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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호협정, FA-50 경공격기 사업 이행 등 국방·방산 분야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

제1절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교

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아키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DMZ 도발 사건 대응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필리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우리의 대북정책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
다고 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필리핀이 우리의 대북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해 주고 있
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
하고, 동남아의 핵심 우방국이자 우리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필리핀
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필리핀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동남아시아 지역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 취임 이래 세 번째 개최된 한·필리핀 정상회담으로서,

1) 한·필리핀 정상회담

이 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및 협력 분야 확대에 기
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1월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때 베니그노 아키노 3세(Benigno S. Aquino Ⅲ)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2) 박근혜 대통령, 리콴유 전(前) 싱가포르 총리 국가장례식 참석

서 외교·안보, 국방·방산, 교역·투자, 한반도 정세 및 재외국민보호 등 제반
분야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100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29일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대학문화센터(UCC:

두 정상은 양국 간 교역 확대 등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

University Cultural Centre)에서 개최된 리콴유(Lee Kuan Yew) 전 싱가포르

으며, 아울러 필리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항, 도로 등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

총리의 국가장례식에 참석하고,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셴룽(Lee Hsien Loong)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두 정상은 2015년 9월 체결한 군사비밀보

현 총리 등 유족들을 위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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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조문록에 영어로 “리콴유

더욱 폭넓게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전 총리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2016년 무상원조 양해각서(MOU)’ 및 ‘2016~19년

그의 이름은 세계 역사에 새겨져 영원히 기

EDCF 기본약정’을 체결하였고 ‘세폰3 수력발전소 사업개발협약’의 조속한 체결

억될 것이다. 한국 국민도 싱가포르 국민과

에 합의하였다.

함께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고 기록하며 고
박근혜 대통령, 리콴유 전 총리 국장 참석
(2015.3.29, 싱가포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인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명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리 전 총리 장례식

한편 양국 총리는 한반도 정세와 아세안(ASEAN)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통싱 총리는 라오스
측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정책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에 참석한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
아 대통령, 테인 세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 등과 인사를 나누고, 데이비드

4)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존스턴(David Lloyd Johnston) 캐나다 총독, 제러마이아 매터퍼라이(Jeremiah
Mateparae) 뉴질랜드 총독, 레우벤 리블린(Re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 등

황우여 부총리는 2015년 4월 22~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반둥회

과 주요 외교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의 60주년 기념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우리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황 부총리는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아프리카의 평화와 번영을 위

3) 한·라오스 총리회담

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협력 의지를 적극 천명하였으며,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각료급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우리의 대아시아·아프리카 외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5년 12월 14일 우리 국무총리로서는 최초로 라오스를 양

교정책을 설명하고, 특히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 의지를

자 방문하여 통싱 탐마봉(Thongsing Thammavong) 총리와 회담했다.

적극 표명하였다.

황 총리는 양국이 1995년 10월 재수교 이후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교역·

황 부총리와 조 차관의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

투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인적 교류 등 다

석은 우리나라의 대아시아·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통한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에

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였다.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통싱 총리는 재수교 20주년의 뜻깊은 해에 한국 국무총리의 라오스 방문
이 이뤄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최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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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지난 3년간 한·

5)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회담

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한·아세안 전략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6월 15일 뉴욕에서 아니파 아만(Dato Sri Anifah

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데 큰 기

bin Haji Aman)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인도네시아 측의 적

한·말레이시아 수교 55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

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였다.

가기로 하였다.
이 회담에서 윤 장관은 7월 개최되는 세계

북핵문제와 관련해 윤 장관은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2015.8.5, 쿠알라룸푸르)

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

반하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아세안이 한목소리

계유산 등재 시도와 관련하여 우리의 견해를

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아세안

상세히 설명하고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인

대화조정국인 인도네시아 측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회담(2015.6.15, 뉴욕)

한편 양국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

장국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아세안 관련 회

양국 장관은 향후 정상 및 고위급 인사 교류 준비 차원에서 제2차 한·인도네
시아 공동위 개최를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
기로 하였다.

의 및 유엔 안보리 협의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
가 발신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7) 한·태국 외교장관회담

6)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9월 29일 돈
쁘라뭇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신임 외교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방산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2015.8.5~6) 참석차 말레이

협력,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 양국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

시아를 방문해 2015년 8월 5일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

였다.

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한·인도네시아 양자 관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104

양국 장관은 양국이 전통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
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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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호 방문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최근 우리 기업이 태국의 T-50
훈련기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것을 평가하면

한·태국 외교장관회담(2015.9.29, 뉴욕)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양국 장관은 필리핀의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꾸준히 성
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우리 기업의 대필리핀 투자
촉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향후 다른 사업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하

아울러 윤 장관은 최근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

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돈 장

고 있어 우려를 표하고 필리핀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관은 방산협력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경주해 주도록 로사리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개시되어 양국 간

9) 제2차 한·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 개최

경제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윤 장관은 내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우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12월 18일 서울

려를 표하고, 태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며,

에서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네시아 외교장관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8)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 외교장관은 역내에
서 힘의 균형 변화,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

106

한·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2015.12.18, 서울)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9월 29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앨버트 델

싼 갈등, 북한의 지속적 도발 등 요인으로 전

로사리오(Albert F. del Rosario) 필리핀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한·필리

환기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양국이 전략적 소

핀 양자 관계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

통을 강화하고 역내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

였다.

였다.

양국 장관은 양국이 전통 우방국으로서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

또한 양측은 2006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활발한 고위급 인사

서 최상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2014년에도 160만 명이 넘는

교류를 통해 방위산업 등 전략적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양

인적 교류 등으로 양국 국민 간 친근감이 심화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국 간 창조 산업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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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아·태평양 지역

교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한·인도 정상회담
10) 제4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8~19일 국빈 방한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2015년 9월 8일 서울에서 호쑤언선(Ho Xuan Son) 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트남 외교부 수석차관과 ‘제4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 및

와 5월 18일 정상회담을 열고 1973년 수교

동아시아 지역 정세, 교역·투자, 인프라, 금융 등 양국 실질협력 증진, 기후변화

이래 지난 42년간 발전을 거듭해 온 양국 관

등 글로벌 이슈의 대응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계를 되돌아보고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새로운

양국 차관은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5년 한·베트남 자유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특별 전략적 동반

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서명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심

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화·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가 경제·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지역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

협력 등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는 두 정상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한·인도 정상회담(2015.5.18, 서울)

조 차관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및 포격 도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등 사안

두 정상은 새롭게 격상된 양국 관계에 부응하여 정치·안보 분야로 전략적 협

에서 우리 정부가 취한 원칙 있는 대응에 관해 설명하고 남북 고위급 접촉 등을 통

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

해 조성된 대화 국면을 살려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계를 위한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모디 총리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

정부의 견해에 베트남 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선 차관은 북한이 개혁·개방

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아·태 지역 국가들 간 협력과 안보를 제고하려는

에 나서도록 베트남 측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우리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우리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인도의 ‘동방정책’ 간 상호보완성을 찾고, 협력 방안을 모색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
국 정상회담의 연례 개최, 외교 및 국방 2+2 차관회의 신설, 외교장관 공동위의
연례 개최, 양국 국가안보실 간 정례 협의 강화, 초국경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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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이버 협력 방안 모색, 양국 조선소 간 국방 목적의 협력 장려, 유엔평화유

평가하였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에 한국 기업들이 적

지활동 분야에서의 적절한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극 참여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2016년 4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인도

또한 무역·투자 규모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해양투자박람회에 우리나라를 주빈국으로 초청하였다.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개선을 위한 협상을 추
진키로 하는 한편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조선, 보건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

2) 한·호주 정상회담

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모디 총리는 인도를 세계 제조업의 허
브로 만들겠다는 ‘Make In India’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특별한 파트너가 되

박근혜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 대통령도 이에 적극 호응하였다. 또 양국 정상이 임석한

르 개최 EAS 정상회의에 참석해 맬컴 턴불

자리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 국가안보회의 사무처 간 협

(Malcolm Turnbull) 호주 총리와 11월 22일

력 양해각서, 전력개발 및 에너지 신사업 협력 양해각서,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각서, 도로교통 및 고속도로 분야 협력 양해각서, 해운물류 분야 협력 양해각서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에서의 협

등 7개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력,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또한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함께 19일 ‘한·인도 CEO 포럼 출범식’에 참석

교환하였다.

하여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 대통령

양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중견국으로서 ▲외교·국방(2+2) 장관회

은 축사에서 인도의 ‘모디노믹스’와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바탕으로 제조

의 개최(2015.9) ▲FTA 발효(2014.12) ▲믹타(MIKTA) 공동참여 등을 통해 양

업, 창조경제, 에너지 신산업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가자고 제안

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 이슈도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

하였다. 또한 인도의 소프트웨어 우수 인력과 우리의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한 정

기로 하였다.

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확대, 발리우드로 대표되는 인도와 고부가가치 창조

두 정상은 양국 간 교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 협력 관

경제 분야의 협력 확대를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스마

계를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 또 2014년 12월 발효된 한·호 FTA가 순조롭게 이

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기존

한편 양국 정상은 11월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약식
으로 한·인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직항노선을 증대키로 합의한 것을 높이

110

한·호주 정상회담(2015.11.22, 쿠알라룸푸르)

의 협력 틀 내에서 사이버안보 분야 등을 포함한 양국 간 ICT 협력을 강화해 가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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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지지하며, 북한 핵개발은 지금까지와 같이 반대 뜻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3) 한·파키스탄 정상회담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7일 미국 뉴욕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무함마드 나와즈 샤
리프(Muhammad Nawaz Sharif) 파키스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정치·외

4)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교, 경제·통상, 에너지, 개발협력 등 제반

한·파키스탄 정상회담(2015.9.27, 뉴욕)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

존 필립 키(John Phillip Key) 뉴질랜드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도·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하였다.

22~24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였다. 박 대통령과 키 총리는 3월 23일 정상회

양국 정상은 양국 민간 연구기관이 진행

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

중인 한·파 FTA의 공동연구 현황을 평가하

경제·통상, 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

고 에너지, 항만 개발, 도시 교통 등 분야에

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

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

도 정세,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관련

의하였다. 샤리프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파키스탄 투자 증가를 환영하고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기업전용공단’을 별도로 설치할 용의가 있
다고 밝혔다.

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2014년 11월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한·뉴질랜드 정상회담(2015.3.23, 서울)

또한 박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경제개발 능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대외경제

에서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였고 양국 간 상호보완적 무역구

협력기금(EDCF) 지원 분야를 정보통신기술(ICT), 수자원 등으로 확대하여 우

조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

리의 ICT 산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하였다. 박 대통령은 양해각서

통상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MOU) 체결, 시장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섬유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실제 도발로 이어지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위협이 됨을 강조하고 이 문제 해결에 파키스

이번 방한은 키 총리 취임 이후 네 번째 방한으로서 6.25전쟁 참전국으로 우리
의 전통 우방인 뉴질랜드와의 우호 협력 관계와 양국 정상 간 신뢰·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이는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FTA 정식 서명을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탄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샤리프 총리는 북한에 가한 기존의 유엔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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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은 머리 매컬리(Murray
McCully) 뉴질랜드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9월

한·호주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2015.9.11, 시드니)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9월

12~13일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였다. 윤

11일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줄리 비숍(Julie

장관은 매컬리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통

Bishop) 호주 외교장관, 케빈 앤드루스

해 2015년 3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Kevin Andrews) 국방장관과 제2차 한·호

(FTA) 정식 서명 이후 양국 간 실질 경제협력

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

증진 방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역 정세, 한반도 문제 및 양국 간 안보·국방

정세, 그리고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뉴질랜드와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호주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2015.9.13, 오클랜드)

의 6.25전쟁 참전, 54년의 수교 역사, 2014년 12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이어 윤 장관은 9월 13일 존 키(John Key) 뉴질랜드 총리를 별도로 예방하고

발효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준동맹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왔다는 데 의견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 한·뉴 FTA 비준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을 같이하였다.

교환하였다.

양측은 외교·안보·국방 분야 구체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공동성명과 청사진

한편 윤 장관은 앞서 9월 12일 오클랜드 시 도브마이어로빈슨 공원(Dove

(blueprint)을 채택하였다. 특히 청사진은 2014년 4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비전

Myer Robinson Park)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비를 찾아 헌화하고 양국의 참

성명(Vision Statement)’ 상의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서, 양측은 외교, 국방 당국

전용사들을 만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간은 물론이고 경찰, 사이버, 국경안보, 위기관리, 해양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그 협력의 구체 방안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2+2 장관회의의 유용성에 공감하면서 이 협의체를 계속해서 격년으로

7) 한·스리랑카 외교장관회담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차기 2+2 장관회의는 2017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
기로 합의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9월 29일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망갈라 사마라위라(Mangala
Samaraweera) 스리랑카 외교장관과 한·스리랑카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6)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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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및 국제무대 협력을 주제로 심

도 문제, 태평양도서지역과의 협력, 기후변화·개발협력 등 글로벌 이슈 및 유엔

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 회담은 윤 장관이 스리랑카와 최초로 개
최한 외교장관회담이자 우리 정부가 2015년

9) 한·호주 외교차관회담

8월 총선으로 출범한 스리랑카 신정부와 처음
한·스리랑카 외교장관회담(2015.9.29, 뉴욕)

으로 연 고위급 회담으로서, 양국 장관 간 친

조태용 제1차관은 4월 8일 서울에서 피터 바르기스(Peter Varghese) 호주 외교

분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

통상부 차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고위 인사 교류 등 양국 관계 증진 ▲한반도

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및 아태 지역 정세 ▲양국 간 안보·국방협력 강화 ▲주요 국제문제 등에서 의견
을 교환하였다.
양국 차관은 아태 지역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과 협력의 무대로 주목받

8) 한·피지 외교장관회담

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양자, 3자, 4자 등 다양

한·피지 외교장관회담(2015.9.14, 피지 수바)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노케 쿰부암볼라(Inoke

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역내 국가들 간 협력 동향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Kubuabola) 피지 외교장관과 2015년 한 해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역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에

동안 양자회담을 두 차례 열었다. 윤 장관은

공감하면서 한·호주 간에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7월 21일 서울에서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개

또한 양국 차관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

최한데 이어, 9월 14일 남태평양지역 핵심 국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주요 지역협력체의

가인 피지를 방문하였다. 이는 1971년 한·

미래 발전방향과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테러리즘,

피지 수교 이래 44년 만에 최초로 이루어진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폭력적 극단주의, 글로벌 보건안보, 이란 핵문

우리 외교장관의 방문이었다. 윤 장관은 조사이아 보레케 바이니마라마(Josaia

제를 비롯한 비확산 이슈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련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하였다.

