 교류를 계속 활성화하고 경제 협력이 더
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상호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한·호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
문한 토니 애벗(Tony Abbott) 호주 총리와 4월 8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안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통상, 인적 교류, 한반도 정세, 글로벌 녹
색성장연구소(GGGI)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
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애벗 총리 방한을 계기로 2013년 12월에 실질적으로 타
결된 한·호주 FTA가 정식 서명되고, 양국 외교·안보 분야의 미래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한·호주 비전성명’이 채택되었다. 애벗 총리는 호주와 아시아 간 관계
강화를 위해 호주 학생들의 아시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한 ‘신콜롬보계획’을 추
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많은 호주 학생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소개하였

117

3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제1절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교

다. 박 대통령은 ‘신콜롬보계획’이 호
주와 아시아 국가들의 미래 세대가 상
호 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양국 정상은 11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양
자 회담을 갖고 한·호주 FTA 비준·
발효 추진, 자원·인프라·방산 협력
등 양국 관계, 북한 핵·미사일 등 한
반도 문제, 에볼라·ISIL 등 최근 주요
한·호주 정상회담(2014.4.8, 서울)

국제 문제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
하였다.

3) 국무총리, 파키스탄 방문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4년 4월 13~16일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는
1983년 한·파키스탄 수교 이래 우리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파키스탄 방문이
었다. 정 총리는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맘눈 후사
인(Mamnoon Hussain) 대통령과의 면담도 가졌다.
정 총리는 샤리프 총리 회담에서 교역 및 투자, 에너지·인프라 등 경제 협력,
방산, 개발, 문화 협력, 우리 기업의 파키스탄 진출 확대 등 양국 현안 전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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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후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파키
스탄이 경제 회복 및 치안 안정을 최우
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
등 견실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자원·
인프라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의 협력

정홍원 총리 파키스탄 방문
(2014.4.13~16, 이슬라마바드)

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후사인 대통령도 한국과의 경제 협
력 강화에 큰 기대감을 표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파키스탄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
기를 희망하였다.

4)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특사 방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스리랑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바실 라자팍사
(Basil Rajapaksa) 경제개발장관을 2
월 13일 접견하였다. 정 총리는 2013
년 8월 정 총리의 스리랑카 공식 방문
을 통해 양국 협력 수준이 한 차원 격
상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공적개발

총리, 스리랑카 대통령 특사 접견
(2014.2.13, 서울)

원조(ODA)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새마을운동 협력 등을 통해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 스리랑카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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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팍사 장관은 스리랑카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면서 스리랑카
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인프라, 교육, 폐기물
처리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5) 한·인도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5월 인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입각한 수슈마 스와라지
(Sushma Swaraj) 인도 외교장관과 2014년 한 해 동안 한 차례의 전화 통화 및
두 차례의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장관은 6월 24일 전화 통화에서
인도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에 우리 정
부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하였고, 이어서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
최된 ARF 외교장관회의 때 8월 10일
제8차 한·인도 외교장관공동위
(2014.12.29, 서울)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1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인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협력 강화 모멘텀을 인도 신정부와도 지속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2월 29일 제8차 한·인도 외교장관공동위(Joint Commission)가 서울에서
개최된 자리에서 윤 장관은 스와라지 장관과 양국 간 고위인사교류, 국방·방산,
통상·투자, 인프라·에너지,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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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등 양국 간 국방 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인도 정부의 방산 사업 및 인프라 확충
사업 등에 대한 우리 업체 참여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협력기금 조성, 실용화 공동응용연구 신설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지
속 확대해 온 점을 평가하고 초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및 해양안보 위협 등 글
로벌 이슈에 관해서도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6)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2014년 한 해 동안 윤병세 외교장관과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교장
관은 총 네 차례의 외교장관회담을 통
해 주요 양자 및 지역, 국제 현안에 관
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3월 23일 네덜란드 헤
이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4월 8일 예정된
토니 애벗 총리의 방한 및 한·호주 정
상회담 성과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어

한·호주 외교장관회담(2014.11.8, 베이징)

4월 14일 멕시코에서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서 재회한 양국 장관은 별도의 양자회담을 통해 믹타 발전 방향
및 한·호주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장관은 또 9월 23일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총회 계기로 개최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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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관련 고위급 행사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한 것을
평가하고 믹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더
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11월 8일 중국 베이징 아·태경제협
력체(APEC)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한 양국 장관은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난
4월 애벗 총리 방한 때 정식 서명된 한·호주 FTA를 조속히 발효하여 양국 국민
들이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7월 9~10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한 머리 매컬리(Murray
McCully)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9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무, 경제·통상, 남극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과 한반도 문제 및 지역 정세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
하였다.
양국 장관은 양국이 상호보완적 무
역 구조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 협력 잠
재력이 매우 크며 교역·투자 증진 등
실질 경제 협력 확대가 양국 관계 전반
의 협력 수준을 크게 격상시키는 토대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2014.7.9, 서울)

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향후 한·뉴

질랜드 FTA 협상 타결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가속화하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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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네팔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5월 13~16일 방한한 마헨드라 판데이(Mahendra Pandey)
네팔 외교장관과 5월 14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무,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
서의 협력과 한반도 정세 및 한·남아
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관계 등
지역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수교 40주년을 맞아
18년 만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협력 관계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한·네팔 외교장관회담(2014.5.14, 서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풍부한 노동력, 수자원, 관광자원을 보유한 네팔과 세
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교역·투자
증진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새마을운동 정신을
반영한 ‘농촌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네팔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9) 한·파키스탄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8월 10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시에드 타리크 파테미(Syed Tariq Fatemi) 파키스탄 외
교부 국무장관과 회담, 양국 고위인사 교류 및 경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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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서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0) 제2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들과 11월 24일 서울에서 ‘제2차 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The 2nd Korea-Pacific Islands Foreign Ministers’
Meeting)’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 ‘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3년 만에 개최한 것이다. 이날 참석한 장관들은 개발
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지속
적 태평양 동반자관계 구축(Building
an Inclusive and Enduring Pacific
제2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2014.11.24, 서울)

Partnership for Co-Prosperity)’이
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윤

장관은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협력기금 등을 통
한 태평양도서국 개발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태평양도서국 장관들은 녹색
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태평양 지역 해양·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이익의 공유를 위해 지속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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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태평양도서국 장관들을 단체 접견하고 태평양도서
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윤 장관은 이날 이노케 쿠부
아볼라(Inoke Kubuabola) 피지 외교장관, 헨리 투아케우 푸나(Henry Tuakeu
Puna) 쿡제도 총리 겸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개
발·기후변화·해양·수산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몽골·중앙아시아 지역
1)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16~18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여 이슬람 압
두가니에비치 카리모프(Islam Abduganievich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양
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래 지
향의 호혜적 협력 분야를 꾸준히 확대하고 구체 협력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
기로 하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즈베키스
탄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
르길 가스전 개발,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경협 사업이 원활하
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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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또한 태양광, ICT, 섬유, 농업, 교육, 환경,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의 호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고려인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의 집 설립」 지원 양해각
서(MOU)를 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 해결
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
기로 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공동선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14.6.17, 타슈켄트)

언을 포함한 총 19건의 협정 및 MOU
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19일 누르술탄 나
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호혜 발전시켜 나가
기로 합의하였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카자흐
스탄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2050 전략과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 실현에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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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발하슈 석탄화력발전소 및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등 대규
모 경협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새로운 에너
지 플랜트 건설 및 현대화 사업들과 광
물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
로 하였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일반여권 사
증면제 협정 체결 및 한시적 근로협정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2014.6.19, 아스타나)

가서명 등 양 국민 및 기업인들의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공조 강화와 국제무
대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2014년 6월 20일 투르
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하여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갖는 중요성 및 의미와 양국 간 교역 및 인적 교류
가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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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은 키얀리 플랜트 건설 사업, 갈키니슈 가스탈황설비 사업 등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농업,
교통 물류, 개발 협력, 문화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호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
로 하였다.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2014.6.20, 아슈하바트)

정상회담 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
서는 양 정상의 임석 아래 세이디 가스

화학 플랜트 건설, 가스액화 플랜트 건설, 키얀리 플랜트 생산 합성수지 판매권, 갈
키니슈 가스탈황설비 공장 생산 황 판매권 및 농업, 표준화 협력 양해각서(MOU)
등이 체결되었다.

4) 한·몽골 관계
2014년 한·몽골 양국은 양국 외
교장관 상호 방문(2.11~14 방한,
8.25~27 방몽), 몽골 국방장관 방한
(5.19~22)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
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였
잔다후 엥흐볼드 몽골 국회의장 방한 계기
대통령 예방(2014.3.1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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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시(8월) 양측은 정부 간 협의체인 ‘한·몽 공동위’ 출범에 합의하는 한편 2015
년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몽골 측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에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몽골 국회의장 방한(3.12~15), 우리 외교통일위원장 방몽(8.7~10) 등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역협력 외교
1)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경제·문화·기술 분야 등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외교차관급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창설하고 이들 국가와의 네트워
크 구축 및 다자 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4년 4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상생과 협력의 한·중앙아 관계발전: 국민행
복, 국가발전, 미래창조’의 주제로 제8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포
럼에서는 5개국 대표단 및 산·학·민·관계의 분야별 주요 인사, 전문가 등 15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 농업, 환경, 산림 분야의 협력 사업이 심도 있게 논
의되었다.
특히 특별 세션에서는 한·중앙아 협력의 제도화 방안에 관해 논의, ‘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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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는 결과문서를 채택하였
다. 이로써 그동안 포럼을 통해 발굴
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
되었다.
한편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태용 제
1차관은 이 포럼에 참석한 중앙아 5개
국 외교차관들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갖
한·중앙아 협력포럼(2014.4.22, 서울)

고 중앙아 5개국 대사들과의 회의 개
최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우리 정

부의 유라시아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상생과 협력의 대중앙아
관계 구축을 위한 모멘텀 조성의 결실을 맺었다.

2) 한·중앙아시아 카라반 행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제4차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
가 2014년 11월 17~21일 닷새 동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안디잔, 페르가나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카라반 행사는 정치, 경제, 문화,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사
를 개최하여 정부와 민간, 경제와 문화를 결합한 민·관 공동외교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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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에는 중소기업 사장단 및 문화계 인사 등 산·학·민·관계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 컨퍼런스, 1:1 비즈니스 상담회, 현대미술전시 및
어린이 축구 교실 등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과거 실크로드의 요
충지이자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의 경제·문화 중심지에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
와 관심을 제고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의 포괄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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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외교
1) 한·스위스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1963년 양국 수
교 이래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2014년 1월 20일 스위스를 국빈 방
문하여 디디에 부르크할테르(Didier
Burkhalter)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
한·스위스 정상회담(2014.1.20, 베른)

고 금융, 의약·관광, 직업교육, 과학
기술, 연구개발 등 제반 분야에서 창

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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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스위스가 중립국 감독위원회 참여를 통해 60여 년간 한반도의 평
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기여해 온 것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스위스의 지속적인 지지 입장을 확
인하였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부르크할테르 대통령과 함께 사회보장협정, 외교부
간 협력 양해각서(MOU), 교육협력 MOU, 산업기술협력 MOU, 치료용 제품 규제
협력 MOU, 기술 사업화 창업 지원 및 공동연구 MOU 서명식에 임석하였다.