Voreqe Bainimarama) 피지 총리 예방에 이어, 쿰부암볼라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10) 제9차 한·파키스탄 정책협의회

윤 장관은 쿰부암볼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피지 양자 관계 증진,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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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중앙아시아 지역

(Mohammad Waheed-ul-Hasan) 파키스탄 외교차관과 제9차 한·파키스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무,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양국 간 실질협력 ▲한

1) 한·타지키스탄 정상회담

반도, 남아시아 지역 정세 ▲테러리즘·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 주요 국제 문제
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2일 제7차 세계 물포

임 차관과 와히드 울 하산 차관은 2015년 9월에 개최된 한·파 정상회담 후속

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에모말리 라흐몬

조치를 포함하여 양국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가

(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확대 ▲현 정책협의회를

정상회담을 열었다.

전략 대화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전략적 소통 강화 ▲국방·방산 분야에서
의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임 차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이 핵

두 정상은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지속적
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법

한·타지키스탄 정상회담(2015.4.12, 대구)

적·제도적 협력 기반과 실질협력을 지속 확

개발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파키스탄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분

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항공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스포츠 교류 양해각

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와히드 울 하산 차관은 과

서(MOU), 문화예술협력 MOU, 한·타지키스탄 외교부 간 MOU 체결을 환영하

거 한국 근무 경험을 통해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

였다. 또한 라흐몬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을 개설

북대화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다.

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 교역·투자, 문화·스포츠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
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국 정상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상호 지지 등 다자 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10주년이 되는 2016년에는 이를
장관급으로 격상 개최하고 ‘한·중앙아 협력 사무국’ 설립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
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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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탄 국빈 방문 이후 9개월만인 4월 13일 구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2015.4.13, 서울)

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Gurbanguly

박근혜 대통령은 3월 우즈베키스탄 대선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승리 이후 첫 해외 공식 방문으로 우리나

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라를 국빈 방문한 이슬람 카리모프(Islam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투르크메니스탄 측의

Abduganievich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
통령과 5월 28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 억제를 위해

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

우즈베키스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

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청하였으며, 카리모프 대통령은 북핵불용 원칙 아래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과 유

양국 정상은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최상의 협력 파트너로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15.5.28, 서울)

엔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를 강조하였다.

기존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넘어 과학기술, 수송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양국 정상은 실질협력 및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

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유라시아 에너지·물류 허브로서

력 등을 폭넓게 협의하였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 내 대규모 에너지·플랜트 사

성장잠재력이 큰 투르크메니스탄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업 이행을 위한 호혜적 여건 조성과 ICT·보건의료·방산·기술교육 등 신성장

나가기로 하였다.

분야에서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투르크멘바쉬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회보장협정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정유공장 2차 현대화 사업 계약(10억 달러)’, ‘가스액화 플랜트 건설 기본합의서

협정’, ‘치안협력 양해각서(MOU)’, ‘수출입은행·우즈베크 대외경제은행 간 기본

(40억 달러)’, ‘철강생산 플랜트 건설사업 양해각서(MOU)’ 등이 체결되었다.

협정’, ‘메탄올·올레핀 프로젝트 투자협력 MOU’ 등이 체결되어 실질협력 기반이

이번 정상회담은 에너지·플랜트 등 전통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

더욱 확대되었다.

는 한편, 과학기술·ICT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으로 양국의 경제성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의 호혜적 협력 비전과 의지를 담은 「한·우즈베크

장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교육·스포츠 분야 등에서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공동선언」 을 채택하는 등 양국 간 상호 존중 및 호혜 원칙에 기반을 둔 전략적 동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포괄적인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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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하고, 14년 만에 국무총리가 몽골을

4) 한·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회담

공식 방문(12.15~17)하였으며, 사회부총리

한·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회담(2015.9.30, 뉴욕)

윤병세 외교장관은 9월 30일 뉴욕에서 예를

(10.1~3)와 국가인권위원장(8.24~29)도 몽

란 아브딜다예프(Yerlan B. Abdyldaev) 키

골을 방문하였다. 한편 몽골 측도 NSC 사무

르기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

총장(12.2~3)과 법무장관(10.19~21)이 방

국 간 실질협력 강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한하는 등 양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 간 교류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 몽골 방문 시
엘베그도르지 대통령 면담(2015.12.16)

양국 장관은 2013년 11월 알마즈베크 아

또한 양국 의회 차원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7.6~9), 국방위원

탐바예프 대통령 공식 방한 이후 고위 인사

회 의원단(7.23~26), 환경노동위원장(10.21~23)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 활성화, 개발협력 및 실질협력 증진 등 양국 관계가 내실 있게 발전되고 있
음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유라시아 중심에 위치하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키르
기스스탄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서 주요 협력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

교류가 진행되었다.
한편 2011년 양국 정상이 추진키로 결정하고, 2014년 양국 외교장관이 출범
에 합의한 양국 정부 간 ‘한·몽골 공동위’ 1차 회의가 개최(3.26)되어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가 설립되었다.

하였으며, 한·중앙아 협력 심화를 위해 2016년도 제10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아울러 몽골 측은 ‘유라시아친선특급(7월)’ 행사 지원, ‘유라시아 교통 물류 국

의 장관급 격상 개최에 합의하고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

제심포지엄(9월)’ 대표단 파견,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10월)’ 대표단 파견 등

력하기로 하였다.

을 통해 우리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지 의사를 표명하
였다.

5) 한·몽골 관계
2015년 한·몽골 양국은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외교 행사 개최 등을 통
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측은 몽골 민주화 25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의 축하 영상메시지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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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하였다.

 지역협력 외교

한편 제9차 포럼의 부대행사로서 ‘한·중앙아 무역·관광 로드쇼’가 10월 6일
COEX에서 개최되었다. 중앙아 5개국 기업의 무역·관광 전시관 개설, 일대일

1)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비즈매칭 행사를 통해 한·중앙아 국가 간 무역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국민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

에게 중앙아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였다.

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경제, 문화, 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외교차관급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창설하고 중앙아

2) 한·중앙아시아 카라반 행사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다자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0월 5일에는 제9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앙아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제5차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가

한·중앙아 연계성 증진’을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

주재한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와 중앙아 5개

시가바트와 투르크멘바시, 아와자 등에서 개최되었다.

국 정부 대표단, 산·학·민·관 및 언론계

이번 카라반 행사에는 외교부 유럽국장을 수석대표로 문화체육관광부, 무역협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하여 그간 포럼의 성과

회, 기업인, 문화계·학계 인사 등 민·관 대표단 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치,

를 종합 평가하고, 국토정보, 문화, 관세, 보

경제,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유대를 강화하기

건·의료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심도

위해 제2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책협의회, 제1차 한·투르크메니스탄 민간 경

있게 논의하였다.

제협력위원회, 공동 학술회의,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을 통해

특히 이번 민간경제협력위원회에는 현지 에너지플랜트 건설 분야에서 두각을

중앙아 5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등 30여 명 규모의 우리 경제사절단이 참가하여,

재확인하였으며, 2016년도 제10차 한·중앙

무역협회·투르크멘 상공회의소 간 양해각서(MOU) 체결, B2B 상담회 개최, 투

아 협력포럼의 장관급 격상 개최에 합의하면

르크메니스탄 국제투자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서, 이 포럼 계기 한·중앙아 협력사무국을
제9차 한·중앙아 협력포럼(2015.10.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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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3장
2016 외교백서

제2절 유럽지역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픽 유치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를 꾸준히 지지해 준 데 사의를 표하고, 국제

제2절

유럽지역 외교

현안 분야의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2) 한·헝가리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제7차 세계 물포럼 참석차 방한한 야노시 아데르(Janos Ader) 헝
가리 대통령과 2015년 4월 14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 정상은 헝가리의 우수한 기초
과학과 한국의 제조·생산 기술을 창의적으
로 접목해 ICT, 바이오 제약, 자동차 부품 등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양국 공동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

 정상외교

로 합의하였다.

한·헝가리 정상회담(2015.4.14, 서울)

한편 박 대통령은 한·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4개국 정상회의

1) 한·모나코 정상회담

에 참석한 자리에서 2015년 12월 3일 체코 프라하에서 빅토르 오르반(Viktor

한·모나코 정상회담(2015.4.12, 대구)

박근혜 대통령은 제7차 세계 물포럼 참석차

Orban)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통상, 방산, 과학기술 등 제

방한한 알베르 2세(Albert Ⅱ) 모나코 대공과

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5년 4월 12일 대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박 대통령은 헝가리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물 문제,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양국 간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로 국방·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의

방산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방산·군수 양해각

견을 교환하였다.

서(MOU)도 조속히 체결되어 안보·국방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

또한 박 대통령은 모나코가 평창 동계올림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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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전체 발효되도록 노력하고 상호 더욱 균형적

3) 한·불가리아 정상회담

인 교역과 양방향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강화

한·불가리아 정상회담(2015.5.14, 서울)

박근혜 대통령은 한·불가리아 수교 25주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차기 한·EU 산업정책대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을 기념하여 공식 방한한 로센 플레브넬리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해양 등으로 협력 분

에프(Rosen Plevneliev) 불가리아 대통령과

야를 넓히기로 하였다.

2015년 5월 14일 정상회담을 열고 교역 및

또한 양측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G20 등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공

투자, 에너지·인프라, ICT, 국방·방산 등

조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EU는 제8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다.

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

양국 정상은 한·불가리아 수교 25주년을

반도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하였다.

기념하여 양국 관계를 포괄적 미래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
으며, 정상회담 후 과학기술협력 MOU, 국방협력 MOU 및 교육문화교류약정 서

5) 한·덴마크 정상회담

명식에 임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70회 유엔총회 계기 2015년 9월 27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2011년 한·덴마크

4) 한·EU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녹색성장동맹을 수립

한·EU 정상회담(2015.9.15, 서울)

128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14~16일 우리

하여 양국이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

나라를 공식 방문한 도날트 투스크(Donald

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실질협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력, 북핵, 녹색성장 등 지역 및 국제 현안을

제8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협의하였다.

이 회담은 2014년 말 EU의 신 지도부가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정상 간 교류로서 양

화를 위하여 보건의료, 해운, 북극, 디자인,

국 정상은 2011년 7월부터 잠정 발효 중인

클린테크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의 행동계획

한·덴마크 정상회담(2015.9.27,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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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Plan)’ 수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라스무센 총리는 2016년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녹색성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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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1월 3~4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한 프랑수아 올랑드
(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과 11월 4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열고 양

(3GF)에 우리 측 인사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북핵 및 인권 문제에 깊은 우려를

자, 지역 및 국제 현안 분야의 협력방안을 협

표명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하였다.

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정치, 경제·통
상, 창조경제,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양국

6) 한·독일 정상회담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동북아 정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0월 11~14일 우

세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국제 이슈 등

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요아힘 빌헬름 가우크

을 주제로 폭넓게 협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Joachim Wilhelm Gauck) 독일 대통령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10월 12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프랑스 정상회담(2015.11.4, 서울)

양국 정상은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한·독일 정상회담(2015.10.12, 서울)

독일 국빈 방문으로 구축된 양국 간의 다면

8) 한·아이슬란드 정상회담

적 통일협의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높
게 평가하고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슬란드 대통령으로서

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독일과 함께 대북 공조를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한 올라퓌르 라그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르 그림손(Ólafur Ragnar Grímsson) 대

두 정상은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고,

통령과 2015년 11월 9일 양국 수교 이래 최

특히 중소기업 공동 R&D, 제조업 혁신 및 산·학·연 분야 실질협력 확대의 중

초의 정상회담을 열고 북극, 기후변화, 재생

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에너지 관련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 폭넓은

한·아이슬란드 정상회담(2015.11.9, 서울)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7) 한·프랑스 정상회담

130

박 대통령은 19세기에 수에즈 운하가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었듯이 21세기

131

3장
2016 외교백서

제2절 유럽지역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에는 북극항로가 동아시아와 유럽 간 거리를 단축하면서 협력 기회를 확대할 것

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양국 간 구체 실질협력 분야의 진전

으로 본다면서, 미래 북극항로 허브로서 잠재력이 큰 아이슬란드와 꾸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간 원전 대화체를 통해 원전 건설, 해체, 중소형

확대를 희망하였다. 그림손 대통령은 북극항로가 조선·해운의 선도국인 한국에

원전 등에 협력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기관 간 공동 재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북극 관련 협력에 한국의 건설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원 조달 방식을 통해 연료 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에서 공동연구가

하였다. 박 대통령은 아이슬란드가 지열과 수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에 강점을 갖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력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정보통신기술 등 에너

양국 정상은 리비아에서의 자국민 대피 협력 사례를 계기로 세계 곳곳의 위기

지 수요관리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공유하여 국제적 기후변

상황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화 대응에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두 정상은 남
수단 등 아프리카에서의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시에
라리온 내 에볼라 퇴치 과정에서 구축된 양국 간 협력 관계도 계속 유지·발전시

9) 한·영국 정상회담

켜 나가기로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15년 11월 15일 데이비드 캐머런(David

10) 한·체코 정상회담

Cameron)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
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지역 정세, 테러

박근혜 대통령은 한·체코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공식 방한한 보후슬라프 소

를 포함한 국제 현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보트카(Bohuslav Sobotka) 체코 총리와 2015년 2월 26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을 채택하였다.