2)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건조한
LNG 수송선의 명명식에 참석하기 위
해 방한한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Dalia Grybauskaitė) 리투아니아 대
통령과 2014년 2월 18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에너
지·인프라, IT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한반
도 및 동북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201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함께 활동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2014.2.1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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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리투아니아 측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
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3)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중
마르크 뤼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2014년 3월 24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에너지, 과학기술, 농업, 원자력 분야 등에서의 호혜적 실질 협력 증진,
양 국민 간 유대 및 교류 협력 강화, 글로벌 이슈 공조 확대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네덜란드 워
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박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빌럼 알렉산더르(Willem
Alexander) 네덜란드 국왕이 2014년 11월 2일에서 5일까지 네덜란드 국가원수
로는 최초로 국빈 방한하였다. 박 대
통령은 11월 3일 빌럼 알렉산더르 국
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및 동북아 정
세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
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지난 3월 뤼터
한·네덜란드 정상회담(2014.11.3, 서울)

총리와 논의한 양국 협력 과제의 진전

사항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호혜 협력의 기
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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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이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네덜란드의 델프트공대 연구용 원자로
사업인 OYSTER 프로젝트 계약 체결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델프트 공대 간 기
술협력 MOU, 뇌연구 협력 MOU, 한·네덜란드 빙상연맹 간 협력 MOU 서명식
이 개최되었다.

4) 한·독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5~28일 나흘 동안 독일을 국빈 방문하여 26일 요
아힘 빌헬름 가우크(Joachim Wilhelm Gauck) 대통령 및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한반도 통일 협력, 대북 정책 공조, 동북아 등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대통령은 가우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30여 년간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양국 간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평가
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우
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
북아평화협력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독
일의 지속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독일
이 냉전기 분단 경험으로 한국과 특별

한·독일 대통령 회담(2014.3.26, 베를린)

한 유대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해 독일과 사회통합, 경
제통합, 통일외교 등 다면 협의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양국 정상은 의견을 모
았다. 양 정상은 또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중소기업, 직업교육 및 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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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대통령은 3월 28일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독일 통일의 의미와 교훈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과 통일 준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5) 한·포르투갈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7월 19일에서 21일까지 포르투갈 정상으로는 최초로 우
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아니발 카바쿠 실바(Anibal Cavaco Silva)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신재생에너지, 항공, 관광 등 제반 분야에
서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동북아
및 유럽 등 지역 정세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포르투갈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협력 양해각서(MOU) 및
한·포르투갈 관광 협력 MOU가 체결
되었다.
MOU 서명식 이후 열린 공동 기자
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포르투갈과 합
작투자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포르투갈
한·포르투갈 정상회담(2014.7.2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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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함으로써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협
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바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연설한 드레스덴의 한
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면서 북한 핵실험 등 도발 행동, 미사일 위협, 반
인륜 범죄인 인권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6) 프란치스코 교황 사목 방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월 14일에
서 18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사목 방
한한 프란치스코(Francisco) 교황과
14일 정상 면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
은 한국 국민들을 축복하고 평소 한반
도 평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

프란치스코 교황 사목 방한(2014.8.14, 서울)

는 등 깊은 애정을 보여 준 교황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여 나라를 일으킨
한국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언어 등 민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한편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약
속하였다.

7) 한·스페인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23일 제69회 유엔총회에 참석한 계기에 미국 뉴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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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펠리페 6세(Felipe VI) 스페인 국왕과 회담을 갖고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협력,
신재생에너지, 관광, 항공, 문화 분야 등에서의 호혜적 실질 협력 증진, 양국 국민
간 교류 협력 강화, 국제무대 협력, 한
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 국제 정세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
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스페인 양
국 기업이 힘을 합해 중남미, 중동에
한·스페인 정상회담(2014.9.23, 뉴욕)

함께 진출하는 사례가 증대하고 있는데

스페인은 중남미와 문화 공통점, 한국은 중남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양국이 함께 진출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하면서 항공 협력, 워킹홀
리데이 협정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의하였다.
펠리페 6세 국왕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존경하고 지지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등 민감하고 복잡한 한반도 정
세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연대감을 표시하고 비핵화의 공동 목표를 지지하였다.

8) 한·프랑스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밀라노 개최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10.16~17)
에 참석한 첫날인 10월 16일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
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2013년 11월에 있은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양자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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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은 2013년 11월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통해 창조경제의 동반
자, 문화 융성의 파트너이자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후원자로서 프랑스와의 관계
가 강화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무대에
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지난 정
상회담 때 논의한 파리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건립, 2015~2016년 한·프랑
스 상호교류의 해 준비, 양국 신산업

한·프랑스 정상회담(2014.10.16, 밀라노)

분야 협력 등 사안에서 지난 1년간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들 사업의 성
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 정상은 동북아, 유럽, 아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
환하면서 특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
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9) 한·덴마크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6일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열린 이탈
리아 밀라노에서 헬레 토르닝 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덴마크와의 정상회담
에서 양 정상은 한·덴마크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녹색성장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39

3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제2절 유럽지역 외교

양 정상은 2013년 한·덴마크 간
교역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평가
하고 의약, 선박·자동차 등 양국의
특화 산업 중심으로 교역·투자가 상
호 보완되면서 계속 증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덴마크의 혁신 정책이 우리나라의 창
조경제 정책과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
하고 창업 벤처 및 디자인·혁신 등 실
질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한·덴마크 정상회담(2014.10.16, 밀라노)

박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우리의 통일 정책을 설명하였고, 토르닝 슈미트 총리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화답하였다.

10)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계기에 10월 17일
이탈리아 로마를 공식 방문하여 조르조 나폴리타노(Georgio Napolitano) 대통령
과의 회담에 이어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총리와 만찬 정상회담을 갖고 ▲양
자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
하였다.
나폴리타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 정상은 수교 130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140

2015 외교백서

방문이 양국의 전통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
였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설명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와 우리의 한반도 신
뢰프로세스 및 통일 정책,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해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렌치 총리와의 만찬 정상회담에서
는 르네상스의 발원지이자 패션, 문
화 강국인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창조
경제 파트너십’ 으로 강화하는 데 합의
하고 과학·기술 등 17개의 양해각서
(MOU)에 서명하였으며, 창조경제 협

한·이탈리아 정상회담(2014.10.17, 로마)

력의 비전과 의지를 담은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였다.

11) 한·헝가리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28일 방한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
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통상, 방산, 과학·IT, 항공, 문화·교
육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및 유
럽 등 지역 정세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대통령은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오르반 총리
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헝가리의 지속 협력 의
지를 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환경,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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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헝가리 수교 25주년을 맞아 이
루어진 이번 오르반 총리의 방한은 지
난 25년간 양국 관계 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25년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뿐
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양
국 간의 지속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
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상회담 후 박근혜 대통령과 오르
한·헝가리 정상회담(2014.11.28, 서울)

반 총리는 개정 항공운송 협정, 운전
면허 상호 인정 협정, 교육협력 양해

각서(MOU) 및 기술금융협력 MOU 서명식에 참석하였다.

 고위급 외교
1) 총리급 외교
(1) 터키 국회의장 접견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4년 10월 20일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 제
밀 치체크(Cemil Cicek) 터키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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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총리는 터키의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양국 관계가 나날이 발전해 왔다면
서 유엔, G20 정상회의, 믹타(MIKTA)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
가기로 하였다.

총리, 터키 국회의장 면담(2014.10.20, 서울)

한·핀란드 총리 회담(2014.11.20, 서울)

(2) 한·핀란드 총리 회담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월 19~22일 나흘 동안 공식 방한한 알렉산데르 스투브
(Alexander Stubb) 핀란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경
제·통상·실질 협력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특히 정 총리는 양국 공동관심사인 ‘창조경제, 북극 및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스투브 총리도 양국의 역사·언어·경제 발전에서의 유사성에 기반하
여 실질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회담 직후에는
양국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한·핀란드 해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3) 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4년 11월 26~28일 사흘 동안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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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을 예방하고 교역·투자, 인프라 건설, 원
자력, 개발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 총리는 석유화학단지 및 지하철
건설 등 우리 기업들의 아제르바이잔
진출을 위한 알리예프 대통령의 관심
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알리예프 대통
령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양국 관
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에 깊은 관심과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정 총리는 야쿱 에이유보프(Yaqub
Eyyubov) 총리대행과도 면담, 양국
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구체적 협
력사업 추진에 관해 협의하였다.
총리, 아제르바이잔 방문(2014.11.27, 바쿠)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은 에너지자원

부국으로서 우리의 신흥 협력 대상국이자 카스피해 중심국인 아제르바이잔과의
실질 협력 지평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장관급 외교
(1) 한·독일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순방을 계기로 2014년 3월 27일 프랑
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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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일 외교분야 협력,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를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독일 통일의 경험
공유를 위해 양국 외교부 간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파트너이자 전통 우방국인 독일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윤 장관은 10월 31일 공식 방한한 슈타인마이어 장관을 만나 ▲
지난 3월의 한·독 정상회담 후속 사업을 포함한 양국 현안 ▲한·독 통일외교정
책자문위원회 공식 출범을 포함한 통일외교 협력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
에볼라 대응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특히 슈타인마이
어 외교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제1차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통일외교 협력이 본격화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외교 기반 구축이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독 외교장관회담(2014.10.31, 서울)

한·포르투갈 외교장관회담(2014.4.10, 서울)

(2) 포르투갈 외교장관 방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4월 10일 서울에서 후이 마셰트(Rui Machete) 외교
장관과 한·포르투갈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정무, 경제, 문화 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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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조망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협의하는 한편 한반
도·유럽 정세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회담 이후 양국
장관은 ‘한·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MOU’에 서명하였다.

(3) 한·터키 외교장관회담 및 터키 대통령 취임식 참석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믹타(MIKTA), 유엔, G20 회의를 계기로 터키 외교장
관과 세 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혈맹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윤 장관은 4월 14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제2차 MIKTA 회의
참석차 방문한 자리에서 아흐메트 다우토을루(Ahmet Davutoğlu) 터키 외교장
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
하였다. 양국 장관은 한·터키 양국이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고위인사 교류 및 경제 통상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오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교역 확대, 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9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터키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üt Çavuşoğlu) 신임 외교장관과 양국 우호
협력 증진, 실질 협력 확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장관은 인프라·방산 분야 등 경협 관계와 MIKTA에서의 협력 진전 등 양국
관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이번 회담은 양
국의 유대를 상호 재확인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계기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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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G20 브리즈번 정상회의에 참가한 자리에서 또다시 차우쇼을루 장관
과 11월 15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적교류, 에너지·인프라·방산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국제무대에서 협력 등 양국 현안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장관은 많은 한국 기업이 터키
에 진출하여 교량·터널 등 건설 사업
에 참여하고 원전 및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유엔, G20, MIKTA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
기로 하였다.
한편 윤 장관은 터키 정부의 초청으
로 8월 28일 앙카라에서 개최된 터키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정부 대표
로 참석한 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
안(Recep Tayyip Erdoğan) 신임 대통
령 및 다우토을루 총리 지명자와 한·
터키 관계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
고 양국 관계 심화·확대를 위한 정상

장관, 터키 대통령 취임식 참석(2014.8.28, 앙카라)

차원의 의지를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에르도안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하였다.
윤 장관의 이번 방문은 2012년 한·터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른 긴밀한
양국 관계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터키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
기 위한 인적 유대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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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방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는 처음으로 방한한 캐서린 마거
릿 애슈턴(Catherine Margaret Ashton)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5월 23일
한·EU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자 현안 및 지역, 국제 이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자는 2013년 11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들이 원활하게 이행되
고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의 도발 억지
와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이란 핵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 교환과 함께 향후 국제 현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회담 직후 ‘한-EU 위기관리
활동 기본참여협정’에 공식 서명하였
다. 이 협정 서명은 2013년 11월 박근
혜 대통령의 EU 공식 방문 당시 합의
한 양자 간 ‘미래형 파트너십’을 더욱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방한(2014.5.23, 서울)

심화시키는 것으로 무엇보다 한국이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정무, 경제에

이어 글로벌 안보 분야까지 3대 분야에서 모두 EU와 기본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
제사회의 유일한 국가가 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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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비세그라드그룹(V4)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7월 17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 중부유럽 국가 간 지역협의체인 비세그라드그룹(V4:
Visegrad Group)과 최초로 한·비세그라드그룹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다층·다면적 중견국 외교의 지평을 유럽으로 확대하였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한·V4 협력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고 ▲한·V4 협의 정
례화 ▲V4 국가들의 체제 전환 경험 공유 공동세미나 개최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실무협력위원회 설립 ▲문화 및 청소년 교류사업 시행 ▲비세
그라드펀드(IVF: International Visegrad Fund) 측과 서발칸 국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사업 시행 등 협력 사업
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양측은 또한 유럽·중동·
북아프리카 및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정책
공조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비세그라드그룹 외교장관회의
(2014.7.17, 브라티슬라바)

윤 장관은 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V4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재확인하고 V4 국가
들의 체제 전환 경험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등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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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7월 17일 한·비세그라드그룹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15~16일 이틀 동안 체코를 공식 방문하여 16일 루보미르 자오랄레크(Lubomir
Zaoralek) 외교장관과 오찬 회담을 갖
고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교역·투
자 확대 및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
서의 실질 협력, 문화·예술 및 인적
교류 등 양자 현안과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체코 외교장관회담(2014.7.16, 프라하)

윤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체

코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으며, 자오랄레크 장관은
체코 정부가 계속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협력해 나갈 것이
라고 화답하였다.

(7)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7월 17
일 미로슬라브 라이차크(Miroslav
Lajcak)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
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긴
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바탕으로 정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2014.7.17, 브라티슬라바)

무,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 다방
면으로 확대·심화되도록 노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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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 간 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
도 정세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성공 사례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8)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회담(노르딕 5개국)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69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
란드, 아이슬란드 등 5개국 외교 장·차관들과 제1차 한·노르딕(Nordic) 외교장
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전 세계 지역협의체들과의
협의 채널 구축을 강화하려는 우리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유럽 지역에서
는 7월 한·비세그라드(V4)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두 번째 협의 채널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한·노르딕 외교 장·차관들은 양자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기
반으로 기후변화, 북극협력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양자 협력의 필요성에 공
감하였으며 한·노르딕 국가들 간 협력의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의
의 정례화를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회담(키르기즈)

윤병세 외교장관은 9월 26일 미국 뉴욕에서 예를란 아브딜다예프(Yerlan B.
Abdyldaev) 키르기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고위급 인사 교류 활성화, 실
질 협력 강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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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11월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양국은
앞으로 고위급 인사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
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아브딜다예프 장관은 키르기즈 민주화 발전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선거역
량 강화사업 등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민주화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
가겠다고 화답하였다.

한·키르기즈 외교장관 회담(2014.9.26, 뉴욕)

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회담(2014.9.26, 뉴욕)

(10)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회담(카자흐스탄)

윤병세 외교장관은 9월 26일 예를란 이드리소프(Yerlan A. Idrissov)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2013년 6월 정상회담 결과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
유라시아 협력 강화,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협의하였다. 양국 장
관은 회담 후 ‘한·카자흐스탄 한시적 근로협정’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이 성공적이었다는 데 공감
을 표하고 정상 간 합의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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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국제무대 등 다자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2017 아스타나 엑스포와 관련해 우리 측은 2012 여수 엑스포 경험 공유 등 아스
타나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드리소프 장
관은 한·중앙아 협력 제도화를 위한 한·중앙아 협력 사무국 설립과 관련해 적
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1) 한·헝가리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10월 16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기간에 페
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빅토르 오르반
(Victor Orbán) 총리 방한, 양국 실질 협력 확대, 문화 교류 및 장학생 교류, 한반
도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 장관은 또 오르반 총리 공식 방한을 계기로 11월 27일 시야르토 장관과 회
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협력 강화 및 최근 북한 동향 등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
을 교환하였다.

(12) 제1차 한·영 전략대화

윤병세 외교장관은 영국을 방문하여 12월 3일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
외교장관과 제1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양국 장관은 한·영 관계와 한
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및 EU 등 지역 정세, 테러 대응, 에볼라 문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해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등 양국 관계가 이제 양자 차원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서 최상의 협력을 이루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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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장관은 ISIL, 이란, 기후변화, 개발협력, 에볼라 대응, 분쟁하성폭력방지
이니셔티브(PSVI)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동, 아프리카, 개발협력 등 상호 관
심 이슈에 대한 외교부 간 정례협의체
개최 등 앞으로 적극 협력한다는 의지
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전략대화를 계기로 양국
장관은 재외국민보호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Crisis Cooperation MOU)에 서
명, 2014년 8월 리비아 소재 양국 국
민 철수 협력에 따라 형성된 양국 간
협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양국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장점을 서로 배우고 유
사시 양국 간 협력이 내실있게 진행될
제1차 한·영 전략대화(2014.12.3, 런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윤 장관은 한국전 참전 16개국 수도에 마지막으로 세워지는 ‘런던 한국전
참전기념비’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16번째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2013년 11
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개최된 이래 1년의 짧은 기간 내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양국 장관은 준공식에서 영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념하
고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이를 매개로 한·영 간 협력이 더욱 강
화될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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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협력외교
외교부는 유럽지역 국가들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지역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위기, 기후변화, 안보문제 등
당면한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유럽 국가들과 경제통상·문화·에너
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1)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시아협력동반자국(Asian
Partner for Co-operation)으로서 다양한 OSCE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다자안
보협력 및 신뢰구축과 관련된 기법과 경험을 습득하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켜 왔다.
2014년 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유럽 지역 내 긴장 고조 방지 및
위기 완화를 위한 OSCE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OSCE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특별감시단(OSCE Special Monitoring Mission)을 파견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
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SCE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면서
그의 일환으로 OSCE 특별감시단 활동에 10만 유로를 기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OSCE 안보의 날 행사(5월, 오스트리아 빈), OSCE-일본회의
(6월, 일본 도쿄), 제21차 OSCE 각료이사회(12월, 스위스 바젤) 등 각 회의에 참
석하여 한반도 등 동북아 지역 정세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우리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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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는 한편 사이버안보, 테러, 기후변화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949년 군사동맹으로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탈냉전 이후 아프가니
스탄, 리비아 등 역외 분쟁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확
산, 해적,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2014년에 발
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현재는 집단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4년 9월 영국 웨일스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는 우크라이
나 사태에 대한 NATO의 대응 차원에서 ▲긴급출동연합군(VJTF) 창설 ▲집단방
위 강화를 위한 포괄적 훈련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준비태세행동계획(Readiness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파트너 국가로서 NATO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
다. 2010년 이후에는 NATO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증진해 오고 있
으며 특히 2014년 10월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uo) NATO
사무차장의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제7차 한·NATO 정책협의회(우리 측 수석대
표: 조태열 제2차관)에서는 양측 간에 실질 협력 강화 방안, 글로벌 안보 이슈 등
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NATO는 주요 계기에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
제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관한 논의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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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참여하는 등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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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남미지역 외교

 고위급 외교
1) 장관급 외교
(1)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

멕시코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2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멕
시코를 방문, 2014년 4월 14일 호세 안토니오 미드 쿠리브레냐(José Antonio
Meade Kuribreña) 멕시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2005년 양국 간 전략적 동반
자 관계 수립 이래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심화·확대 방안을 협의하였
다.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 직후 ‘한·멕시코 국제개발협력 MOU’에 서명하고 대
중남미 삼각협력 등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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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

에콰도르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차 방한한 리
카르도 파티뇨(Ricardo Patiño) 에콰도르 외교장관과 2014년 7월 1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방안, 보건, 전자정부 등 분야에
서의 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코스타리카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및 한·CELAC 콰르테
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6.30~7.4)한 마누엘 곤살레스 산스(Manuel
González Sanz) 코스타리카 외교장관과 2014년 7월 1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정무·경제·개발 등 분야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최근 양국 간 협력이 전
자정부, 환경·녹색성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견해를
함께하였다.

(3) 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회담

페루 윤병세 외교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014년 9월 25일 미국 뉴욕에
서 곤살로 구티에레스(Gonzalo Gutiérrez) 페루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국 간 정상외교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 보건, 방산, 기후변화 등 현재
활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파라과이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9월 25일 뉴욕에서 엘라디오 로이사가
(Eladio Loizaga) 파라과이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고위인사 교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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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우리 기업의 파라과이 진출 확대 방안, 개발 협력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
하였다.