박 대통령은 파리 테러로 영국인을 포함한

양국 정상은 특히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혁신 분야, 인프

다수의 무고한 인명 희생에 애도와 위로의

라·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기로 하였으며, 한

뜻을 전하고,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해

반도 정세 및 동북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체코의 긴밀한 대북공조를 확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인하였다.

한·영국 정상회담(2015.11.15, 안탈리아)

양국 정상은 2013년 박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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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체코를 방문하여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에 진출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이 매우 활발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실

(Bohuslav Sobotka) 체코 총리 및 밀로시

질협력의 지평을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

경제협력협정 체결, 경제공동위 신설,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등 구체적 방안을 모

담을 열고 지난 2월 체결한 양국 간 전략적

색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
한·체코 정상회담(2015.12.2, 프라하)

전시켜 나갈 구체적 이행방안을 포함하는 행

12) 한·폴란드 정상회담

동 계획을 채택하였다. 또한 활발한 양국 교
역·투자에 기반하여 원자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

가기로 하였다.

회의에 참석해 2015년 12월 3일 체코 프라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제만 대통령과 함께 ICT협력 양해각서(MOU), 보건
협력 MOU, 창조산업협력 MOU, 기술혁신협력 MOU 서명식에 임석하였다.

하에서 베아타 시드워(Beata Szydło) 폴란
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정치·안보, 교
역·투자 및 인프라, 과학기술·문화 등 실
질협력, 한반도 정세 등을 주제로 심도 있게

11)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한·폴란드 정상회담(2015.12.3, 프라하)

협의하였다.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2015.12.3, 프라하)

박근혜 대통령은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

양 정상은 중소기업 지원 및 R&D 투자 등의 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회의에 참석해 2015년 12월 3일 체코 프라

등을 통해 과학, 혁신, 환경,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간 협력을 다변

하에서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

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에 폴란드 측의 변함없는 지지

통상, 방산,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 제반 분

를 당부하였으며, 두 정상은 또한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가

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박 대통령은 슬로바키아가 중유럽 지역에
서 우리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이고, 특히 9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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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관급 외교

1) 총리급 외교

(1) 한·조지아 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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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1월 22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타마르 베루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였다. 황 총

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한·프랑

양측은 양국 교역이 최근 5년간 약 17배 증가하는 등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긴

스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공식 개막을 선포

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나아가 상호 투자 확대와 조지아 정부가 추진

하고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중인 교통·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등을 통해 호혜적 실질협

대통령 예방, 마뉘엘 발스(Manuel Valls) 총

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리와의 회담 등 일정을 보냈다.
총리, 프랑스 공식 방문(2015.9.16~19)

차시빌리(Tamar Beruchashivili) 조지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협력 강

이번 방문을 통해 한·프랑스 양국은 수

교 1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창조경제·미래 신산업,

또한 윤 장관은 정례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제반 분야 협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
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트빌리시에 우리 상주 공관의 설치가 양국 관계 확대의 기
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문화, 교육, 언어 교류 등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한편 한반
도·동북아 정세 및 기후변화 등 지역 및 국제 현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2)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

나가기로 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1월 23일 다보스 및 7월 17일 파리에서 로랑 파비위

특히 프랑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어가 기본 선택 과목으로 격상되어 양국

스(Laurent Fabius)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2013년 및 2014년 두 차례

간 교육·언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기업인·연수생 이동에 대한 협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란 핵협상 및 북핵

정’을 체결하여 양 국민과 기업의 활동 및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 기후변화, 지역정세 등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했다.

한편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개막행사로 프랑스 국립 샤이오궁에서 종묘
제례악이 공연되었으며 파리 에펠탑에는 태극 문양 조명이 점등되었다.

양국 장관은 정무, 경제, 교육, 문화, 국제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가 확대·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이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
해 양국이 논의 중인 ‘한·프랑스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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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Action Plan)’을 조속한 시일 내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

(4) 한·독일 외교장관회담

국 장관은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현안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더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51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해 2015년 2월 6일

욱 구체화하기 위해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

또한 2016년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9월 개막 예정인
「2015~2016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자 및 지역 현안은 물론이고 국제 현안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독 이후 고위 인사 교류 등이
가속화됨으로써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 공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3)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2015년 1월 22일 파블로 클림

2015년 6월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장관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비롯

킨(Pavlo Klimkin)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폭력적 극단주의, 시리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및 양국 협력 증

및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협상 등 주요 지

진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역 및 국제 현안을 폭넓게 협의하였다.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2015.9.18, 서울)

윤 장관은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보전 및

특히 윤 장관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의 세

독립 존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지

계유산 등재 시도와 관련하여 세계유산위원

지를 강조하였으며, 민스크 휴전합의 이행을

회 의장국인 독일의 적극적인 역할 및 지지

위한 관계국들 간 지속적인 협의 등 우크라

를 당부하였고, 6월 25일 양국 장관은 전화

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크라이나 측의 건설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높
이 평가하였다.

로 이 사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독일 외교장관회담(2015.11.5, 룩셈부르크)

한편 윤 장관의 제12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2015년 11월 5일

이와 더불어 윤 장관은 2015년 9월 17~18일 공식 방한한 클림킨 장관과 회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양자 회담에서 10월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의 방한 이후

담을 개최하여 양국 고위 인사 교류 및 정례 협의체 활성화, 교역·투자, 인프라,

창조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 양국 간 실질협력 관계를 심화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인

농업 및 ICT 분야 협력 증진 등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식을 같이하였다.

협의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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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이탈리아 외교장관회담

슬로베니아가 발칸 지역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음을 평가하였고 특

윤병세 외교장관은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2015년 2월 7일 파올로 젠틸로니

히 에리야비치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제1차 경제공동위가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

(Paolo Gentiloni)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2014년 한·이탈리아 수교

서 교역·투자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130주년을 계기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탈리아 공식 방문 후속 조치의 이행

해 나가자고 하였다.

을 점검하는 한편 창조경제, 문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호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2014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윤병세 외교장관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사이버스페이스총회를 계기로 2015년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계기로 디자인·중소기업·산업기술·에너

4월 16일 이비차 다치치(Ivica Dacic) 세르비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

지·문화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MOU를 체결하여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행되

계 및 국제 현안 분야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2015년 밀라노 엑스포의 성공

윤 장관은 2014년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

적 개최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

서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

기로 하였다.

협정, 항공협정 등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자고 하였다.

(6)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회담

(8)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방한 및 한·EU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공식 방한한 카를 빅토르 에리야비치(Karl Viktor Erjavec)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1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페데리카 모게리니

슬로베니아 외교장관과 2015년 3월

(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2015년 5월 4일 한·EU 외

13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교장관회담을 열었다. 윤 장관과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한·EU 양자 관계를 넘어

증진 방안, 한반도·동북아 및 발칸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 문제, 이란 핵협상 등 핵 비확산, 사이버 안

지역 등 지역 정세에 관해 심도 있게

보, ISIL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등 지역 및 국제 현안에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을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관련 이슈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

채택하였다.

였다. 특히 윤 장관은 동북아 지역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회담(2015.3.1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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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세르비아 외교장관회담

윤 장관은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고 EU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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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 고위대표는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 경

북핵 문제 해결에 주는 시사점 등을 비롯하여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위한 국

험이 동북아에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EU의 지속적인 지지
와 협조를 약속하였다.

(9) 한·터키 외교장관회담

또한 윤 장관은 2015년 8월 5일 쿠알라룸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5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메블뤼트

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 회의에 참

차우쇼을루(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교장관과 2015년 5월 22일 양자회담을

석해 모게리니 고위대표와 별도 회담을 열고

열고 양국 간 교역투자·건설·방산 등 실질

상호 협력의 모멘텀 강화와 이란 핵협상 및 북핵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윤 장관

협력, 문화 및 영사분야 협력, 국제무대 협력

은 2015년 7월 14일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을 환영하고, 이 과정에서 모게리니

및 지역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EU 외교장관회담(2015.5.4, 서울)

고위대표가 성공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이란 핵협

윤 장관은 교역 및 투자, 인프라 건설, 방

상 타결의 모멘텀을 살려, 국제사회가 국제 비확산 체제의 남은 과제인 북핵문제

산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내실화하고 양

해결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윤 장관은 이러

국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

한 맥락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

하고, 2017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채

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EU의 변함없

로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

는 지지를 확인하였다.

및 인적 문화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터키 외교장관회담(2015.5.22, 서울)

윤 장관은 2015년 11월 5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2차 ASEM 외교장관

142

회의에 참석해 모게리니 EU 고위대표와 세 번째 양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윤 장

(10) 한·스위스 외교장관회담

관은 11월 초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 및 한·일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를 소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2월 7일 뮌헨안보회의 및 6월 1일 서울에서 열린

개하고, 우리 정부가 향후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협력을 지속적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하였으며,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한·일·중 3국 간

Europe)·아시아 회의를 계기로 디디에 부르칼테르(Didier Burkhalter) 스위스

협의 체제의 복원이 역내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측은 이란 핵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스위스 측의 지지를 확인하는 한편

합의 이후 후속 진전 상황에도 심층 의견을 교환하고, 이란 핵문제 해결 과정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인권 등 국제 이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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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2014년 1월 우리 대통령의 스

있는 가운데 항공협정 협상이 마무리된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크로아

위스 국빈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양국

티아의 인프라 건설, 방산 등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부하였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 및 국제 이

한·스위스 외교장관회담(2015.6.1, 서울)

슈에서 스위스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12)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를 희망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여 2015년 7월 29일 그제고슈 스헤티나

양측은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동북아평화

(Grzegorz Schetyna)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한·비세그라드

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다자안보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OSCE의

그룹 간 지역 협력,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

경험 공유가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특히 2015년 OSCE·아시아 회의의 서울 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을 주제로 폭넓게

최를 계기로 삼아 한국과 스위스 및 OSCE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의하였다.
윤 장관은 양국 협력의 틀이 양자 관계를

(11) 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회담

넘어 지역 협력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6월 13일 자그레브에서 베스나 푸시치(Vesna Pusic)

하면서 한·비세그라드 협력, 유라시아 친선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실질

특급 행사 등에 있어서 폴란드 측의 지원을

협력 증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한반도

요청하였다. 한편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이면서 남북한에 모두 상주공관을 둔

및 동북아 정세 등을 주제로 폭넓게 협의하

평화클럽 국가로서 폴란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

였다.

고, 특히 우리의 통일 노력을 위한 폴란드의 성공적 체제전환 경험을 공유해 나가

또한 윤 장관은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을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2015.7.29, 바르샤바)

자고 하였다.

계기로 2015년 9월 26일 유엔본부에서 푸시
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회담(2015.6.13, 자그레브)

치 외교장관과 두 번째로 회담하고 양국 관

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 장관은 양국 교역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144

(13) 제2차 한·영국 전략대화 및 한·영국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8월 10일 우리나라를 첫 공식 방한한 필립 해먼드
(Philip Hammond) 영국 외교장관과 제2차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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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양국 관계 현안은 물론이고 한반도·동

설명하였으며, 해먼드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에 공감하면서 긴밀한 협력

북아·유럽 등 지역정세, 기후변화·보건외

의사를 표명하였다. 해먼드 장관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노력이

교·사이버 안보·대테러 대응 등 국제 현안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개도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분야를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를 위한 추가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

윤 장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한·영국 전략대화(2015.8.10, 서울)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도 국가인 영국과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 한국이 함

(14) 북극 외교장관회의(Glacier) 계기 노르딕 5개국과의 외교장관회담

께 국제사회가 직면한 범세계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하였

윤병세 장관은 북극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2015년 8월 30~31일 앵커리지

다. 특히 윤 장관은 ‘인도주의 외교’에 전략적 방점을 두고 보건외교 및 개발협력

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노르딕 이사회(Nordic

분야에서 협력을 제고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며, 해먼드 장관도 한국이 비서방국

Council)’ 5개국 외교장관들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개최하였다.