(4) 니카라과 외교장관 방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20년 만에 공식 방한(7.23~26)한 사무엘 산토스(Samuel
Santos) 니카라과 외교장관과 2014년 7월 24일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갖고 정
무·경제·통상, 개발, 인프라, 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13년 니카라과 정부의 주한니카라과 대사관 재개
설 결정(2014년 10월 주한대사관 공식 개설)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호혜 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특사급 외교
2014년에는 온두라스(1월)를 시작으로 칠레(3월), 코스타리카(5월), 엘살바도르
(6월), 파나마(7월), 콜롬비아(8월) 등 6개 국가의 신임 대통령 취임식 계기에 대
통령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중남미의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들과 우호 협
력관계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중미 지역 인사들의 활발한 방한에 비
해 횟수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던 우리 측 고위 인사의 중남미 방문을 더
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양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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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멕시코를 방문(9.16~17)하여 2014년 9월 17일 멕시코
외교차관과 제5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현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 차관은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의 출범 및
이후 발전 과정에서 양국의 주도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
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조태용 제1차관은 서울에서 열린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6.13), 조태
열 제2차관은 한·우루과이 경제공동위원회(5.13)에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 확대 협의 기반을 재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경수 차관보는 제5차 한·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2014.2.24, 서
울)에 참석하여 아르헨티나 외교부 정무차관보와 양국 간 사회보장 협정, 운전면
허 상호인정 협정, 국립외교원 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 양국 간 협력을 뒷받
침할 각종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명수 중남미 국장은 제1차 한·니카라과 고위정책협의회(2.11,
마나과) 및 제1차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고위정책협의회(4.11, 포트오브스페인)
에 수석대표로 참석,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
다.

4) 의회 외교
(1) 국회의장 멕시코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은 멕시코를 공식 방문(10.8~11)하여 멕시코 상·하원 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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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갖고 한·멕시코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의회 교류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하
였다. 정 의장은 또한 멕시코 상원 전체회의 연설에서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FTA)의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FTA 협상 재개를 위한 멕시코 의회 차원의 협
조를 요청하였다.

(2) 국회부의장 중남미 방문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3.11~12),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
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코스타리카, 파나마, 트리니다
드토바고를 방문(7.31~8.7)하여 전통 우방국인 중미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
하는 한편 각국 의회 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역협력 외교
우리나라는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중미통합체제(SICA: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등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각종 지역 기구와 다양한 분야에
서 교류를 지속하면서 한·중남미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제3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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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중미 지역의 최대 현안인 치안 문제 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중미 지역과 호혜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4년 10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세미나에
는 중남미 9개국(도미니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코스
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검찰총장·검찰차장 등 검찰 분야 고위 인사 9명과 김
진태 검찰총장 및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 주한 외교단, 중
남미 학계 및 검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제3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2014.10.15, 서울)

제4차 한·카리브 고위급포럼(2014.10.22, 서울)

이번 세미나에서는 치안의 주요 영역인 검찰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
었다. 이를 통해 한·중남미 간 치안 분야 협력 기반의 확대·심화에 기여하는 한
편 중남미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및 진출 기업들에 대한 보호 기반을 강화하
는 유용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제4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163

3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제3절 중남미지역 외교

외교부는 카리브 지역에 대한 외교 기반을 강화하고 한·카리브 간 실질 협력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14년 10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제4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
이티, 앤티가바부다 등 카리브 지역 5개국 외교차관을 포함하여 11개국 민·관
고위인사 및 카리브공동체(CARICOM) 사무차장,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대표
가 참석한 가운데 ‘한·카리브 공동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한국과
카리브 지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포럼은 특정 분야의 정
부 고위급 인사들만 참석하던 이전 포럼과 달리 처음으로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
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됨으로써 한국과 카리브 지역 간 협력 증진 방안
에 관해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3) 중미통합체제와의 협력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 지역 통합을 통한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
로 1993년 2월 정식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총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11차례의 대화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SICA 옵
서버 가입(2012.8.27 한·SICA 간 ‘대한민국 정부의 SICA 역외옵서버 가입 협
정’ 체결)을 계기로 SICA와 치안, 정보화, 개발 등 제반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
고 있다. 특히 중미 지역 최대 현안인 치안 문제 개선을 위해 치안사절단 파견,
치안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차례의
한·SICA 간 ‘중미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통합 및 발전강화’ 세미나를 개
최(6.12~13, 11.17~18)하는 등 한·SICA 간의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및 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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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의 협력 관계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와의 협력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는 중남미 지역 경제 발전과 역내·외 국가 간 경
제 관계 강화를 위해 1948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 지역경제위원회로,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가입과 함께 정회원국으로의 지위를 강화
하고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실효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ECLAC 협력
기금을 통해 이 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과 ECLAC은 2012년 5월 ‘한-ECLAC 협력 MOU’에 서명하여 정보 교류, 공
동 연구, 전문가 교류, 인턴 파견,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양측 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13년 3월 경제·통상 분야 연구
업무를 수행할 우리 전문가를 ECLAC 사무국에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2014년 5월
에는 6~9일 나흘 동안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ECLAC 총회에 대표단을 파
견하고, 9월에 2차로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ECLAC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5) 제7차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개최
외교부는 2014년 7월 2일 ‘2014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을 개최하였다. 중남미
지역 고위급 인사들과 우리 정부, 경제계, 학계 등 각계 인사 약 500명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된 포럼에서는 ‘함께하는 미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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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의 발전 방향과 한·CELAC 간 협력 모색 ▲중남미의 도전 과
제와 한·중남미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 ▲국제 개발금융기구를 통한 한·중남
미 지역 간 경제 협력 증진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 포럼은 한·중남미 지역 간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인
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이래 중남미 국가 고위급 인사들
이 참석하는 연례 정책협의체로서 한국과 중남미 정부 간 중요한 협력 대화의 장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 제3차 한·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개최
외교부는 2014년 7월 2일 중남미·카리브 33개국 전체로 구성된 역내 최대 지역
협력체인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와 ‘제3차 한·CELAC 콰르
테토(CELAC 전·현·차기 의장국에 카리브공동체 의장국을 더한 4개국으로 구
성) 외교장관회의’를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CELAC 측에서는
마누엘 곤살레스 산스(Manuel González Sanz)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리카르도 파
티뇨(Ricardo Patiño) 에콰도르 외교장관, 페드로 누녜스 모스케라(Pedro Núñez
Mosquera) 쿠바 외교부 다자·국제법률차관보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양측은 기후변화, 군축·비확산, Post-2015 개발의제 등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관해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남미 전체 차원의 지지
와 협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2년을 전후로 대다수 중남미 국
가들과 수교 50주년인 점에 주목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중남미 관계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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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 보고 CELAC과 함께 한·중남미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협의하였다.

7) 한·중남미 경제협력 농업 카라반 파견
외교부는 농업진흥청과 공동으로 2014년 11월 13~21일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에
민·관 합동 ‘중남미 농업 카라반’(단장: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을 파견하여 농업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외교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외농업개발협회 등 공공기관 전
문가와 10여 개 민간 기업 담당자 등 약 25명으로 구성된 카라반 대표단은 방문
국 고위 인사들과 만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농업협력 포럼 개최 및 협
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의 앞선 농업 기술을 홍보하고 중남미 지
역과의 농업 기술 협력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현지
카라반 참가 농업 기업들은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를 갖고 구체적 협력 사업
발굴을 통한 현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8)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운영
외교부는 중남미 지역의 각종 자원·에너지, 인프라·건설, 환경 분야 진출에 관심
이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센터는 홈페이지(energia.mofa.go.kr) 운영 및 월간 웹진
<Latin Energy & Resources>, 입찰정보, 주간동향,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연구 활동, 기업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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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업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는 중남미 자원·인프라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및 주요 보고서 요지를 제공하는 「주
간동향」 을 신규 발간한 것을 비롯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체, 학계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중남미 시장 현황, 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시 금융지원 활용 방안, 해
외사업 관리 경험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
외교부는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차세대 중남미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능
력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
고 있는 등 중남미 관련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중미통
합체제(SICA: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라틴아메리카통
합기구(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유엔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 Organización Latinoamericana
de Energía),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 The Amazon Cooperation Treaty
Organization), 중미사법재판소(CCJ: Corte Centroamericana de Justicia),
이베로아메리카기구(OEI: Organización de Estados Iberoamericanos
para la Educación) 파라과이 및 온두라스 사무소,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중남미지역본부,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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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 Cooperación Andina de Fomento), 라틴아메리카의회(PARLATINO:
Parlamento Latinoamericano) 등 13개 지역 기구에 총 31명의 인턴을 파견하
는 등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총 124명의 인턴을 파견하였다.

10) 중남미 중점 협력국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외교부는 2011년부터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중남미 중점
협력 대상국들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중장기 유망 협력분야(IT, 전자정부, 보건·
의료, 농업개발, 과학기술 등)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 기업 진출
을 지원하기 위해 중점협력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4년 3월과 12월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남미 국가
들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 ▲파머징 마켓(Pharmerging Market)으로 떠오
르고 있는 중남미에 대한 우리 제약·의료기기 기업 중남미 시장 진출 여건 마련
등을 위해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 사절단을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와(1차) 멕
시코, 칠레, 에콰도르에(2차) 각각 파견하였다.
7월에는 방위사업청, 국방부 등 4개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민간기업
합동 방산협력 사절단을 페루, 파라과이에 파견하여 중남미 지역 방산물자 수출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 및 지원 등 중남미 지역 방산협력 확대·발전을 추
진하였다. 11월에는 행정자치부 및 공공기관, IT기업과 공동으로 전자정부 시장
개척단을 페루와 칠레에 파견하였다. 개척단은 행정한류 마케팅 무대인 ‘전자정
부 비즈니스 협력 포럼’을 국가별로 개최, 국가 간 전자정부 추진 전략을 공유하
는 한편 한국의 우수 시스템 구축 경험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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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와 중동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제 협력의 기
회가 있는 지역인 반면에 ISIL 등 극단적 테러리즘의 발호와 리비아, 예멘, 나이
지리아, 수단 등 역내 국가들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하여 위기가 상존하는 지역이
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적극 대
응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대아프리카·중동 외교에서 실질 성과를 거두기 위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코트디부아르 등 국가
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양자 간 고위급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랍
연맹 등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역내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
의 아프리카·중동 지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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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외교
1) 한·UAE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제를 2014년 2월 27일 서울에서
접견하였다. 박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
세제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 협력 관
계를 심화·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양
측은 원전 건설 및 준공 후 운영 지원,
원유의 안정 공급, 건설·플랜트, 국
방·방산 협력, 보건의료, 창조경제
협력 등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한
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1호기 원
자로 설치 행사 참석을 위하여 UAE
를 방문한 계기에 모하메드 왕세제와
5월 20일 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UAE 아부다비 왕세제 접견
(2014.2.27, 서울)