가로는 유일하게 시에라리온 에볼라 퇴치 협력에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아
프리카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을 희망하였다.
해먼드 장관은 이란 핵문제 타결이 북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윤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의 건설적
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한·노르딕 외교장관들은 양자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노르웨이와는 방산 협력을, 스웨덴과는 경제공동위 개최방안을, 덴마크와는 차세
대 전자항법체제 개발 등 실질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르딕 국가들과의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극은 우리 정부의 신뢰

또한 윤 장관은 2015년 9월 29일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영국 측 요

외교 핵심 축의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북

청으로 해먼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여 한·영 간 포괄적이고 창조적 동반자

극이사회 이사국인 노르딕 지역 국가들과 다가오는 북극 시대에 대비한 협력 기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졌다. 윤 장관은 제2차 전략대화에서 합의한 대로 양국

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영사 분야 위기관리 협력 강화 차원에서 10월 말 제1차 한·영국 영사국장회
의를 런던에서 개최하고 이 회의를 계기로 영국의 위기관리센터 훈련을 참관하기

(15) 한·알바니아 외교장관회담

로 한 것을 평가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015년 9월 29일에 디트미

윤 장관은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및 포격 도발 이후의 남북 관계 현황을

146

르 부샤티(Ditmir Bushati) 알바니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강화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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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폭넓게

(17) 한·아이슬란드 외교장관회담

협의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11월 8~10일 아이슬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양 장관은 1991년 수교 이래 양국 우호협

드 대통령을 수행하여 방한한 군나르 브라기

력 관계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스베인손(Gunnar Bragi Sveinsson) 아이슬

이번 회담 시 체결한 경제협력협정에 근거하

란드 외교통상장관과 11월 9일 외교장관회

여 경제공동위 등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기업

담을 개최하였다. 윤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

간 교류도 꾸준하게 확대하는 한편, 외교부

시아와 유럽 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

간 정책협의체 신설, 문화 분야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자고 하

인 유라시아 구상을 소개하고 미래 북극 항

였다.

로가 상용화되는 경우, 물류 허브로서 잠재력이 큰 아이슬란드와 협력 강화를 희

한·알바니아 외교장관회담(2015.9.29, 뉴욕)

한·아이슬란드 외교장관회담(2015.11.9, 서울)

망하였다. 스베인손 장관은 아이슬란드가 강점을 지닌 지열 발전, 재생에너지, 수
(16) 한·키프로스 외교장관회담

산 분야 외에도 운송, 서비스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모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015년 9월 30일에 요아니

색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한·키프로스 외교장관회담(2015.9.30, 뉴욕)

스 카술리데스(loannis Kasoulides) 키프로

또한 양국 장관은 11월 말 파리 개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지역

(COP 21)에서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윤 장관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주

은 한국 소재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제로 폭넓게 협의하였다.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윤 장관은 북한

윤 장관은 1995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인권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

관계가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였으며, 스베인손 장관은 우리의 대북 정책에 아이슬란드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

2015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와 협조를 약속하였다.

수교 기념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세계
유수의 해운국가인 키프로스와 긴밀한 조선 해운 분야 협력을 이어가면서 자원개
발, 통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
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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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1차(3월, 오스트리아 빈) 및 제2차(4월, 오스트리아 빈)

외교부는 유럽 지역 국가들과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저변을

OSCE·아시아접촉그룹(ACG: Asian Contact Group) 회의, 제22차 OSCE 각료

확대하기 위해 각종 지역 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위기, 기후변화, 안보문제 등

이사회(12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등 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동북아 지역 정

당면한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유럽 국가들과 경제통상·문화·에

세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사이버안보, 테

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러, 기후변화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협력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Europe)
1949년 군사동맹으로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탈냉전 이후 아프가니

150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시아협력동반자국(Asian

스탄, 리비아 등 역외 분쟁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확

Partner for Co-operation)으로서 다양한 OSCE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다자안

산, 테러리즘, 해적,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노력을

보협력 및 신뢰구축 관련 기법과 경험을 습득하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 이해를

강화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재는 집단방위라는 본연

증진시켜 왔다.

의 임무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비전’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파트너 국가로서 NATO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

을 주제로 OSCE·아시아회의를 개최(2015.6.1~2, 서울)하여 테러, 재난관리

며, 2012년 9월 개별파트너십협력프로그램(IPCP) 체결을 통해 NATO와의 협력

및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한 OSCE와 아시아협력동반자국 간 협

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한국은 2010~2014년 NATO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작전

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OSCE·아시아 회의 처음으로 개회식을

에 지방재건 파견단을 통해 참여했으며, 상당한 재정 기여를 통해 아프간 군과 경

윤병세 장관, 부르칼테르 스위스 외교장관, 타나삭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이

찰의 발전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참석하여 각료급으로 개최하였으며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OSCE와 아시아협

이러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NATO는 주요 계기에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력동반자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의 공감대를 반영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동북

문제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논의에도 적

아평화협력구상 특별 세션을 개최하여 OSCE 회원국 및 협력동반자국 내 동북아

극 참여하는 등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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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리 정부는 NATO 위기관리훈련(CMX-2015) 참여와 NATO 평화안

제3절

보과학(SPS) 인포데이 행사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위협의 상호 이해
를 증진하고 NATO로부터 지역적 안보 협력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였다. 향후

중남미지역 외교

사이버안보 및 테러리즘 대응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회의 참여 등 군사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정상외교
1) 대통령 중남미 4개국(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2015년 4월 16~27일 콜롬비아, 페
루,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4개국을 순방하였다. 중남미 순방을 통해 총 78건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사절단 126명이 수행하여 7,000억
원 규모의 실질성과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건·의료,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에너지 신산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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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박 대통령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Calderón)
콜롬비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중남미 순방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후 페루 정부가 우리나라를 페루 국내법상 위생선진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
령령을 공포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 번째 국가로 콜롬비아를 4월 16~18일 공
식 방문하고, 산토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칠레 박 대통령은 4월 21~23일 칠레를 국빈 방문하여 미첼 바첼레트(Michelle

및 만찬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Bachelet)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두 정상은 2004년 한·칠레

관계’ 심화 방안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관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

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정상은 인

음을 평가하고 그간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

프라, 방산, 치안, 보건, 개발 등 다양한 분야

하여 한·칠레 FTA 이행위원회를 열어 FTA

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한반도 정세 및 콜롬비아

의 발전적 업그레이드를 논의해 나가기로 하

의 평화협상 진행 과정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였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이 기본 가치를 공

한·콜롬비아 정상회담(2015.4.17, 보고타)

유하는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전통적
한·칠레 정상회담(2015.4.22, 산티아고)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4월 18~21일 페루를 국빈 방문한 박 대통령은 오얀타

인 무역·투자 중심의 양국 간 협력을 방산,

우말라(Ollanta Humala) 페루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보건, 치

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확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워킹홀리

안,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데이 협정, 중소기업 및 글로벌 창업 MOU 등을 체결하여 미래지향적인 동반성

호혜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두 정상은 20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이후 양국 우호협력 관계가 수교

브라질 박 대통령은 4월 23~25일 순방 마

이래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평가하며, 기존

지막 방문국인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무역·투자 중심의 협력분야를 방산, 전자정

(Dilma Rousseff)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

부, 치안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다각화

고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경제, 교육, 문

하고 창조경제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선진 지식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기로

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성과를 심화·발전시

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총 20개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정상회담 직

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두

한·페루 정상회담(2015.4.20,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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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정상회담(2015.4.24, 브라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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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은 양국이 상호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인프라, 원자

등을 논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우

력,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호

말라 페루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세프 대통령은 우리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와 교육 및 혁신
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적극 희망하였으며, ‘국경 없는 과학’ 프로그램
에 지속적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양국 미래 세대 간 협력의 공고화를 위한 기반을

 고위급 외교

마련하였다.

1) 장관급 외교
2) 온두라스 대통령 방한
(1)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온두라스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Juan Orlando Hernández) 대통령이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5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호세

2015년 7월 19~22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7월 20일 개최된 한·온두라스

안토니오 미드(José Antonio Meade) 멕시코 외교장관과 2015년 5월 22일 제6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정무, 경제·통상, 인프라, 개발, 교육, 과학기술, 국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협

제 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반도와 동북아 및 중미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2)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파나마 외교장관회담

3) APEC 정상회의 계기 한·페루 약식 정상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7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파나마를 방문,
2015년 8월 19일 이사벨 데 생 말로(Isabel De Saint Malo) 파나마 외교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1월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

회담하고 1962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개발

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협력,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 예방,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오얀타 우말라(Ollanta Humala) 페루 대통령을 만나 한·페루 약식 정상회담을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윤병세 외교장관은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했다. 박 대통령은 4월 정상회담 이후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별 우리

(Juan Carlos Varela) 파나마 대통령을 예방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

측 대표단이 페루를 방문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 상황 점검 및 협력 사업 발굴

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파나마 내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 확
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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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총회 계기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

범한 중남미 신정부들과 우호협력 관계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측 고위

윤병세 외교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015년 9월 29일 클라우디아 루이스

인사의 중남미 방문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시유(Claudia Ruiz Massieu) 멕시코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
에서 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3) 양자 협의회

(4)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2015년 3월 13일 제5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

윤병세 외교장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15년 11월 19일 클라우디

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참석차 방한한 알레한드로 솔라노(Alejandro

아 루이스 마시유 멕시코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방안, 우

Solano) 코스타리카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현황과 지역 정세, 유엔

리 기업 멕시코 진출 확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공동 관

및 지역협의체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조태용 제1차관은 제12차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해 과테
말라를 방문하여 2015년 5월 14일 카를로스 마르티네스(Carlos Martinez) 과테

(5) 기후변화총회(COP21) 계기 한·코스타리카 외교장관회담

말라 외교차관과 제3차 한·과테말라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반 분야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 수

의 양국 간 협력 현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행을 계기로 2015년 11월 30일 마누엘 곤살레스 산스(Manuel González Sanz)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통상·투자, 건설·인프라, 기후변화·

한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2015년 2월 9일 레오나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기

도 아리사가(Leonardo Arizaga) 에콰도르 외교차관과 제3차 한·에콰도르 고위

구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무, 경제,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현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2) 특사 외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상훈 외교부 중남미 국장은 제2차 한·자메이카 정책협의회

158

2015년에는 볼리비아(1월)를 시작으로 우루과이(3월), 아르헨티나(12월) 등 3개

(10.27, 킹스턴) 및 제2차 한·엘살바도르 정책협의회(10.29, 산살바도르)에 수

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경축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새롭게 출

석대표로 참석해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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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FEALAC 30여 회원국의 정부 대표가 참가하여 ‘FEALAC 전체 협력사
업(FEALAC-wide project) 확대를 통한 회원국 간 연대 강화’를 주제로 기존

정의화 국회의장은 파나마(9.13~15), 코스타리카(9.15~17), 엘살바도르
(9.17~19)를 공식 방문하여 각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회의장과 면담하면서 양
국 간 우호 증진 및 의회 교류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FEALAC 전체 협력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을 논의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FEALAC 국별 협력 사업으로 2015년 10월 30일 ‘산학협력선도
대학(LINC)-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국제 산학협력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FEALAC 회원국인 페루,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태국 정부 및 학계 인사, 국내 산학협력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등 370여 명이 참

 지역협력 외교

석하여 산학협력 관련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산
학협력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

이어 윤병세 외교장관은 8월 21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제7차

and Latin America Cooperation), 중미통합체제(SICA: Central American

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가

Integration System),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시성 제고 ▲전(全) FEALAC 차원의 협력 사업을 통한 회원국 간 연대감 제고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등 중남미·카리브 지역

▲개발협력, 보건·의료, 교역, 사이버안보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추구를

의 각종 지역 기구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하면서 한·중남미 관계를 강

통해 두 지역 간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

화해 나가고 있다.

에 향후 FEALAC 발전에 우리의 적극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
된 산호세 선언에는 ▲2017년 제8차 외교장관회의 계기 ‘FEALAC 20주년 기념

1) FEALAC(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

행동계획’ 발표 ▲한국의 2015~17년 지역조정국 수임 ▲2016년 서울 개최 ‘지역
간 자유무역 세미나’ 개최 지지 ▲한국이 유치하고 있는 사이버사무국 활동 평가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정부 간 다자협의체인 동아시아·라틴아

및 국별 협력 사업 검토 기능 제안에 지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메리카협력포럼(FEALAC)에 적극 참여하여 두 지역 간 이해 제고 및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2) 제12차 한·SICA(중미통합체제) 대화협의체

2015년 3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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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차 한·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를 방문하고 2015년 5월 15일 과테말라 외교부에서 빅토리아 벨라스케스 데 아
빌레스(Victoria Velásquez de Avilés) SICA 사무총장, 카를로스 알프레도 카

윤병세 외교장관은 9월 29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제4차 한·CELAC 콰르

스타네다 마가냐(Carlos Alfredo Castaneda Magaña) 엘살바도르 외교부 정

테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는

무차관, 힐다 마리아 볼트 곤살레스(Gilda Maria Bolt Gonzalez) 니카라과 외

중남미·카리브 33개국 전체로 구성된 역내 최대 지역협력체로, 이번 회의에는

교부 SICA 담당차관, 루이스 미겔 인카피에 카르코(Luis Miguel Hincapie

CELAC 현 의장국 대표인 자비에르 라소(Xaier Lasso) 에콰도르 외교장관대리를

Carco) 파나마 외교부 정무차관 등과 한·SICA 간 치안 협력, 에너지 인프라

비롯하여 CELAC 전·차기 의장국(도미니카(공)·코스타리카) 및 CARICOM 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장국(바베이도스) 대표가 참석하였다.