양국 관계의 상징인 원전 협력 사업이 바라카 원자로 설치식을 계기로 한 단계 도
약했다면서 UAE의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참여 등 에너지, 국방·방산,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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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녹색성장 등 양국 간 협력 지평을 확대할 것을 희망하였다. 모하메드 왕세
제는 양국 간 보건협력 및 국방협력에 만족을 표명하는 한편 한국의 기술과 UAE
자본을 결합하여 중동, 북아프리카, 서남아 지역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방안을 모
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한국 기업들의 두바이 2020년 엑스포
준비 과정 참여 확대 및 비자 면제 기간 연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 한·이집트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23일 제69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압둘 파타 흐시시(Abdel Fat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
고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이집트와의 원전 분야 협력
등 경제 협력 제고 방안과 더불어 중동 정세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2014년 2월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이집트 정부의 사태 수
습을 위한 적극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집
트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한·우간다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23일 제69차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Yoweri Kaguta Museveni) 우간다 대통령과 정상회
담을 갖고 양국 간 상생 우호 협력 증진 방안 및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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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2013년 무세베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강화되었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
로도 한반도 평화 구축 및 국제 무대에서의 상호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
기로 했다. 이번 회담으로 양국은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프라 확
대, 개발 협력 및 한국 기업의 우간다 진출 등 양국 간 유망 협력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우간다 정상회담(2014.9.23, 뉴욕)

한·코트디부아르 정상회담(2014.10.7, 서울)

4) 한·코트디부아르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0월 6~9일 나흘 동안 공식 방한한 알라산 드라만 우
아타라(Alassane Dramane Ouattara)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 7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통상·투자 협력, 개발 협력, 교육·문화·영사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와 한반도 및 아프리카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아타라 대통령의 방한 및 양국 정상회담은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
운 아프리카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성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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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1961년 수교 이래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
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우아타
라 대통령은 한국이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을 이룩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
기를 희망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통상·투자 등 협력 잠재성이 다대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코트디부아르의 인프라·제약·농업 분야
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코트디부아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인적자원 교류 및 체육 분야 교류 협력을 더욱 활발히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자리에서 한·
코트디부아르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 코트디부아르 국립암센터 건립 대외경제협
력기금(EDCF) 사업 양해각서(MOU), 보건협력 MOU, 경제협력 MOU가 체결되
었다.

5) 한·르완다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 ITU 전권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폴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과 2014년 10월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 우리 개발 경험 공유, 국제무대 협력 사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대통령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카가메 대통령의 방한 이래 양국 간 지속 강화
된 상호 신뢰를 평가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카가메 대통령은 르완다 발전에 한국의 발전 성공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서 양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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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모델을 통해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데에 의견을 함께하면서 경
제·통상,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프라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
다. 또한 에볼라 확산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상호협력 잠재력
이 큰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르완다 정상회담(2014.10.29, 서울)

한·카타르 정상회담(2014.11.5, 서울)

6) 한·카타르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 방한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과 2014년 11월 5일 정상회담을 갖고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에너지·건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보통신, 금융, 치안, 영사, 청
소년 교류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협력 다각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
다. 양국 정상은 이번 방한이 한·카타르 수교 40주년을 기념한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 회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기를 희
망하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건설 사업에 한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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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참여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제3국 공동 진출 및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
에 카타르 측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타밈 국왕도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
술력과 경험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표명
하였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 정보통신기술협력, 기술혁신
협력, 보건의료협력, 청소년교류 협력, 제3국 공동진출협력, 한국은행·카타르중
앙은행 간 협력 분야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7) 한·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둘째 날인 2014년 11월 16일 브
리즈번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Salman bin Abdul Aziz Al Saud) 사
우디아라비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사우디 간 전략적이고도 미래지
향의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 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대통령은
Post-Oil 시대에 대비하여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에
한국이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 협력을 넘
어 보건의료, 방산, 원전,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전방위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살만 왕세제는 한국인들이 사우디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한 점 등 한·사우디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박 대
통령의 2015년 사우디 방문 추진을 환영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및 중동 정
세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이 역내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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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급 외교
1) 총리급 외교
(1) 총리, UAE 아부다비 왕세제 면담

정홍원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제와
2014년 2월 28일 면담하고 바라카 원
전 건설, 안정적 원유 공급, 제3국 공
동 진출, 국방·방산, 보건, 청소년 교
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면담을 계기로
정 총리와 모하메드 왕세제가 임석한
가운데 양측은 범죄인인도 조약 및 형

한·UAE 협정서명식(2014.2.28, 서울)

사사법공조 조약 등 2건의 조약과 개발 분야 협력, 고등교육 협력, 청소년 협력,
에너지 협력 분야 등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2) 총리, 카타르 국왕 면담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빈 방한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과 2014년 11월 5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관
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총리가 2013년 8월 카타르 방문 시 타밈 국왕과의 면담
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카타르의 자본력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에 대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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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상기시키자 타밈 국왕은 양국 간 상호 보완의 장점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하였다. 양측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준비 사업
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및 스포츠 교류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의 협력 다변화를 위한 고위급 인사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총리, 카타르 국왕 면담
(2014.11.5, 서울)

총리, 이집트 카이로 환영 행사
(2014.11.22, 카이로)

(3) 총리, 이집트 공식 방문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4년 11월 22~24일 사흘 동안 이집트를 공식 방문하여 압
둘 파타 흐시시(Abdel Fat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브라힘 마
흘랍(Ibrahim Mahlab)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측은 총리회담에서
2015년 수교 2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의 발전 현황을 조망하고 경제 및 개발협
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교육 분야 협력, 관광 분야 협력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
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특히 이집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확대 및 기업 환경 개선 방안, 원전 건설 관련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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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리, 모로코 공식 방문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4년 11월 24~26일 사흘 동안 모로코를 한국 총리로 최초
공식 방문하였다. 정 총리와 압델릴라 벤키라네(Abdelilah Benkirane) 모로코 총
리는 11월 24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국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 총리는 통상·투자·건설·플랜트
등 전통 분야의 협력 강화와 함께 신
재생에너지·수자원·환경·정보통
신기술(ICT) 등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모로

한·모로코 총리회담(2014.11.24, 라바트)

코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벤키라네 총리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발전소 및 비료공장 건설 등을 통해 자국 발
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모로코 투자 등에 적극 참여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양국 총리는 최근 모로코 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증가하
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양국 간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우의 증진을 위
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 3개 대륙을 잇
는 모로코의 지리상 이점, 역내 네트워크 등을 창조적으로 접목하여 아프리카에
도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 장관급 외교
(1) 한·레소토 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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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8월 13
일 방한한 모흘라비 체코아(Mohlabi
Tsekoa) 레소토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인사 교류, 개발 협력, 문
화·스포츠 교류, 국제무대 협력 등
다방면에 걸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관
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을 통
해 양국 외교장관은 한·레소토 간 교
류 증진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체코아 장관은
우리나라의 개발 협력 지원을 요청하
한·레소토 외교장관회담(2014.8.13, 서울)

면서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한 우리 측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2)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9월 26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교장관과 6년 만에 처음으로 한·이란 외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현
안 및 우호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이란 핵 협상 동향과 제재 문제, 중동 및 한
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한·이란 간 고위급 인
사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하였다.
윤 장관은 이란 핵 협상이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함의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민생에 주력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란 측의 노력을 당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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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한국 정부가 원유 판매대금 이체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
해 왔음을 설명하고 이란 핵 협상이 원
만하게 타결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이
란에 적극 진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경제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

한·이란 외교장관회담(2014.9.26, 뉴욕)

음을 강조하였다.

(3) 한·이라크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2014년 9월 26일 이브라힘 알 자
파리(Ibrahim al-Jaafari) 이라크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1989년 수교 이래 두 나라가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
가하고, ISIL 대응, 이라크 내 한국 교
민 보호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자파리 장관은 이라크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이라크 자국민의 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세 안정을 위하
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
였다. 한편 양측은 향후 에너지 도입,

한·이라크 외교장관회담(2014.9.26, 뉴욕)

재건사업, 교역 등 경제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여타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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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차 한·걸프협력이사회(GCC)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69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014년 9월 26일 사바 칼레
드 알하마드 알사바(Sheikh Sabah Khaled Al-Hamad Al-Sabah) 쿠웨이트 외
교장관, 칼리드 빈 모하마드 알아티야(Khalid bin Mohammad Al-Attiyah) 카
타르 외교장관, 유수프 빈 알라위 빈 압둘라(Yousuf bin Alawi bin Abdullah) 오
만 외교장관 등과 제2차 한·GCC 외교장관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한국과 GCC
국가들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중소기업 분야, 보건 분야, 청소년·문화교류 분
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특히 한국과 GCC 간 FTA 협상 재개를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한반도 정세 및 중동 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장관, 에티오피아 부총리 면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12월 2일 한국을 방문한 메코넨 데메케(Mekonnen
Demeke) 에티오피아 부총리를 면담하고 한·에티오피아 협력 방안 증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경제·통상 협력, 개발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 양국 관계 증진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데메케 부총리의 이번 방한은 에티오피아 경제 발전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6) 한·요르단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12월 20일 요르단을 방문, 이븐 후세인 압둘라 2세
(Abdullah Ⅱ Ibn al Hussein) 국왕을 예방하고 나세르 유데(Nasser Judeh)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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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요르단 항공협정 개정안’에 서명하고 ‘외교관여권 사증면
제협정’ 문안에 합의하는 등 인적·물적 교류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윤 장관은 압둘라 국왕의 리더십 아래 요르단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의 섬’으로서 역내 안정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 관련 현
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요르단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유
데 장관은 한국이 윤 장관 방문을 계기로 자타리 난민캠프에 추가 지원한 것에 사
의를 표하였다.

한·요르단 외교장관회담(2014.12.20, 암만)

팔레스타인 총리 면담(2014.12.21, 라말라)

(7) 장관, 팔레스타인 총리 면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12월 21일 팔레스타인을 방문, 라미 함둘라(Rami
Hamdullah) 총리를 면담하고 양자 간 주요 현안과 한반도·중동 정세에 관한 의
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2014년 8월 개설한 주팔레스타인 한국 상주대표사무
소를 양자 관계 발전의 상징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양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윤 장관이 대팔레스타인 개발 협력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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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공공행정분야에서 집중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함둘라 총리는 한국이
1994년 이후 팔레스타인에 4,30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해 준 것에 사의를 표명하
였다.