협의하였다. 2012년 8월 니카라과에서 개최된 제11차 한·SICA 대화협의체

이 회의에서 양측은 개발, 빈곤퇴치, ICT 및 교육·과학·기술, 보건·의료,

회의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공식 결과문서로 ‘공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산업 역량 강화 등 양측 관심 분야에서 한·CELAC 실

동 성명’을 채택, ▲한·SICA 관계의 현황을 평가하고 ▲한·중미 FTA의 중요

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후변화 및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 글로

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며 ▲치안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발전 방

벌 이슈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CELAC이 2015년

향을 모색하는 데 한국과 SICA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8월 한국·중국·인도·러시아·터키 5개국을 중점 역외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
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 양측은 한·CELAC·ECLAC 세미나 개최

3)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등을 통해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중남미 국가들의 핵심 당면 과제 중 하나인 역내 치안 상황 개선을 위하
여 중남미 치안 기관 간부를 한국에 초청하고 치안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치

5) 제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안협력 세미나를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6월 23~26일

162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이민청장을 초청하여 제4차 세미나

외교부는 카리브 지역에서 외교 기반을 강화하고, 한·카리브 간 실질협력 방안

치안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의 선진 이민 행정

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2015년 10월 20일 제5차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바하마 환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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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장관, 도미니카연방 외교장관, 가이아나

외교부는 11월 25일 중남미지역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하여 ‘파트너십 강화와 우

행정·천연자원·환경장관, 수리남 천연자

호 증진(Strengthening Partnership, Enhancing Friendship)’을 주제로 ‘2015

원장관, 세인트키츠네비스 인프라·우편·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을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 경제계, 학계 등 각계 인사 약

도시개발·교통부 차관, 앤티가바부다 관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포럼에서는 한·중남미 전통적 협력 분야인 개발

광·경제·투자·에너지장관 자문대사, 아

협력뿐만 아니라 인프라,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이 분야 진출

이티 전력청장, 자메이카 국영석유공사 사

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전반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학계 및 국민

장,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국영전력회사

의 중남미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CEO 등 카리브지역 9개국 고위인사 및 카리브공동체(CARICOM) 사무차장이 참

외교부는 2008년부터 한·중남미지역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석한 가운데 ‘한·카리브지역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중남미 고위급 인사들을 방한 초청하여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을 연례 개최해

국과 카리브 지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왔으며 이 포럼은 한국과 중남미 정부 간 중요한 협력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6) 민관 합동 치안협력 사절단 파견
8)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와의 협력
외교부는 중남미 치안 취약국에 우리의 치안 분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민관 치안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오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고 있다. 2015년에는 11월 1~6일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America and the Caribbean)는 중남미 지역 경제 발전과 역내·외 국가 간 경

을 단장으로 외교부, 검찰청, KOICA 및 민간 업체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해

제 관계 강화를 위해 1948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 지역경제위원회로, 우리나라는

치안 분야 협력 증진을 통한 현지 우리 동포 안전 확보 및 관련 우리 업계의 진출

2007년 7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

기반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해왔다.
한국과 ECLAC은 2012년 5월 ‘한·ECLAC 협력 MOU’에 서명하여 정보 교류,

7) 제8차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인턴 파견, 세미나 개최 등 한·ECLAC 협력기금을 활
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양측 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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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5년 3월 경제·통상 분야 연구 업무를 수행할 우리 전문가를

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

ECLAC 사무국에 파견하였으며 2015년 4월 아시아·중남미 지역 무역 관계에서

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센터는 홈페이지(energia.mofa.go.kr) 운영 및 월간

중소기업 역할 확대를 주제로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ECLAC과의 협력을 확

웹진 <Latin Energy & Resources>, 입찰 정보, 주간 동향, 뉴스레터 발간 등을

대해 나가고 있다.

통한 중남미 자원·인프라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미나 및 심포
지엄 개최를 통한 연구 활동, 기업 상담 등의 다양한 업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

9) 한·중남미 문화콘텐츠 카라반 파견

남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정부 부처, 공공 기관, 기업체, 학계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심포지엄’을

외교부는 11월 18~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멕시코, 페루, 브라질에 민

개최하여 중남미 시장 현황, 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시 금융지원 활용

관합동 ‘중남미 문화콘텐츠 카라반(단장: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방안, 해외 사업 관리 경험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실장)’을 파견하여 신흥 문화콘텐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 문
화콘텐츠 분야의 교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1)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제방송
교류재단(아리랑 TV) 등 공공 기관 전문가와 16개 문화콘텐츠 민간 기업 담당자

외교부는 차세대 중남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등으로 구성된 카라반 대표단은 멕시코, 페루, 브라질에서 한류 공연을 개최하고

을 시행하여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중남미 관련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

수출상담회를 마련해 우리 문화 콘텐츠 및 K-Pop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 및 문화

회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였다. 특히 이번 카라반에는 플랜트·건설·전력

2015년에는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기자재 등 문화콘텐츠 연관 사업 관계자들도 참여하여 한류의 융합을 통한 중남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미 시장 동반 진출 기반을 제공하였다.

Labor Organization) 중남미지역본부,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Cooperación Andina de

10)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운영

Fomento),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등 12개 지역 기구에 총 26명의 인턴을 파견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이래 총

외교부는 중남미 지역의 각종 자원·에너지, 인프라·건설, 환경 분야 진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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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및 파나마 대통령, 콜롬비아·멕시코·페
루 외교장관, 필리핀 재무장관, IMF 부총재

외교부는 2011년부터 중장기 유망 협력 분야(전자정부, 보건·의료, 인프라, 과

등이 참석하였다.

학기술 등)의 신규 협력 사업 발굴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해 브라질, 페루,

조태열 차관은 ‘아시아가 바라보는 태평양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중남미 중점 협력국들을 대상으로 중점협력사절

동맹’ 세션에 패널로 참석, 태평양동맹에 대

단을 파견하고 있다.

한 한국의 시각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5년 10월에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전자정부 협

카르타헤나 대화(2015.3.7, 콜롬비아)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협력체

력사절단을 파나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전자정부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중남

인 태평양동맹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미 전자정부 네트워크 회의’ 및 ‘열린 정부 파트너십’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중남미

되었다.

국가들과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선진 시스템의 대중남미
확산을 촉진하였다.
11월에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페루, 에콰도르, 칠
레에 파견하여 1,48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시행하고, 6개의 MOU를 체결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3) 카르타헤나 대화: 환태평양 정상회의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2015년 3월 6~8일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주최한 ‘카
르타헤나 대화: 환태평양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카르타헤나 대화’는 아시아 지
역과 중동 지역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와 ‘마나마 대
화(Manama Dialogue)’를 개최해 온 국제전략연구소가 처음으로 개최한 중남미
지역 정책회의이다. 이 회의는 ‘태평양동맹과 아시아’를 주제로 개최되어, 콜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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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개최했다. 또한 알제리, 이라크, 이란, 이집트 등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제4절

하고 양자 간 고위급 협의체를 활발히 운영하였을뿐 아니라, 아랍연맹, 걸프협력

아프리카·중동지역 외교

였다. 아울러 제1회 한·EU 중동 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 전문가들과

이사회(GCC) 등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역내 기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

의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상외교
1) 한·쿠웨이트 정상회담

170

아프리카와 중동은 위험과 기회가 교차하고 있는 지역이다. ISIL, 알카에다, 보코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2일 중동 4개

하람, 알샤바브 등 극단주의 세력들이 발호하는 가운데 시리아, 이라크, 예멘, 리

국 순방 첫 대상국인 쿠웨이트에서 사바 알아

비아, 나이지리아의 정세 불안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

흐메드 알자베르 알사바(Sabah Al-Ahmed

다. 반면 중동 산유국들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여 산업 다변화를 추구하고

Al-Jaber Al-Sabah)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

있고, 이란 핵협상이 2015년 7월 14일 타결되었으며 아프리카 지역이 대체적으

회담을 열고 실질협력 발전 방안에 관해 심

로 사회 안정을 바탕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은 우리 정부의 대

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쿠

아프리카·중동 관계 증진에 기회가 되고 있다.

웨이트 비전 2035’와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한·쿠웨이트 정상회담(2015.3.2, 쿠웨이트)

우리 정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위험 요인은 적극 관

계획’은 모두 창의와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추

리해 나가는 한편, 대아프리카·중동 외교 심화·확대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

구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고 하면서, 기존의 에너지·건설 분야 중심의 협력

울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

에 더하여 ICT, 철도·교통, 보건의료,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형 협력 방안을 적극

르 4개국을 순방하였고 요르단, 세네갈, 보츠와나, 나이지리아 등 국가들과 정상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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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 국왕은 쿠웨이트 정부와 국민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

관계가 다양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국회 차원의 협력은 물론이고 한

살만 국왕은 사우디 국민이 한국의 기술력에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고 양국 간

국 기업과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호혜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반도 및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회담은 에너지 및 건

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SMART 공동 파트너십 및 인력양성 양해각

설·플랜트 등 전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보건·의료, ICT, 방산 등

서(MOU)’에 근거하여 우리의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SMART)를 세계 최초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견

상용화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 외에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해운협정’,

인하고, 영사 분야 개선 조치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증진하

‘창조경제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 신뢰 관계를 바

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탕으로 협력을 다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 한·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3) 한·UAE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위치한 에르가(Erga)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5일 중동 순

궁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

방의 세 번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에

King Salman bin abdulaziz Al-Saud) 사

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우디아라비아 국왕과의 오찬 및 정상회담에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UAE

서 양국 간 상생의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다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근

박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는 한국과 UAE

혜 대통령은 우리의 제1위 원유공급국이자

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점을 재차 확인하

제1위 해외 수주 시장, 그리고 중동 지역 최

고, 에너지, 원전, 건설·플랜트, 보건·의

대 교역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한국의 ‘라피

료, 제3국 공동 진출, 농업·할랄 식품, 정

크(아랍어로 동반자)’로 칭하며 원유 수출입 및 건설 분야에서의 그간의 협력에

보·보안, 수자원,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하여 원전, ICT, 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투자, 치안 등 제반 분야로 협력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글로벌 문제

한·사우디 정상회담(2015.3.3, 리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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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식환영식(2015.3.5, 아부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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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카타르의 ‘국가비전 2030’을 상호 접목하여 신기술, ICT 등 고부가가치 분
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타밈 국왕은 카타르가 산업

는 한국과 UAE가 명실공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다변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카타르의 경제성

강조하고, 양국이 전통적 협력 분야에서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더욱 높은 차원의

장 모델이자 아시아 국가들 중 긴밀한 협력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

을 유지하는 국가로, 한국과 전방위적 협력

였다.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준비가 되어 있

모하메드 왕세제는 한국과의 관계에 큰 자긍심을 느끼고 양국 관계는 매우 중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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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요하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증

양측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확

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정상회담 직후 박 대통령

대해 나가기로 하였고 특히 한반도 정세와

과 모하메드 왕세제는 ‘주UAE 한국문화원 설립 MOU’, ‘제3국 공동진출 MOU’,

관련하여 박 대통령은 카타르가 남북 관계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전폭적으로 지

‘제3국 원전사업 공동 진출 MOU’, ‘할랄 식품 MOU’, ‘농업협력 MOU’, ‘세관상호

지를 보내준 데 감사를 표하였다.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서는 양국

지원협정’ 등 총 6건의 합의문 체결식에 임석하였다.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외교원 간 외교관 훈련 협력 MOU’, ‘원자력 인력 양성 및

한·카타르 정상회담(2015.3.8, 도하)

연구개발 협력 MOU’, ‘관광 협력 MOU’, ‘교육 협력 MOU’ 등이 체결되었다.

4) 한·카타르 정상회담
5) 하메드 UAE 왕세제실장 방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6~8일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여 타밈 빈 하마드 알

174

사니(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개최하

박근혜 대통령은 제7차 세계물포럼에 참석하

고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더 한층 발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에너지·건

기 위해 방한한 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설 플랜트 등 전통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함과 아울러 양국 간 투자 확대

(Sheikh Hamed bin Zayed al Nahyan) 아

및 원자력, 보건·의료 등 새로운 신성장동력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

랍에미리트(UAE) 왕세제실장을 2015년 4월

였다. 박 대통령은 카타르가 에너지와 건설 등 전통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긴밀한

14일 접견하고, 수자원 분야 협력, 투자 협

협력 파트너이자, 신성장동력 분야의 핵심 동반자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창조경제

력,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 진출 등 양자 협

하메드 UAE 왕세제실장 접견(2015.4.14, 서울)

175

3장
2016 외교백서

력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4절 아프리카·중동지역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하였다. 특히 물라투 대통령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에티오피아에서 확산되기를

박 대통령은 앞선 3월 한·UAE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가 크게 확

희망하며,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대되었다고 평가하고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 부문 협력과 더불어 상호 투자 확대,

요청하였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오랜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

우리의 기술과 UAE의 네트워킹 및 금융을 결합한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 진출

야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등 앞으로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하였다. 하메드

된다.

왕세제실장은 한국과 UAE 간 협력이 여타 중동 국가에도 서로 협력의 롤모델이
되도록 하려는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

7) 한·세네갈 정상회담

다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방한한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과 2015년 6월

6)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4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 방
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아프리카 지역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7차 세계 물포럼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물라투 테쇼메 위

양한 의제를 놓고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르투(Mulatu Teshome Wirtu) 에티오피아 대통령과 2015년 4월 14일 서울에서

나누었다.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의

박 대통령은 살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

견을 교환하였다.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가 6·25전쟁 당시 아프리카 국가 중

하면서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협력이 해양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혈맹으로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

수산·농업·보건·교육·문화·국제무대

가했다. 물라투 대통령은 한국은 혈맹국이자 형제와 같은 나라로, 특히 에티오피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역·글

아는 한국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고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로벌 이슈와 관련한 협력도 지속 증진시켜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세네갈 대통령은 한국을 발전 모델로 배워 가고자 한다면

두 정상은 긴밀한 양국 우호 관계 및 협력 잠재력에 비해 아직 경제 협력은 미
진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에티오피아의 자원 및 노동력과 한국의 발전 경험
및 기술을 잘 연계하여 상생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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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네갈 정상회담(2015.6.4, 서울)

서 양국 간 농업·교육·통상투자·ICT·인프라건설·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
에서의 협력 강화에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박 대통령은 세네갈의 경제 발전 전략인 ‘도약계획’을 실현하는 데 우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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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전 경험과 기술 등을 활용한 협력 잠재력이 다대함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통

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압둘라 국왕은 한국의 요르단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상·투자, 건설·에너지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자고

양국 간의 우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였다.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외교협의체 구성 약정’, ‘통상·산

9)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

업·투자협력 MOU’, ‘해양수산협력 MOU’ 등 3개 MOU가 체결되었다. 양 정상
은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양국 국민에게 새로운 협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27일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해

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모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대테러, 부패 척결, 경제, 영사, 국제무대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및

8) 한·요르단 정상회담

지역 정세를 논의하였다.