(8) 한·이스라엘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중동 지역 순방
에 나서 2014년 12월 22일 이스라엘
을 방문하여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
(Avigdor Lieberman) 외교장관과 회
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혁신과 창업
한·이스라엘 외교장관회담(2014.12.22, 예루살렘)

육성 분야에서 선도 국가인 이스라엘
과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

국 간에 협력의 여지가 클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첨단 분야 등에서 새로운 협력 가
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중동 정세, 반테러 협의 및 사이버 정
책협의회 등도 추진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9) 제17차 한·사우디 공동위 및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12월 22~23일 이틀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
여 무함마드 잣시르(Muhammad Al-Jasser) 경제기획장관과 제17차 한·사우
디 공동위원회를 주재하였다. 윤 장관은 양국 간 협력을 지식 기반 경제로 도약하
기 위하여 ▲협력 분야 다변화 ▲지식·기술 기반 협력 ▲상호보완적 경제산업구
조 기반 협력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 강화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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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발전 경
험 공유 및 양국 간 윈-윈 협력 모델
구축을 희망하였다. 공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교역, 투자, 에너지, 건설,
교통, 과학·기술, 정보통신, 보건·
의료, 농수산, 통계, 기상, 문화, 교
육, 관광 등 제반 분야 실질 협력 방안
이 논의되었다.
윤 장관은 또한 23일 사우드 알파이
살(Saud Al-Faisal) 외교장관과 면담
한 자리에서 양국 협력을 에너지 중심
의 경제협력에서 보건, 정보통신기술
(ICT), 과학기술, 원전사업 등의 분야
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

제17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공동위
(2014.12.21~22, 리야드)

해 알파이살 장관은 양국 간 정무 협력 강화와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 경험을 공유
하기 위한 양 국민 간 교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양측은 2015년에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이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였다.

185

3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제4절 아프리카·중동지역 외교

 정부 간 협의체
1) 공동위원회
(1) 제5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비올라 온울리리(Viola Onwuliri) 나이지리아 제1국무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5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가 2014년 7월 7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이 공동위를 통해 정무, 에너지·자원·인프라, 통
상·투자, 국방·영사,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한·나이지리아 간 현안을 포괄적으
로 협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한국석유공사의 나이지리아 해상광구(OPL321/323)
분쟁 해결,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문제 등 실질 현안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
환을 갖고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 제5차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

2014년 4월 7일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오하드 코헨(Ohad Cohen) 이
스라엘 경제부 대외무역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5차 한·이스라엘 경
제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 이래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공동
위에서 양측은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 제고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
히 양측의 창조경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5
년 ‘한·이스라엘 창조경제의 날’ 추진에 합의하는 한편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
발기금 활용 확대, 양국 간 투자협정 개정 문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의 조속
한 추진,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하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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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앞으로 공동위를 매년 1회 개최키로 하고 제6차 공동위는 이스라엘에서 개최
키로 하였다.

(3) 제2차 한·케냐 경제공동위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2014년 7월 8일 카란자 키비초(Karanja Kibicho) 외교
차관과 제2차 한·케냐 경제공동위를 케냐(나이로비)에서 개최하고 양국 간 통상
투자 강화, 에너지·인프라 협력, 개발협력,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차관보는 또 헨리 로티치(Henry Rotich) 재무장관과 만나
한·케냐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상원조기본협정 등 3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양국 간 세제협력, 투자 보호, 개발 원조 등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4) 제4차 한·가봉 공동위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국장은 알프레드 문가라 무소시(Alfred Moungara
Moussotsi) 가봉 외교부 정무총국장과 제4차 한·가봉 공동위를 2014년 11월 4
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양측은 고위인사교류 활성화, 경협·문화교류 확대 방
안 등 양자 현안, 개발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 측은 가봉 신정유공장 건설 사업과 전자정부 사업 등 최근 우리
기업의 가봉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세부 사업들이 추가
발굴될 수 있도록 가봉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이중과세방지 협
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가봉 측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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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 간 정책협의회
(1) 한·이란 고위급 정책협의회

한·이란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2014년 5월 26일 서울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와 이브라힘 라힘푸르(Ibrahim Rahimpour) 이란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수석대표
로 하여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지난 2013년 테헤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 후속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협
의회에서 양측은 인사교류, 양자 현안 외에도 각 지역 정세 및 이란 핵협상 동향
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개발 분야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
였다. 한편 다음 협의회는 테헤란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2) 한·남아공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노마인디야 음페케토(Nomaindiya Mfeketo) 남아프리
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8차 한·남아공 정책협의
회가 2014년 10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양국 간 교류 및 경협 확
대, 농촌개발경험 공유 방안, 국제무대 및 지역 정세 관련 협력, 환경·정보통신
기술(ICT)·해양 등 유망 분야 협력을 비롯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
하였다. 남아공 측은 한국의 원자력 분야 발전 동향에 관심을 보였으며, 남아공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해양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 협
의회는 1997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총 7차례 개최되었으며, 제5차 정책협의
회(2011년)부터 매년 정례화되었다. 양측은 이 협의회를 통해 양국 간 교류 협력
확대·발전 추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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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세네갈 정책협의회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아마두 케베(Amadou Kebe) 세네갈 외교부 차관과 제
2차 한·세네갈 정책협의회를 2014년 8월 28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양국은
고위 인사 교류 활성화 및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 양자 현안, 개발 협력, 한반
도 및 아프리카 정세 등 상호 관심 분야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였다. 또
한 한국과 아프리카 개발 신파트너십(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의장국인 세네갈 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에볼라 관련 현황 점검 및 사태 조기 수습을 위한 공조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
다. 이 정책협의회는 2010년 제1차 국장급 회의 개최 이래 4년여 만에 차관급으
로 격상되어 개최되는 가운데 다양한 양국 간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고 양국
간 상호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4) 한·아랍연맹 정례협의회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국장은 2014년 2월 20일 서울에서 자와드 카둠
(Fadel M. Jawad Khadum) 아랍연맹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제1차 한·아랍연맹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013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국과 아랍연맹 간
에 체결된 협력 양해각서(MOU)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정례 협의회에서 양측
은 한·아랍연맹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중동 정세 및 동북아·한반도 정세에 관
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5) 한·수단 정책협의회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국장은 2014년 3월 6일 압델마흐무드 압델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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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elmahmood Abdelhaleem) 수단 외교부 양자관계 총국장과 제4차 한·수단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고위인사 교류 확대, 통상·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한·수단 경제포럼 개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개발 협력, 문화
협력 등 양국 간 공동 관심사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
하였다. 2003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한·수단 관계 발전에 좋
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6) 한·이란 정책협의회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국장은 압돌라술 모하제르 헤자지(Abdolrassoul
Mohajer Hejazi) 이란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 국장과 2014년 3월 17일 테헤
란에서 제1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한·이란 양자
관계,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실무급 외교관 교류 프로그램, 고위인사 교류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7) 한·이집트 정책협의회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은 2014년 3월 19일 카이로에서 아메드 이스마일 압델
모에티(Ahmed Ismail Abdel Moeti) 이집트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면담하였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이집트 양자관계, 중동 정세 및 동북아 정세에 관한 폭넓
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권 국장은 2014년 2월에 발생한 타바 폭탄테러와 관
련해 희생자 구조 및 사건 처리에 이집트 측이 보여 준 적극적인 조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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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부르키나파소 정책협의회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국장과 파스칼 바트조보(Pascal Batjobo) 부르키나
파소 외교부 양자협력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한·부르키나파소 국장급
정책협의회가 2014년 6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양국 관계 평가 및
통상 협력, 개발 협력, 문화 교류, 국제무대 협력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관심사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가능성이 다
대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
가기로 하였다.

(9) 한·바레인 정책협의회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국장과 압둘라 압둘라티프 압둘라(Abdulla
Abdullatif Abdulla) 바레인 외교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바레인 정책
협의회가 2014년 6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양국 우호 관계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고위급 인사의 지속 교류가 긴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주한 대
사관 개설, 공동위·정책협의회 등 정례협의체 활성화, 문화 교류, 교육 협력 등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10) 한·탄자니아 정책협의회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국장은 음벨라 브라이턴 카이루키(Mbelwa
Brighton Kairuki) 탄자니아 외교부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제2차 한·탄자니아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2014년 8월 11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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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고위인사 교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개설, 통상·
투자 협력, 개발 협력 등 양국 간 제반 분야 관심사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관
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중동정책협의회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국장은 2014년 한 해 동안 다섯 차례의 중동정
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중국(7.30), 일본(8.2), 영국(11.18), 프랑스(11.19),
EU(11.21)와의 중동정책협의회는 ISIL 대응, 이란 핵 협상 및 제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정세 등 중동 지역 내 다양한 의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아프리카정책협의회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국장은 2014년 영국(11.18), 프랑스(11.19)와 아프
리카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교환, 에볼라 대응 및 위기대응
공조, 소말리아 정세 등 아프리카 지역 의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들 정책협
의회는 한·영국, 한·프랑스 간 아프리카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협력 도모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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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중동 우호협력 증진
1) 제7회 아랍문화제
제7회 아랍문화제가 2014년 5월 21일
~7월 4일 서울과 부산에서 시민들의
호응 속에 개최되었다. 한·아랍 간 ‘양
방향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아랍문화제는 우리 국민에게 평소 접할
기회가 드문 아랍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한·아랍 간 민간 분
야 교류 확대 및 상호 소통 증진에 기여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열리고 있다. 이
번 문화제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모로코, 알제리 등 아랍 8개국

제7회 아랍문화제(2014.5.21~7.4, 서울/부산)

의 영화 8편이 상영되었다. 주요 행사
로 ▲아랍 음식 문화 체험 ▲아랍 현대미술전 ▲아랍 영화제 ▲사우디 여성작가 초
청 사진전 ▲살람 파예드(Salam Fayyad) 팔레스타인 전 총리 강연 ▲경제 관련 세
미나 등이 함께 개최되는 등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쉽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아랍문
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22일 개막식에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및
주한 아랍 외교단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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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
2014년 5월 27일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가 외교부와 전경련의 공
동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연
합(AU)의 전신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25
일로 지정된 아프리카 데이(Africa Day)를 맞아 주한 아프리카외교단과 아프리
카 진출 희망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
아프리카 프로젝트 페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오찬 ▲우리 기업과 주한아프
리카외교단 간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비즈니스 오찬
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참석, 재계 인사 및 주한아프리
카 외교단과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
를 가졌다.

3) 제3기 UAE 청년대사 프로그램
2014년 8월 1~21일 제3기 아랍에미리트(UAE) 청년대사 프로그램 참가자 26명
이 방한하였다. 이들은 방한 기간에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정부기관 및 기업
방문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였
다. UAE 아부다비 왕세제실은 2012년부터 우수한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한국에
파견하는 청년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차세대 간 문화 및 교육 교
류 확대를 통해 양국 간 미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UAE 아부
다비 왕세제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을 중국(2013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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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2014년 시작)에도 시행하고 있다.

4) 이프타르 만찬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슬람 성월(聖月)
인 라마단을 맞아 2014년 7월 9일 저
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슬람 및 중동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 이프타르 만
찬을 개최하였다. 외교부는 2004년부
터 매년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이프타르 만찬(2014.7.9, 서울)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이프타르 만
찬을 개최해 왔다. 2014년 이프타르 만찬에는 나세르 알 마하셰르 S-oil 사장,
무슬림 다문화 가족, 국내 연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의사, 이라크전 종군기자로
활동한 이진숙 MBC 보도본부장,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 구단에서 활약한 설기
현 축구감독 등 재계·언론·문화·체육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 거주 무슬림
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 및 우리 국민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
로 활용하였다.

5) 중동 정세 국제 세미나
중동 정세 국제 세미나가 2014년 10월 16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
었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는 살만 샤이크

195

3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제4절 아프리카·중동지역 외교

(Salman Shaikh) 브루킹스 도하 연구소장을 비롯해 국내외 중동 문제 전문가들
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대중동 정책 및 새로운 중동 질서 전망 ▲ISIL의 위협
및 대응 ▲이란 핵 협상 및 중동 정치 변화 가능성 등 중동 관련 현안들이 논의되
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경제 및 해외 진출 국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중동 지
역 정세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심
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중동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나아가 향후 전망에 따른 대응 방
향을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대중동 정책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6) 제7회 한·아랍 우호 친선 카라반
제7회 한·아랍 우호 친선 카라반 행
사가 2014년 10월 26일~11월 6일 사
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에서 양
측 정부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
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
제7회 한·아랍 우호 친선 카라반 행사
(2014.10.26~11.6, 사우디/쿠웨이트/오만)

아랍 우호 친선 카라반은 2008년 한·
아랍 소사이어티 설립 이래 매년 아랍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양자 교류 대표 행사로, 문화 공연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아랍 간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카라반 행사에
는 경기도립국악단 등 문화사절단이 사우디 리야드와 오만을 방문하여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무역투자사절단은 사우디 제다와 쿠웨이트를 방문, 양
국 기업들 간 비즈니스 상담을 개최하고 한·중동 간 경제 협력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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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1차 한·중동 협력 포럼
2014년 12월 21일 한·아랍소사이어티, 제주평화연구원, 아랍사상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한 가운데 요르단 암만 셰러턴 호텔에서 제11차 한·중
동 협력 포럼이 개최되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와 이라크,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지역
13개국 학자·관료·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중동
간 교류 현황 및 미래 비전에 관해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참석자 수,
공동 주최국의 관심, 언론 보도 측면에
서 어느 때보다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
가를 받았다. 이 행사에는 중동 지역에
서 개최된 포럼 가운데 최초로 우리 외
교장관이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

제11차 한·중동 협력 포럼(2014.12.21, 암만)

세대 세션에 한국과 요르단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 우리의 대중동 협력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전환기 중동 정세와 한국의 대
중동 외교정책 방향’에 관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양방향 경제 동반자 관계 구
축 ▲중동 평화에 기여하는 외교 강화 ▲협력 강화를 위한 마음을 잇는 외교 ▲양
자외교와 지역외교의 조화 ▲다층적 전략적 소통 강화 등 대중동 외교의 다섯 가
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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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동 주요 이슈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및 관련 활동
1) ISIL 대응

우리 정부는 수니파 반정부 무장세력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가 자행하는 테러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ISIL 대응 노력에
동참해 오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는 이라크에 총 520만 달
러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정부는 2014년 9월 유엔
총회 정상회의 때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 문제 대응을 다룬 안보리 결의
2178호 채택을 지지하는 등 안보리, 유엔인권이사회 특별회기에 우리 입
장을 발표하고 관련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ISIL 테러공격을 규탄하고 이라크 정부의 대테러전을
지지하는 한편 이라크 신정부 출범을 환영하는 등 이 사태와 관련한 정부
의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ISIL을 포함한 테러 세력의 발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적 지원 및 정치적 입장 표명 등을 통해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2) 리비아 재건

우리 정부는 리비아의 안정 및 정치적 전환을 지지하며, 유엔 중재 아래 각
당사자 간 정치적 대화 노력이 결실을 맺어 리비아가 조속히 안정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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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리비아 국가 재건 지원 노
력을 지속해서 지지해 왔다. 2014년 3월 6일 로마에서 개최된 리비아 재
건 지원을 위한 제2차 리비아 지원 국제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Support to Libya)에는 이종국 주리비아 대사가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리비아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인 정부 수립을 위해 투명하고 폭넓은 정치 과정 이행, 내부 치안 질서 회
복 및 국경 통제 등 안보 강화, 석유자원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통제력 회
복 등을 선결 과제로 해결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 측은 국가 재건 및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리비아와 공유할 의지를 피력하였다.
우리 정부는 향후 정세가 안정되는 대로 실종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사업, 직업 교육 훈련 및 보건의료 협력 등 경제 발전 경험 공유 구체 사업
이행을 통해 리비아의 국가 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우리 정부는 중동 지역의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
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필수이며, 양측 간 평화 공존을 위해 ‘2개 국
가 해법(two-state solution)’과 양측 당사자 간 대화 및 타협이 필요하다
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주요 계기에 관련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 6월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이 피랍·살해된 사건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긴장 격화 상황과 관련하여 7월 10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
을 통해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당사자 모두가 상
대방에 대한 공격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양측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의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가자지구 사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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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회의(7.18)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표
명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가자사태가 발생하자 즉각 100만 달러 상당의 의
약품을 전달하였다. 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이집트, 노르웨이, 팔레스
타인 공동 주최로 이집트에서 개최(10.12)된 가자지구 재건 회의에서는
2014~2016년 3년 동안 1,200만 달러를 팔레스타인에 원조할 것을 서약하
였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팔레스타인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에 동참하면서 한·이스라엘 및 한·팔레스타인 양자 관계 증진을 위해 고
위급 인사 교류, 경제 협력 및 문화 교류 증진 등 노력도 다양하게 지속해
서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4) 이란 핵 문제
우리 정부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동시
에 이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
리 정부는 P5+1과 이란 간 핵 협상을 적극 지지하면서 합의 사항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일시 완화된 제재 조치들을 반영하여 개정
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4년 7월 및
10월에는 정부 유관부처 합동으로 이란 제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재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관련국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비제재 분야에서 우리 기
업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국면에서도 2014년 3월 외교부 국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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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회 및 5월 외교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자 현안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이란 관계가 문화, 학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전반적인 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5) 예멘 재건
우리 정부는 예멘의 안정 및 정치 전환, 경제 개혁의 원활한 이행을 지지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2014년 8월 예멘 정세 안정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을 환영하고 모든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멘이 당면한 도전들을
평화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등 정부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예멘 정치·경제 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2008~2014년에 약 530만 달러의 대예멘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였다.
2014년 4월 29일 런던에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이 공동 개최한
제7차 예멘 우방국 회의(Friends of Yemen)에는 임성남 주영국 대사가 대
표로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우방국들은 국제사회가 예멘의 재건 및 안정
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우리
측은 한국전쟁을 겪은 후 우리가 이룬 정치·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
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유엔총회가 열린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9월 24일 개최된 제8차 예멘우
방국 각료회의에는 백지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와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등이 참석, 예멘의 안정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
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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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10)가 2014년 10월 16~17일 이틀 동안 이
탈리아 밀라노에서 박근혜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총 51개
회원국 대표와 EU 및 아세안 등 지역협의체 대표들(헤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
장,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레르엉민 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계 강화’를 주제로 한 세션 2 선도발언을
통해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3가지 기본 방향과 세부 협력사업(물리적 연계: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심포지엄 개최, 디지털 연계: 초고속연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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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센터 지속 강화, 문화·교육 연계:
ASEM DUO 장학사업 지속 강화)을
제시하고 에볼라 대응을 위한 국제사
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사와 함
께 한국 보건인력을 에볼라 발병 지역
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ASEM 정상회의(2014.10.17, 밀라노)

박 대통령은 Retreat 세션 자유발언을
통해 북핵 및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를 촉구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구상을 발표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의장성명 교섭에 있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ASEM 차원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문제 조항(40항)에 북핵뿐만 아니라
미사일, 인권 관련 문구까지 포함시키는 등 협상에 성공하였다. 의장성명에는 기
존의 우리 주도 ASEM 협력사업을 호평한 문구를 삽입하였다[초고속연구통신망
진보 평가(9항), 중소기업친환경센터(ASEIC) 활동 환영(12항), 인적교류 증진에
있어 ASEM DUO 장학사업 역할 평가(31항)]. 또 새롭게 우리 주도의 ASEM 협력
사업으로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심포지엄 개최, 노인인권 관련 심포지엄
개최, ASEM 제반 협력사업 평가기준 마련 제안 등 3개 사업을 제안하고 이에 대
한 승인을 확보(의장성명 Annex에 포함)하였다. 의장성명에는 또한 우리 측 제안
으로 에볼라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 촉구 문안을 포함시켰다(37항).
한편 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APEC, ASEAN+3에 이어 주요 지
역협력체 정상외교를 완결하였다. 이들 회의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대
유럽, 아시아 정상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에볼라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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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발표 등 글로벌 이슈에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하고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우리의 위상을 부각시켰다. 이번 ASEM에서는 중점 논의 의제인
연계(connectivity)와 관련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재차 소개하고
이에 대한 ASEM 회원국 차원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신규 ASEM 협력사
업 제안을 통해 ASEM의 재활성화를 위한 화두 탐색에 적극 동참하는 성과도 이
루었다.