한·요르단 협정서명식(2015.9.11, 서울)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10~11일 공식

박 대통령은 2014년 기준 아프리카 내 우

방한한 이븐 후세인 압둘라 2세(Abdullah Ⅱ

리의 최대 교역국인 나이지리아와 정치·안

Ibn Al Hussein) 요르단 국왕과 2015년 9월

보·경제 측면 모두에서 협력 확대를 기대하

11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증진,

면서, 특히 경제협력 강화 측면에서 이중과

경제·통상, 의료,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

세방지협정 발효를 위한 나이지리아 측 국내 절차의 조속한 완료와 해상 광구 개

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시

발 사업 분쟁의 해결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

리아 난민 지원,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및 인

였다.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2015.9.27, 뉴욕)

권, 북한 문제 등 지역 정세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요르단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및 ‘한·요르단 전

10) 한·보츠와나 정상회담

력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178

박 대통령은 압둘라 국왕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사의를 표하며 공통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한 세레체 카마 이언 카마(Seretse

이 많은 양국이 더욱 긴밀해지고 미래지향적 상생 발전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Khama Ian Khama) 보츠와나 대통령과 2015년 10월 23일 정상회담을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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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한 중동 정세와 한반도 주변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
하였다.

를 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 도발 및 인권침

2) 한·세네갈 외교장관회담

해에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

한·보츠와나 정상회담(2015.10.23, 서울)

에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

윤병세 외교장관은 세네갈 대통령 공식 방한 준비를 위해 방한한 망퀘르 은디아

는 데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박 대

예(Mankeur Ndiaye) 세네갈 외교장관과 2015년 6월 2일 오찬회담을 열고 양국

통령은 보츠와나가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등

관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에너지·인프라 구축 사업 및 전투기 교체 등 방산군수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

윤 장관은 2014년 한·세네갈 정책협의회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되고

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외교부 간

2014년 11월 다카르에서 개최된 프랑스어권 정상회의에 우리 외교장관 특사가

협력 MOU’, ‘전자정부 분야 협력 MOU’, ‘전력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참석하는 등 양국 간 고위급 차원의 교류가

MOU’가 체결되었다.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세네갈 대통령
및 외교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
욱 도약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은

 장관급 외교

디아예 외교장관은 한국이 추진 중인 세네
갈 농업, 보건, 교육, 해양 분야 등의 개발 협

1) 한·팔레스타인 외교장관회담

력 사업에 만족을 표하고 인프라 및 ICT 분

한·세네갈 외교장관회담(2016.6.2, 서울)

야 등으로의 협력 확대·강화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및 지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2월 13일 리아드 말키(Riad Malki) 팔레스타인 외교

역 정세 이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과 회담했다. 말키 장관의 방한은 2014년 12월 윤 장관의 팔레스타인 방문
의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양국 장관은 양자 정책협의회 개최, 개발 협력, 팔

3) 에티오피아 총리 예방

레스타인 외교관 방한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협의하고 이스라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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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은 제3차 개발재원회의 참석차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2015년 7월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7월 14일 제3차 개발재원회의 참석차 에티오피아

11일 하이을러마리얌 더살런(Hailemariam Desalegn) 에티오피아 총리를 예방하

를 방문한 테드로스 아드하놈(Tedros Adhanom) 에티오피아 외교장관과 회담했

고 양자 간 주요 현안과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2015년 4월

다. 양국 장관은 양국 관계 평가,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제4차 한·아프리카 포

물라투 테쇼메 위르투(Mulatu Teshome Wirtu) 대통령 방한을 비롯한 양국 고위

럼의 공동 개최, 국제무대 협력 등을 주제로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테드로

인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에티오피

스 장관은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 기업의 에티오피아 투자 확대를 희망

아 투자, 개발 경험 전수, 양국 간 국제무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하였고, 윤 장관은 현재 양국 간 논의되고 있는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

한편 하이을러마리얌 총리는 2013년 G20 참석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

약의 조속한 체결이 양국 경협 관계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

피아 방문을 요청했음을 상기시키며, 조만간 박 대통령과 함께 아디스아바바에서

히 양국 장관은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될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의 성공적인

양국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협력을 지속하
기로 하였다.

4) 주마 AU 집행위원장 면담
6) 한·알제리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7월 13일 제3차 개발재원회의 참석차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은코사자나 들라미니 주마(Nkosazana Dlamini Zuma) 아프리카 연합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7월 15~16일 알

(AU: African Union) 집행위원장을 면담하고 아프리카의 부상과 AU의 역할, 우

제리를 방문하여 람탄 라마므라(Ramtane

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정책 및 한·아프리카 협력,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Lamamra) 알제리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AU 수장과의 면담을

국 관계 전반, 실질 경제협력, 개발 협력, 국

통해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및 기여 내용을 설명하고, 양측 간 협력 증진 방

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을 주제로 폭넓게

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아프리카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

의견을 교환했다.

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라마므라 장관은 양국 간 2006년 수립된

한·알제리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2015.7.16, 알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상호 이해와 우호 및 가치 공유를 토대로 발전해 오고 있음

5) 한·에티오피아 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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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 관계로서 앞으로 실질 경제협력 관계를 고부가가치형으로 업그레이드 및 다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이란 핵합의(2015.7.14) 이후 한·이란 양

변화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며, 양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인

있음을 강조하였다.

프라 등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문화·관광·개발협력, 학술교류 등 다양

또한 윤 장관은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

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 압둘말리크 살랄(Abdelmalek Sellal)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강화
방안,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아프리카와 중동 정세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

8) 한·이라크 외교장관회담

을 교환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7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2015년 9월 29일 이브라힘 알자
파리(Ibrahim al-Jaafari) 이라크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장

7)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관은 양국 관계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전
반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2015년 11월 7일 2회에 걸쳐 모하마드 자

고위 인사 교류 증진,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

인도적 지원 및 이라크 내 한국 교민 보호 방

란 외교장관과 한·이란 외교장관회담을 개

안을 논의하였다.

최하였다. 윤 장관은 제70차 유엔총회를 계

양국 장관은 과거 어려운 시기를 겪은 한

기로 2015년 9월 30일 자리프 이란 외교장

국이 국가 건설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

관과 회담하고, 이란 핵합의 및 제재 문제

탕으로 이라크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윤 장관은

뿐 아니라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 경제협력, 보건·문화 협력 증진 및 국제무

1,0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어려운 치안 여건 속에서도 인프라 건설 등 이라크의

대 협력 등을 협의하였다. 동 계기 자리프 장관이 윤 장관을 이란에 초청함에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라크 정부의

따라 윤 장관은 11월 7일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14년 만에 최초로 이란을 공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알자파리 장관은 한국인들의 이라크 재건 과

식 방문하여 한·이란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란 핵합의 이행 상황 평가

정에서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이라크 체류 한국인들을 이라크 정부에서 적극

및 북핵문제의 함의, 한·이란 양자 관계, 중동 지역 현안 및 동북아 정세 등에

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이란 외교장관회담(2015.11.7,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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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9월 30일과

한·이라크 외교장관회담(2015.9.29,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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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국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및 아프리카 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무
대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7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2015년 9월 29일 미국 뉴욕에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

11) 한·보츠와나 외교장관, 통상산업부 장관 합동 회담

미리트(UAE) 외교장관과 한·UAE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3월 UAE 방문 후속 조치와 더불어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관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10월 21~24일 공식 방한 중인 세레체 카마 이언 카

의견을 교환하였다.

마(Seretse Khama Ian Khama) 보츠와나

양국 장관은 공히 현재 UAE 바라카에서 원전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펠로노미 벤슨모이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고 우리 병원의 UAE 진출, 양국 간 직항편 확대, UAE 내

토이(Pelonomi Venson-Moitoi) 외교장관

한국문화원 설립, 양국 국민 비자 면제 협정 체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

및 빈센트 세레체(Vincent Seretse) 통상산

한·UAE 관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업장관과 2015년 10월 22일 회담하고 양국
간 정무, 경제, 교육, 문화 분야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 장관

10) 한·앙골라 외교장관회담

한·보츠와나 외교/통상산업장관 합동 회담
(2015.10.22, 서울)

을 10년간 지낸 벤슨모이토이 외교장관은 경제 발전 전략과 교육 전략을 성공적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70차 유엔총회를 계기

으로 접목한 우리나라가 직업기술 교육 등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해 주기를 요

로 2015년 9월 30일 레벨루 치코티(Georges

청하였다. 윤 장관과 세레체 통상산업장관은 발전 등 인프라 분야와 태양열을 포

Rebelo Chikoti) 앙골라 외교장관과 회담하

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 정무 및 경제 협력, 교육 등 개발 분야 협
력, 안보리 등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에 관해
한·앙골라 외교장관회담(2015.9.30,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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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이집트 외교장관회담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2016년 치코티 장관
방한 및 제3차 차관급 경제공동위 개최 등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11월 22~24일 공식 방한한 사메 슈크리(Sameh

고위인사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양국이 안보리

Shoukry) 이집트 외교장관과 회담을 2015년 11월 24일 개최하였다. 양국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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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5년 수교 20주년을 맞아 제반 분야에

원, 주택 건설 사업 등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이후 재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

서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2015년

을 요청하였다. 이번 면담은 인도주의 협력으로 다져진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양

도에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이해를 제

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된 점을 평가하였다.
한·이집트 외교장관회담(2015.11.24, 서울)

양국 장관은 투자 유치, 경제·개발협력,

 정부 간 협의체

문화, 관광 등 양자 협력 분야 협력, 테러리
즘 대응, 중동 정세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주제로

1) 공동위원회

의견을 교환하였다.
(1) 제2차 한·세이셸 공동위

제2차 한·세이셸 공동위가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국장과 미셸 루스토라란

13) 시에라리온 부통령 면담

(Michel Loustau-Lalanne) 세이셸 외교교통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2015년 5월

시에라리온 부통령 면담(2015.12.14, 서울)

윤병세 외교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 협의차

1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2016년 수교 40주년 기념사

방한한 빅터 포(Victor Foh) 시에라리온 부

업을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석유탐사, 어업 분야 등 경제협력, 해적 퇴치 등 안보

통령과 2015년 12월 14일 면담하고 우리 정

분야 협력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세이셸 측은 우리와

부의 에볼라 대응 지원을 비롯하여 정무, 경

관광 분야 및 교육, 보건 분야 등 협력 분야 확대를 희망하였고 양측 수석대표는 향

제, 개발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후 이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교환하였다. 윤 장관은 우리 정부가 시에라
리온에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 및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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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차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에볼라 극복에 기여한 것을 언급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식수시설 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오하드 코헨(Ohad Cohen) 이스라엘 경제부 대

원 등 보건 분야 개발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포 부통령은 우리

외무역담당 차관보와 2015년 6월 24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제6차 한·이스

정부의 유상 원조로 추진 중인 수도 프리타운 시청사 건설을 비롯하여 한국이 병

라엘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양국 경제 관계를 평가하고, 교역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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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연구개발(R&D), 과학기술 공동 연구 프로그램 등 과학기술 분야 및 기후변
화, 물, 에너지 등 지속가능개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측
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교류가 경제협력의 바탕이라는 인식 아래 이스라엘에 진
출한 우리 기업인들에게 사증 발급 애로 해소,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운전면허 상
호인정 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을 요청하였고 이스라엘 측은 적극적 협조를 언급
하였다.

(3) 제3차 한·케냐 경제공동위원회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15년 11월 24일 벤슨 오구투(Benson H.O.
Ogutu) 케냐 외교차관보와 제3차 한·케냐 경제공동위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양
국 간 교역·투자 확대, 에너지 분야 협력, 인프라 분야 협력, 관광 협력, 개발·
기후변화·전자정부 분야 협력 등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우리
측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 정보 제공을 요청
하고, ‘원자력 협력 부처 간 MOU 및 한전 등 민간기업 간 MOU’, ‘전자정부 분야
협력 MOU’ 등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케냐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가입을
통해 기후변화, 환경 분야로 협력 확대를 당부하였다.