 한·아세안, ASEAN+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국은 2014년 11월 12~13일 이틀 동안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ASEAN+3(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적극 참가,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아세안 관
계 강화 및 역내 지역협의체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제17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은
ASEAN+3가 1997년 출범 이후 금융·농업·보건·교육 등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거두는 등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견인차로 역할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와 동시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에볼라 사태,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여러 도전과제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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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Vision Group II) 주요 사업의 이행계획(action plan) 수립이 앞으로 동아시
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명하였으며, 회원국 정상
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EAVG II 사업 가운데 자국 관심 분
야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진전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의장성명을 통해 이
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제9차 EAS 정상회의에서는 EAS가 역내 주요 정상 간 전략적 포럼으로서 동아시
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EAS가 역내 문제뿐만 아니
라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에볼라 사태, 극단주의와 외국인 테러 전투원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이 부각되면서 비전통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역대 최다 문서가 채택되기도 하였다.1)
박 대통령은 비전통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EAS 협력 강화를 지지하고, 특히
에볼라 퇴치를 위한 재정 기여와 실사단 파견 등 한국 정부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회원국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
의 구상에 주목하였다.
2014년 7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의 양국 간의 협력 성과 점검 및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공동 의장성명’
을 채택하였다. 또한 향후 3년간의 한·메콩 6개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목
표 및 세부 사업 등을 밝히고 있는 세부 실천계획(2014~2017)을 한·메콩 외

1) ① 야생동물 불법거래 퇴치에 관한 EAS 선언 ② 신속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 관한 EAS 성명 ③ 에볼라 발병 및 확산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에
관한 EAS 공동성명 ④ 이라크, 시리아 내 테러 및 극단주의 단체의 폭력과 잔혹성에 대한 EAS 성명 ⑤ 지역 해양협력 증진에 관한 EAS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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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의 부속서로 채택하였다. 이 밖에도 양국은 2014년 제3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캄보디아 개최,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컨셉페이퍼 채택 등을 통해 양국 간 민·관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
하였다. 또 남중국해, 역내 다자협력 강화, 아세안 연계성 증진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2014년 12월 11~12
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 ‘신뢰구축, 행복구현’을 주제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를 개최하였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의 외
교 핵심 축으로 부상한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제고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은 지난 25년간의 한·아세안 협력에 기반을 둔 정치·안보 협력, 경제 협력, 사
회·문화 협력을 3대 축으로 하여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새로운 협력의 청사진으로서 ‘한·아세안 전략
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선 정치·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동북아와 동남아의 안보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동아시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반도

206

2015 외교백서

문제와 관련하여 아세안 정상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한국 정부의
신뢰외교 3대 정책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협상의 순조로
운 진행과 무역원활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2014년 기준 1,380억 달러의 교역 규
모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에 출범한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상호 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인적 및 문화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지난
2009년에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에 이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비전통적 국제안보 문제를 포함하여 글로벌 과제에 관
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창
의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의 친환경 경제 성장을 위
한 방안으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및 녹색기후기금과 협력,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
경 에너지 보급사업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림녹화 분야 경험과 기술 공유를 확대하고 지금의 한·아세안 산림협력 임시기
구를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로 확대 설립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식회의와는 별도로 특별정상회의 환영만찬, 오찬, 특별 영부인 행사는
아세안 정상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특별정상회의를 전후로 개최된 다양한 부대행사와 언론 홍보는 우리
국민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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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해지역경제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흑해지역경제협력기구(BSEC)는 흑해 연안 국가 간 교역 및 경제 협력 확대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경제기구로서 1992년에 터키 주도로 설립되어 그리스, 러
시아, 루마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
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터키 등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흑해 연안 지역 12개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2011년 부문별대화동반자(Sectoral Dialogue Partner) 자격으로 BSEC에 가입
한 이래 주요 협력 분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선정하여 ‘ICT 협력 이니셔티브’
에 따라 ‘한-BSEC ICT 협력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4년에는 11월 3~12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공동 주관으로 정보화정
책, 정보보안, 정보서비스,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화사업 관리, 정보문화, 국제개
발협력 및 원조정책 등 총 7개 ICT 분야를 주제로 하여 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
아, 조지아 등 4개국에서 제4차 한-BSEC ICT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는 아시아 지역 내 평화·안보를 위한 상호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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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및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1992년 카자흐스탄 주도 아래 출범한 지역안보협
의체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태국, 터키 등 26개 회원국과 미국,
일본 및 유엔, OSCE 등 11개 옵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정회원으로 CICA에 가입한 후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10년 4월부터 에너지 안보 및 IT 협력 분야 조정국을 수임하고 있다.
2014년 5월 20~21일 이틀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평화와 안정, 협력의 신 아
시아를 위한 대화, 신뢰, 공조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제4차 CICA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관심과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1994년 아시아·태평
양 지역 26개 주요 국가 및 유럽연합(EU) 의장국(총 27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정
치·안보 문제에 대한 역내국 간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출범한 정부 간 다자안보협의체이다.
2014년 8월 10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21차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총 27개 회원국 외교장
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 문제 및 남중국해 문제를 위주로 심도 있는 의견 교환
이 진행되었다. 북한은 외교장관회의와 연계한 동남아 순방을 포함, 의장성명에
자신의 입장을 반영시키려 노력하였으나 우리의 적극 교섭으로 관철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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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2013년에 이어 아세안 측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핵 불용’이라
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을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ARF 외교장관들은 남북 간 이산가족
제2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2014.8.10, 네피도)

상봉을 환영하면서 정례화되기를 기대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ARF 4대 협력분야(재난구호, 대테러·초국가 범죄, 해양안
보, 군축비확산)의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 점검과 함께 ARF 미래 방향에 관
해서도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항공기 안전과 관련하여 MH17 피격사건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민간 항공기 운항의 안전보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피력하였
다.
한편 ARF 미래 방향과 관련하여 아태지역 정치·안보 사안 관련 ‘지식공동체
(knowledge community)’ 출범을 목표로 우리 주도 아래 2006년에 창설된 ARF
전문가 및 저명인사 그룹(EEPs: Experts and Eminent Persons)의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는 우리나라 ARF EEPs 위원을 통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ARF EEPs의 유용성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개선안이 마련되었으
며, 2015년 ARF 회의 때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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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다자협의체인 동아시
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에 적극 참여, 양 지역 간 이해 제고 및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
을 경주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조정국(2004~2007)과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을 역임해 왔으며, FEALAC 비전 그룹을 창안하는 한편 사이버사무
국을 유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등 FEALAC 발전에 적극 기여해 왔다.
2014년 3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에서
는 FEALAC 16개 회원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FEALAC 비전그룹 제안
사항들에 대한 각국의 이행 현황 및 다양한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8월 21~22일 이틀 동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5차 FEALAC
고위급회의 및 실무그룹회의에서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13년 국별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유스포
럼 및 산·학 협력 세미나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분야 중장기
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FEALAC 사이버사무국 운영국으로서
FEALAC 사이버사무국 운영 현황 및 향후 활동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FEALAC
로고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FEALAC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
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FEALAC 국별협력사업으로 10월 16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FEALAC 국제 공동 산·학협력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
다. 세미나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정부 및 학계 전문가 등 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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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산·학 협력 정책 및 우수 사례 소개와 함께 회원국 간 협
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11월 23~29일에는 FEALAC 산·학 협력 사절단을 멕시
코 및 브라질에 파견, 국별로 산·학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학 협력 분야
주요 기관과 면담을 갖는 등 우리나라와 FEALAC 회원국 학계 간 교류 및 산·
학 협력 역량 증진의 기반을 다졌다.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
남아, 중앙아,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범아시아 협의체로 2002년 6월에 발족하였
다. 현재 한·중·일, 아세안,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3개국이 회원국
으로 참여하고 있다.
ACD는 외교장관 간 정책 대화 이외에도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농
업, 금융 등 20여 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쿠웨이트
를 중심으로 ACD 기금 조성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 정보통신(IT) 협력 분야
의 선도국가(prime mover)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 제13차 외교장관
회의가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4월 23일로 연기되었다.
2016년에는 태국에서 제2차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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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국 협력체(MIKTA)
2014년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중견국 협력체인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의 약진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믹타는 민
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국제사회 공공이익 증대에 대
한 기여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국제사회 핵심 중견국들의 협력체로서 2013년 9
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믹타는 회원국인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우리나라(Korea),
터키(Turkey), 호주(Australia) 등 국가명의 앞 글자들로 만들어진 명칭이다. 믹
타는 경제 규모(GDP) 기준으로 세계 12~18위에 해당하며, G20 회원국 가운데
G7 또는 BRICs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적극 활동하
고 있는 중견국들로 구성되었다.
2014년에는 세 차례의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제2차 외교장관회의
(4.13~14, 멕시코시티)에서는 한국이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대 간사국을 수
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유엔총회 기간에는 제3차 외교장관회의(9.25, 뉴욕)
를 열고 장관급회의의 연3회 정례 개최(상반기 간사국 개최, 유엔총회 계기 개최,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와 회기 간 고위급 회의(SOM) 개최에 합의하였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제4차 외교장관회의(11.15, 브리즈번)에서는 2015년 2
월 제1차 고위급 회의(SOM), 5월 제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의 한국 개최가 합의
되었다.
회원국들은 믹타 차원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협의를 진전시켰으
며,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보조를 통해 중견국 협력체로서 입지를 다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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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특히 제2차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위협에 심
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추가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북핵의 검증 가능하
고 비가역적인 폐기를 강조하는 믹타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채택(4.14)하
였다. 또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국제민항기 안전 제고
라는 국제사회 공동 이익 증진에 믹타의 적극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믹타 외교장
관 명의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7.26)하였다. 제3차 외교장관회의
에서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확산 위협이 국제사회 전체의 심각한 도전이라
는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보건 증진 및 에볼라 확산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하는 믹타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채택(9.25)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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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해인 2014년에 일곱 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인도, 캐
나다, 독일,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등 14개국을 방문하는 한편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엔 기후정상회의 및 69차 유엔총회, APEC 및 G20 정상회의 등 8차례
의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 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파키스탄,
이집트, 모로코 등 6개국을 방문하고 보아오포럼에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미
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프란치스코 교황 등 총 18명의 정상급 외빈을 접수하였
다.
   박근혜 정부는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
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주요 외교 권역을 망라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
고 국제사회의 글로벌 어젠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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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역 간(inter-regional) 외교

2014년 해외 순방 및 외빈 접수 행사 현황
구분

행사 내용

대통령 해외 순방
(7회 14개국)

o 인도, 스위스 국빈 방문 및 다보스 포럼 참석(1.15~23)
o 3차 핵안보정상회의(네덜란드 헤이그) 참석 및 독일 국빈 방문(3.23~29)
o 아랍에미리트 실무 방문(5.19~20)
o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6.16~21)
o 캐나다 국빈 방문, 유엔 기후정상회의 및 69차 총회 참석(9.20~26)
o 10차 ASEM 참석 및 이탈리아 공식 방문(10.14~18)
o APEC(중국 베이징), ASEAN+3·EAS(미얀마 네피도),
  G20(호주 브리즈번) 정상회의 참석(11.9~17)

o 소치 동계올림픽 참석(2.20~24)
국무총리 해외 순방
o 보아오포럼 참석, 중국 충칭 방문 및 파키스탄 공식 방문(4.9~16)
(3회 6개국)
o 이집트, 모로코, 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11.22~29)

정상급 외빈 접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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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실무 방한(2.18~20)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제 공식 방한(2.26~28)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공식 방한(3.10~11)
토니 애벗 호주 총리 공식 방한(4.8~9)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공식 방한(4.25~2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 방한(7.3~4)
아니발 카바쿠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 내외 공식 방한(7.19~21)
프란치스코 교황 공식 사목 방한(8.14~18)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서기장 공식 방한(10.1~4)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공식 방한(10.6~9)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실무 방한(10.29~30)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내외 국빈 방한(11.2~5)
타밈 카타르 국왕 국빈 방한(11.4~5)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총리 공식 방한(11.19~22)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공식 방한(11.27~29)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국빈 방한(12.8~10)
나집 툰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내외 공식 방한(12.9~11)
훈 센 캄보디아 총리 내외 공식 방한(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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