2) 정책협의회
2015년도 총 19차례의 차관보·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아프리카·중동국가
들과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뿐만 아니라 국제무대 협력,
개발협력,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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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일시, 장소

수석대표

제1차 한·적도기니
정책협의회
제1차 한·콩고민주
공화국 정책협의회
제1차 한·이라크
정책협의회
제1차 한·앙골라
정책협의회
제1차 한·나미비아
정책협의회
제1차 한·잠비아
정책협의회
제3차 한·탄자니아
정책협의회
제1차 한·코트디
부아르 정책협의회
제1차 한·짐바브웨
정책협의회
제2차 한·이란
정책협의회
제3차 한·레바논
정책협의회
제1차 한·콩고
공화국 정책협의회
제1차 한·가나
정책협의회
한·이란 고위급
정책협의회
제5차 한·수단
정책협의회
제1차 한·팔레스타인
정책협의회
제1차 한·르완다
정책협의회
제3차 한·카메룬
정책협의회
제1차 한·마다가스카르
정책협의회

2015.1.30,
서울
2015.2.16,
서울
2015.3.16,
서울
2015.3.25,
루안다
2015.3.26,
빈투후크
2015.3.27,
루사카
2015.5.12,
서울
2015.5.13,
서울
2015.5.26,
서울
2015.6.11,
서울
2015.6.17,
베이루트
2015.6.19,
브라자빌
2015.8.27,
아크라
2015.9.12,
테헤란
2015.10.20,
서울
2015.10.22,
서울
2015.10.26,
서울
2015.11.11,
서울
2015.12.11,
안타나나리보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카르멜로 미차 은게마 미시 적도기니 외교협력부 기획조정실장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루이스 은쿠루파 몬톰바 로코수 콩고민주공화국 외교부 아주국장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자와드 알 힌다위 이라크 외교부 아시아대양주 국장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안드레 판조 앙골라 외무부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파둘레니 카이노 싱겐 나미비아 외교부 양자차관보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조지 줄루 잠비아 외교부 사무차관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음벨라 브라이턴 카이루키 탄자니아 외교부 아시아대양주 국장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파나 코피 코트디부아르 외교부 양자협력총국장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조이 빔하 짐바브웨 외교부 사무차관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압돌라술 모하제르 헤자지 이란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 국장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샤르벨 웨흐베 레바논 외교·이민부 정무국장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알베르 은쿠아 외교부 사무차관보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무함메드 이누사 가나 외교부 아태 국장
김홍균 차관보
이브라힘 라힘푸르 이란 외교부 아태 차관보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다팔라 엘 하즈알리 수단 외교부 양자관계 총국장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마젠 샤미야 팔레스타인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호주 담당 차관보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올리비에 은두훈지레헤 르완다 외교부 다자국장
김홍균 차관보
펠릭스 음바유 카메룬 외교부 사무차관
권희석 아프리카중동 국장
엘리누루 티아나마에파 마다가스카르 아시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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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리비아 및 예멘 정세 등 중동 지역 내 다양한 의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3) 중동정책협의회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제1차 한·걸프협력이사회(GCC) 전략대화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015년 9월 30일 회원국 대

한·GCC 전략대화(2015.9.30, 뉴욕)

(3) 제1회 한·EU 중동 문제 국제회의

표[카타르 외교장관(의장), 바레인·쿠웨이

제1회 한·EU 중동 문제 국제회의가 2015년 3월 19~20일 서울 신라호텔에

트·오만 외교장관, 사우디 외교차관, UAE

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부 조태용 1차관이 개회사를, 리처드 호윗

국제기구 국장 및 GCC 사무총장]들과 제1차

(Richard Howitt) 유럽의회 의원, 나빌 파흐미(Nabil Fahmy) 전 이집트 외교장

한·GCC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2015

관이 환영사와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 회의는 정부와 민간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GCC 4개국 방문을

1.5트랙 성격으로,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계기로 한·GCC 간 협력이 고부가가치 분야

무스타파 자라니(Mostafa Zahrani) 이란 외교부 국제문제연구소(IPIS) 소장, 무

로 폭넓게 확대되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스타파 아부 샤구르(Mustafa Abu Shagur) 리비아 전 부총리 등 30여 명의 국내

전방위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포스트오일(Post-oil) 시대

외 중동 전문가 및 정부 관료가 참석하였다.

를 대비한 GCC 각국의 산업 다변화 정책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참가자들은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핵심 현안인 ▲북아프리카의 개

하고 GCC 국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양측은 또한 시리아, 이라크, 예

혁과 민주주의 ▲시리아, 이라크와 ISIL ▲이란과 걸프 지역 안보 ▲팔레스타인

멘, 리비아 등 중동 내 핵심 현안을 점검하고, 유엔 및 주요국들과의 협력으로 정치

문제 ▲새로운 중동을 위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번 국제회

적 해법을 조속히 모색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동북아 역내 북한 핵 미

의는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사일 개발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과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동 지역 정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국의 중동 문제 전
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한·중동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나가는

(2) 중동정책협의회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네 차례의 중동정책협
의회를 개최하였다. 중국(1.6, 서울), EU(3.18, 서울), 일본(4.24, 도쿄), 터키

4)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6.15, 이스탄불)와의 중동정책협의회는 ISIL 대응, 이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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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차 한·일·중 아프리카 정책대화
1)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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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중동 우호협력 증진

제5차 한·일·중 아프리카 정책대화가 3국 외교부 아프리카 담당국장 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015년 9월 15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3국 간 아프리

1) 아프리카의 날 계기 한·아프리카 투자 포럼

카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 안보 증
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되어 온 이 정책대화는 2011년 12월

외교부와 전경련은 2015년 5월 27일 아프리카의 날(Africa Day)2)을 계기로 한·

제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으나, 2015년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아프리카 투자포럼을 공동 주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아프리카 외교단 및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재개를 합의함으로써 약 4년 만에 다시 개최되었

우리 주요 기업 인사 약 150명이 참석한 가

다.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한·일·중 3국의 아프리카 정책방향, 3국의 대아프리

운데 우리 기업인들과 주한아프리카 외교단

카 협력 활동, 아프리카 주요 정세 및 3국 간 아프리카 관련 협력 가능 분야 등에

이 참석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킹

관해 논의하였다.

오찬, 아프리카 주요국의 개발프로젝트를 소
개하는 아프리카 프로젝트 페어, 일대일 비

(2) 제2차 한·영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즈니스 상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국장은 닐 위건(Neil Wigan) 영국 외교부 아프리카

사는 아프리카인들의 화합의 날을 축하하는

국장과 2015년 10월 12일 서울에서 제2차 아프리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시에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

이 협의회는 양국 간 아프리카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아프리카의 지속가

써 한·아프리카 간 경제·통상 협력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데이 비즈니스포럼(2015.5.27, 서울)

능한 개발과 평화 안보 증대를 위한 한·영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
11월 런던에서 시작되었으며, 2014년 12월 제2차 한·영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2) 제8회 아랍문화제

양국 외교장관이 이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제2차 정책협의

194

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아프리카 정세 전반에 관

제8회 아랍문화제가 2015년 6월 4~10일 서울과 부산에서 시민들의 호응 속에

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과 상호 협력 가능 분야 등에 관해 논

개최되었다. 2008년부터 한·아랍 간 ‘양방향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

의하였다.

는 아랍문화제는 평소 접하기 힘든 아랍문화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하여

1) (우리 측) 권희석 아프리카중동국장, (일본 측) 마루야마 아프리카국장,
(중국 측) 린쑹톈 아프리카 국장

2)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전신으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의 설립
(1963. 5. 25)을 기념하는 날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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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 간 민간 분야 교류 확대 및 상호 소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4) 한·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

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문화제에서
는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등

2015년 8월 24~30일 이집트 내 대학 한국

아랍 10개국의 영화 10편이 상영되었다.

어과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프

이와 더불어 일반인 및 병원 의료진을 대상

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

으로 한 아랍 알기 특강도 각각 진행되어 다

다. 한국 학생 또한 프로그램 전 일정에 동

양한 시각을 기르고, 올바른 아랍 정보를 제

행하여 동세대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 차이

공하여 한·아랍 간 문화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

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다. 개막식에는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및 주한 외교단 등이 참석하였다.

2015년 11월 22~2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제8회 아랍문화제(2015.6.4~10, 서울·부산)

한·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2015.8.24~30, 한국)

주관하는 인력 양성 사업의 우수 학생들이 아랍에미리트 및 카타르를 방문하였

3) 이프타르 만찬

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프로그램은 현지 문화 체험 이외에도 현
지 취업 방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를 마련하여 더욱 생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2015년 7월 10일 저

생한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였다.

녁 이슬람 및 중동 관계 인사 130여 명을 초청해 이프타르 만찬을 개최하였다.
외교부는 2004년부터 매년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5) 제8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Conference) 회원국의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이프타르 만찬을 개최해 왔다. 금
년 행사는 아랍어 방송 개국 40주년을 맞은 KBS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조대현

제8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행사가

KBS 사장, 이라크전 종군기자로 활동한 이진숙 대전 MBC 사장, 알 하스나 아람

2015년 10월 9일~11월 22일 카타르, 아랍

코아시아코리아 대표이사, 김동철 S-oil 수석부사장,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아랍

에미리트, 레바논, 바레인에서 양측 정부 인

인 유학생 등 각계 이슬람 및 중동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내 거주 무슬림 사회와

사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

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 및 우리 국민의 이슬람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에 개최되었다. 2008년부터 문화 공연 및 전
시회 등을 아랍 국가에서 진행하는 한·아랍

196

제8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2015.10.9~11.22, 카타르·UAE·레바논·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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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우호친선 카라반은 한국 문화를 아랍 대중에게 소개하여 아랍 국가의 한국 인식
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카라반 행사에서는 경기도립
무용단이 한국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비보이팀 익스프레션 크루가 비
보이 안무와 인형극을 조화시킨 창작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 현대 문화의 창의성

2015 중동 주요 이슈 관련
우리 기본 입장 및 관련 활동

과 다채로움을 선보였다.
1)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6) 제12차 한·중동 협력포럼
우리 정부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는 반정부 무장

2015년 10월 26일 한·아랍소사이어티

세력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KAS), 제주평화연구원, 아랍사상포럼(ATF)

Levant)’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이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현상

이 공동 주관하고 외교부가 후원한 가운데 제

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빈곤 감소 등을 통한 정치·사회적 토양을

12차 한·중동 협력포럼이 서울 롯데호텔에

제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에 동참하

서 개최되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3년

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제10차 한·중동 협력포럼 이래 이 포럼에 매

World Health Organization),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년 참석하여 우리의 대중동정책을 제시하고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과 같은 국제기구 등에 기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도 윤병세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동 협력 파트너십

여하며 이라크에 6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

의 키워드로 ‘관여(Involved)’, ‘혁신(Innovative)’ 그리고 ‘상호작용(Interactive)’을

는 5년차에 접어든 시리아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유엔

제시하였다.

및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동참하고자 2015년 3월 31일 쿠웨이트에서

한·중동 협력포럼(2015.10.26, 서울)

이번 포럼은 ‘평화, 번영과 사람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3개

개최된 ‘제3차 시리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회의(The Third International

의 세션(안보과제, 경제협력, 미래사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우리 및

Humanitarian Pledging Conference for Syria)’ 참석을 계기로 1,000만

중동 지역 전·현직 고위 관료, 경제계, 학계, 언론계, 주한 외교단 등 250여 명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였다.

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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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란 핵합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달해 왔다. 또한 매달 정부부처 합동 대이란 제재 T/F를 수시 개최하고, 핵
협상 타결 이후에는 국장급 대이란 협력 T/F도 신규 가동하는 등 이란 시

우리 정부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여 P5(유

장에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도

엔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과 이란 간 핵협상 타결에 기여하는 한편 대

모하고, 미국 및 EU의 제재 해제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협의 및 이란과의

이란 제재 동참에 따른 한·이란 양자 관계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

협의 등 다양한 사항에 관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였다.

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란 핵합의를 전후로 한·이란 양자 간 2015년 6월 외교부 국장급 정책

2015년 6월 27일 조태용 외교부 차관이 이란 핵협상 타결(2015.7.14)

협의회 및 9월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양자 현안에 관해 심도

이전 이란을 방문한 데 이어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가 9월 12일 이란을 방

깊은 논의를 이어왔으며 2015년에는 최초로 ‘한·이란 주니어 외교관 교

문하고, 11월 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14년 만

류 사업’을 개시하여 이란 주니어 외교관 8명을 초청하여 장기적으로 이란

에 이란을 전격 방문하는 등 우리 측 고위급 외교 인사가 지속적으로 이란

외교부 내 친한파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우리 정부는 한·이란 교

을 방문하여 핵합의 이후 제재 해제를 대비한 한·이란 양자 관계를 다져

류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왔다. 한·이란 외교장관 간 교류는 그 이전에도 2015년 1월 다보스포럼
을 계기로 「지정학적 위기」 를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 패널에 자리프 이란

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외교장관과 함께 패널리스트로 참석하고, 2015년 9월 유엔총회 계기 한·
이란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2015년 한해 총 3회 이루어졌다.

200

우리 정부는 중동 지역의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

우리 정부는 2015년 4월 20일 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 7월 14일 이란

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필수이며, 양측 간 평화 공존을 위해 ‘두 국가

핵협상 최종 타결 등 주요 계기마다 미국 제재 담당 부차관보를 초청하여

해법(two-state solution)’과 양측 당사자 간 대화 및 타협이 필요하다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4월, 8월, 12월에 우리 관계 부처가 공동 주최

기본 관점을 바탕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한 우리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 최신 정보를 전

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양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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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위 인사 교류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재건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맞
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보건, 공공행정 분야에 무상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우리 정부는 향후 정세가 안정되는 대로 실종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사
업, 직업 교육 훈련 및 보건·의료 협력 등 경제 발전 경험 공유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리비아의 국가 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조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자(Gaza)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
부는 2014~2015년 총 4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5) 예멘 문제

2014년 10월 가자지구 재건회의에서 2014~2016년 1,200만 달러를 팔레
스타인에 원조하기로 한 서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9월 이래 수도 사나가 무장 세력에 점령되고, 압드라
부 만수르 하디(Abdrabuh Mansur Hadi) 예멘 대통령이 아덴으로 피신

4) 리비아 문제

한 후 아덴 지역으로도 무력 충돌이 확산되는 등 예멘 사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걸프협력이사회

우리 정부는 리비아의 안정, 정치적 전환 성공 및 민주주의 정착을 지지하

(GCC) 이니셔티브에 따른 예멘의 정치적 전환 과정을 지지하며, 예멘 내

며, 유엔의 중재로 리비아 통합 정부가 구성되어 당사자 간 교전행위가 중

모든 당사자가 조속한 시일 내 대화를 재개하여 예멘의 평화와 안정 회복

단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속히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

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 또한 2012년부터 예멘 우방국회의에

울러 우리 정부는 리비아 국가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적

참석해 왔으며, 2008~2014년 535만 달러 상당의 대예멘 인도적 지원 제

으로 동참하고 있다. 2015년 10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리비아 지

공에 이어, 2015년 예멘의 극심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식량

원 고위급 회의 및 2015년 12월 17일 모로코 스키라트에서 개최된 리비아

기구(WFP: World Food Program) 등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달러의 인

정치합의안 서명식에 대표단이 참석하여 리비아 사태 해결 및 지원에 관한

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리비아에 2011년부터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03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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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ASEM이 가시성을 제고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성숙한

제5절

협의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물리적 연계와 소프트 연계 지속·확대 심화

지역 간(inter-regional) 외교

여 회원국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ASEM의 3대 축인 정치, 경제, 사회·문

▲아시아와 유럽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역할 제고 및 ▲혁신 촉진 등을 제안하

화 분야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뎠던 경제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로 중국과 함께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재개를 제안하였다.
윤 장관은 자유 토론 세션에서 북핵·인권 등 한반도 상황, 한·일·중 정상회
담 등 최근 동북아 정세,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설명하였다. 특히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북핵문제가 국제사회 핵 비확산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음
을 지적하고, 북핵 불용과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 의미 및 동북아 지역의 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외교장관회의

장 해소와 신뢰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EU 등 회원
국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11월 5~6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및 유럽 간 연계성 강화

 한·ASEAN, ASEAN+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방안과 2016년, 출범 20주년을 맞는 ASEM의 발전 방향 구상을 제시하였다.

204

윤 장관은 ‘연계성 및 ASEM의 미래’의 주제로 개최된 전체 회의 제2세션 선도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1월 21~22일 이틀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발언에서 ASEM이 상징하는 ‘아시아와 유럽 간 연계성 증진’이라는 비전 실현을

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관련

위해 2014년 밀라노 개최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3개의 정상회의, 즉 ASEAN+3(ASEAN 10개국+한·중·일) 정상회의(11.21),

물리적 연계, 디지털 연계 및 문화·교육 연계 등 우리나라의 세 가지 기여 방향에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11.22) 및 한·ASEAN 정상회의

따른 제안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2016년, 출범 20주년을

(11.22)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관계 강화 및 역내 지역협의체 발전을 위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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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박 대통령은 ASEAN+3가 동아시아 공

이번 회의는 2015년 말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출범 및 EAS 창

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미래 협

설 10주년 등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모멘텀이 증대되는 시점에 개최되었다. 그

력 방안으로 ASEAN+3의 강점인 기능 협

런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아태 지역 내 우리의 전략적 공간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력 강화 및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제2기 동

ASEAN과의 협력 심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제17차 한·ASEAN 정상회의(11.22)에서 박 대통령과 ASEAN 10개국 정상

Group II) 후속 조치 행동 계획의 충실한 이

들은 ASEAN 공동체 출범으로 한·ASEAN

행, 한·중·일 협력 체제의 복원에 발맞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

동북아와 ASEAN 간 상호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회원국 정상들은 한·중·일

는 기회를 맞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면서 한·중·일 협력과 ASEAN+3의 협력이 상호보완

ASEAN 공동체의 기본 문서인 「ASEAN 공

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희망하였다.

동체 비전 2025」 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

ASEAN+3 정상회의(2015.11.21, 쿠알라룸푸르)

박 대통령은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11.22)에 참석하여 EAS 회원국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대 분야에서 실

정상들과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전통

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적 안보 이슈를 논의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이

한 박 대통령은 ASEAN 내 연계성 제고와 개발격차 완화를 지원하여 ASEAN

여전히 전통적인 지역 안보 이슈로 과거 어

공동체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의 농촌 개발 경험을

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는

ASEAN 국가들과 공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ASEAN 정상회의(2015.11.22, 쿠알라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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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ASEAN+3 정상회의(11.21)에서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또한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

의 정상들은 ASEAN+3가 1997년 출범 이후 금융·농업·보건·교육 등 분야에

버 안보, 보건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가

서 실질 성과를 거두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평화, 번영을 이끄는 역내 주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EAS 정상회의에서

요 협의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역내 금융 불안정, 식량

회원국 정상들은 이러한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

안보,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등 여러 도전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성명’, ‘글로벌 온건주의 운동에 관한 선언’, ‘ICT 안보와 사용에 관한 성명’, ‘유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다.

행 및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증진 성명’ 등을 채택

EAS 정상회의(2015.11.22, 쿠알라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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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EAS 정상들은 우리가 주도한 보건안보 증진 성명을 채택하면서 이

앞두고 메콩 지역의 개발 격차 해소와 연계성 증진 촉진을 위해 한국의 개발 경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과 경험 공유 등 국제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과 노하우를 메콩 국가들과 적극 공유해 나갈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양측은

이번 EAS 정상회의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향후의 협력 방향을 점검하고 전통

2015년 제3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을 캄보디아에서 개최해 메콩 지역 내의 전

적 및 비전통적 안보 이슈와 함께 EAS 기능 협력 발전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됨으

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과 메콩 중소기업 간의 무역·투자 기회

로써 향후 EAS의 역할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였다.

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ASEAN 관련 3개의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서 한·ASEAN 외교장관회의(8.5), ASEAN+3 외교장관회의(8.6), 동아시아정
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8.6)가 개최되었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18차 한·ASEAN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
석하여 ASEAN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ASEAN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협력 현황 및 미래 방향, 북핵문제 및 여타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Cooperation)은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협력 증진을 도

윤 장관은 제16차 ASEAN+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로 18년을 맞는

모하기 위해 1985년 12월 발족하였다. 회원국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

ASEAN+3 차원의 협력을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및

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8개국이며 현재 한국, 중국, 일본,

한·일·중 3국 협력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를 논의하였다.

미국, EU, 이란, 모리셔스, 미얀마, 호주 등 9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는 EAS 미래방향 및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및 국제 정세를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옵서버로 가입한 이래 SAARC 회원국을 대상으로 특별 연
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교통 인프라, 국토관리기반 조성, 수자원 인

2015년 8월 5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5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프라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3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이루어진 한·메콩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한·메콩 액션플랜

2010년부터는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의 충실한 이행 및 한·메콩 협력기금의 효율성 제고 등 한·메콩 협력의 내실화

2015년 10월에는 공중보건 분야 개발협력을 주제로 제6차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

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동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또한 한·메콩 협력기금 운영

최하였다.

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를 이 협력기금
의 총괄 조정기관으로 지정키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ASEAN 공동체 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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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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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개최된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
회의에서 5개국 정상은 상호 협력 의지를 재

비세그라드 그룹은 1991년 2월 15일 헝가리 주도로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확인하였고 ▲교역·투자 ▲혁신과 R&D 분

개최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창설된 지역협의

야를 비롯한 과학·기술 ▲국방·방산 ▲문

체이다. 이 그룹은 국가독립·민주주의·인권·자유 확립, 사회경제 분야 권위

화·청소년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

주의 잔재 청산, 의회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 도입, 유럽 정치·안보·경제 체

대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구체 방안을 검토

제(EU 및 NATO) 참여를 목표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1999년 NATO 및

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핵문제 및 한반도 정

2004년 EU 가입을 완료한 이후에도 비세그라드 그룹 내 협력과 EU 내 협력, 동

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역 이슈, 테러, 난민 문제,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에

유럽 인근 국가의 EU 가입 지원 등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여 협력의 모멘텀을 지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속해 나가고 있다.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2015.12.3, 프라하)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그룹 간 미래 협력의 비전, 이를

우리나라는 성공적 체제전환국들이자 우리 기업들의 유럽 내 주요 생산 거점국
으로 이루어진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대북공조 및 실질협력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구체 협력 사업, 지역 및 국제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과 공동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해 2014년 7월 17일 제1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한·비세
그라드 그룹 협력 체제를 출범시켰으며, 양측 협력 관계에 관한 미래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이른 시일 내 한·비세그라드 그룹 협력 관계를 단계적으로 격상시켰다.
우리 정부는 2014년 7월 제1차 한·비세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Organiz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그라드 그룹 외교장관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한·비세그라드 그룹 외교장관회의
(2015.11.5,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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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 한·비세그라드 그룹 협력 체제의 모

흑해경제협력기구(BSEC)는 1992년 터키의 주도로 흑해연안국의 교역 및 경제협

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제2차 한·

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이다. 이 기구는 외교장관회의를 정

비세그라드 그룹 외교장관회의(2015.11.5,

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에너지·교통 등의 실질적인 경제 분야의 협력을 도모하기

룩셈부르크)와 제1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위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국경보호 등의 협력프로젝트를 추

정상회의(2015.12.3, 프라하)를 개최하였다.

진하는 등 흑해 지역 협력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 수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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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풍부한 자원을 가진 흑해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부문
별대화동반자(SDP) 지위로 BSEC에 참여해 왔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BSEC 회원국들과 공유하여 B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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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5년 두 차례(2015년 3월 25~26일, 광저우 및 2015년 8월
25~26일, 베이징)에 걸쳐 개최된 CICA 고위관리회의/특별실무그룹회의에 참석하
여, 회원국 간 신뢰구축조치(CBMs)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회원국들의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BSEC ICT 협력 프로
그램’을 추진해 매년 1회 BS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11월 23~27일 서울 및 대전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정보화 리더십(Information Leadership)’을 주제로 제5차 한·BSEC ICT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 중심 세미나 방식을 대폭 확충하여 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199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주요 국가 및 유

가자들이 우리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한·BSEC 쌍방향 협력 네트

럽연합(EU) 의장국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안보 문제에 대한 역내국 간 대화를

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하
여 출범한 정부 간 다자안보협의체이다. 또한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안보협의체이기도 하다.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2015년 8월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2차 ARF 외교장관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호주, 일본, 중국, 북한 등 전체 27개 회원
국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ARF 외교장관들은 북핵문제, 남중국해 문제,
폭력적 극단주의, 해상 비정규 이주민 문제, 초국경 범죄 등 다양한 전통·비전통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는 아시아 지역 내 평화·안보를 위한 상호 신뢰

안보 위협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북핵 및 남북 문제와 관련해 ARF

구축 및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1992년 카자흐스탄의 주도로 출범한 지역안보협

의장성명에 북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

의체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태국, 터키 등 26개 회원국과 미국,

하였다. 한편 남북대화 및 협력을 통한 남북통일 지지를 표명하는 문안이 포함되

일본 및 유엔, OSCE 등 11개 옵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는 등 이번 ARF 회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도발 억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

우리나라는 2006년 정회원으로 CICA에 가입한 후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화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있으며, 2010년 4월부터 에너지 안보 및 ICT 분야 조정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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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

 중견국 협력체(MIKTA)

아시아협력대화(ACD)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남아, 중앙아, 중동지역을 아우

2015년에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믹타(MIKTA)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하

르는 범아시아 협의체로 2002년 6월에 발족하였다. 현재 한·중·일, ASEAN

는 동안 중견국 협의체로서 보다 체계화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유용성과 가시성을

10개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욱 높였다. 믹타는 글로벌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보

ACD는 외교장관 간 정책 대화 이외에도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농업,

유한 중견국들인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우리나라(Korea)와

금융 등 20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터키(Turkey), 호주(Australia) 간의 파트너십으로 2013년 9월 25일 제68차 유

(ICT) 협력 분야의 선도국가(prime mover)로 활동하고 있다.

엔총회 계기에 제1차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출범하였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고위급회의 출범
(2.27, 서울)을 주도하였고, 제5차 외교장관회의를 주최(5.22, 서울)하였다. 제5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장관들은 믹타의 공식 웹사이트(www.mikta.org)를 개
설하고, 믹타의 출범 배경, 정체성, 미래방향 등을 담은 믹타 비전문서(Vision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Korea-Pacific Islands Foreign Ministers’

Statement)를 채택하였다. 이어 제70차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제6차 외교장관

Meeting)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고위 정례 협의체로 3년 주기로

회의(9.26, 뉴욕)에서 장관들은 신기후체제(Post 2020) 협상 타결을 위한 믹타의

개최되고 있으며, 회기에는 고위관리회의(SOM)를 개최하여 장관회의 결정 사항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와 구체적인 기여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행 및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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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 회원국들은 주요 다자무대에서도 공동보조를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 국

2015년 10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에는

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제28차 인권이사회에서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

14개 태평양도서국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소속 고위 관

에 대한 의지를 확인(3.9, 제네바)한바 있으며, 제44차 유엔5위원회 계기 동 위원

리들과 우리 측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

회 운영방식 개선을 제안(6.24, 뉴욕)하는 공동발언을 시행하였다. 한편 터키 앙

였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해양·수산협력 등 3개 분

카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터키를 제외한 믹타 회원국 외교장관 명의로 테

야에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테러리즘 대응에 있어 터키와 연대할 것임을 천명

교환하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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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 협력이 궤도에 오르면서 외교장관회의 외에 다각적인 협의채널이 구축되
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출범(7.2, 서울)하면서 믹타에 대한 정치적 기반이 강
화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믹타 국회의장들은 믹타 의회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믹타 각국이 지정한 연구기관들 간의 아카데믹 네트워크
출범(5.11~12, 서울) 및 제2차 개발협력 워크숍(5.11, 서울) 개최를 통해 믹타
회원국들의 학계/전문가 간 소통이 증대되었다.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믹타 국방
대화(9.11, 서울)가 개최되었으며, 제10차 WTO 각료회의 계기에 믹타 통상대화
(12.14, 나이로비)가 개최되는 등 믹타의 외연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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