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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2) 북한인권 문제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발의 11년 만에 여야 간 초당적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었다.
북한인권법 발효(9.4) 이후 정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9.13), 북한인
권기록센터(9.28)·북한인권기록보존소(10.10) 개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갔으며, 특히 북한인권대사는 임명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위해 북한 인권 워크숍 참석(11.30) 등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 결의채택과 함께 한·EU 북한인권조정회의(6.14~18)에 참

 남북 관계

석하는 등 다자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양자적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특히 북한인권 관련 주요국인

1)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미국과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합의한 후 1차(10.4, 워싱턴), 2차
(11.14, 서울) 회의를 갖고 북한인권 책임규명·북한해외노동자·북한으로의 정보

우리 정부는 제4차 핵실험(1.6)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되

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공

는 외화자금 유입의 차단을 위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2.10)하였으며, 대북 독

조를 강화하였다.

자제재를 제4차 및 제5차 핵실험(9.9) 이후 각각 발표(3.8, 12.2)하였다. 또한 국

또한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이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으로의 외화자금 유입 문

제사회의 강력한 비핵화 요구가 반영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

제인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북한 해외

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미·일·EU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실태 및 북한 당국에 의한 임금 착취 등에 대한 국제 공론화

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와 여론 환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중단, 노동자 신규 고용 중단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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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3) 북한이탈주민 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상임위원회(3.15~17), 제
66차 UNHCR 상임위원회(6.21~22) 및 제3차 한·EU인권협의회(6.29) 등 제반

2016년 12월 말까지 총 3만 21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계기에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국 전 해외에서 대기하는 동안 정신적,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규모

육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후생·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국 후 보다 짧은 시간 내 안
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 지원, 주거 알선,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등
을 제공하고 있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인원

1,990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30,212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평화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1) 평화 통일 관련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

출처 통일부

우리 정부는 미국과 2016년 2월 북한문제 집중논의를 위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

범시켰다. 아울러 10월에는 제4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개최하여 한

로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 아래 체류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

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2015년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

조하고 있다.

명」에 천명된 평화롭게 통일된 한반도 비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양자정상회의 및 다자
회의를 계기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16년 3월 23일

2)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 채택 시 모든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제65차 유엔난민기구(UNHCR:

26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2016년 총 25회에 걸쳐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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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정세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다. 특히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생소한 남미, 아중동 지역의 국가들에

제2절

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및 관심을 제
고하였다.
아울러 2016년 5월 제4차 한·독 외교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군사 안보 측면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에서의 독일 통일 외교정책을 논의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안정 및 다
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 도발 대응
1) 주요국과의 공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양자 차원에서 미·일·중·러
등 주요 관련국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급 협의를 개최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
조를 더욱 강화하였다.
북핵문제 관련 주요국과 협의
일자

28

주요 내용

2016.1.6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한·미 정상 및 외교장관 통화

2016.4.1

한·미 정상회담(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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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3

한·러 정상회담 개최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 언급하는 등 확고한 북핵 불

2016.9.5

한·중 정상회담 개최

용 의사를 발신하였다. 아울러 한·미·중 간에도 미중(9.3)·한중(9.5)·한미

2016.9.6

한·미 정상회담 개최

(9.6)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미·중 간 최고위급 소통과 함께 2016년에만

2016.9.7

한·일 정상회담 개최

2016.9.9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한·미 정상 및 외교장관 통화

2016.10.19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
(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신설 합의]

2016.12.20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 개최

3차례 6자회담 수석대표 연쇄협의를 진행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국 간 소
통을 진전시켜 나갔다.
북핵문제 관련국 간 주요 고위급 회의
일자

아울러 우리는 이집트(3.3), 이란(5.3), 쿠웨이트(5.9), 프랑스(6.3), 네덜란드

계기

2016.1.13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1.13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1.13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1.14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1.19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2.11

한·중 외교장관회담

2016.2.12

한·미 외교장관회담

2016.2.12

한·러 외교장관회담

2016년 4월 1일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3국 간 대북

2016.2.28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2016년 9월 18

2016.3.11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일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3국 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

2016.3.18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3.22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3.22

한·일 6자회담 차석대표협의

2016.4.1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대응하고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3국 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

2016.4.1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였다. 이와 함께 한·일·중 3국은 2016년 8월 24일 외교장관회담 시 북핵·미

2016.4.4

한·미 6자회담 차석대표협의

2016.4.20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9.27), 덴마크(10.25) 등 여타 국가와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연대를 강화하여 나갔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회담 등 여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도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2) 6자회담 틀 내 다양한 소다자 협력

다. 이러한 최고위급 회담의 후속조치로서 한·미·일 3국은 각각 4차례의 외교
차관 협의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여 3국 간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였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

30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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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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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20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12.13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4.22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12.13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4.27

한·중 외교장관회담

2016.4.28

한·러 외교장관회담

2016.6.1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6.1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6.1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우리 정부는 미·중·일·러 등 외에도 전방위적 북핵 공조 외교를 통해 국제사

2016.6.8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회를 대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2016.6.13

한·러 외교장관회담

2016.7.8

한·미 6자회담 차석대표협의

2016.7.15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제5차 핵실험에는 106개국 및 14개 국제기구·협의체가 규탄 입장 등을 표명하

2016.7.24

한·중 외교장관회담

였다.

2016.7.25

한·일 외교장관회담

2016.7.25

한·미 외교장관회담

2016.8.24

한·중 외교장관회담

2016.8.24

한·일 외교장관회담

2016.8.24

한·일·중 외교장관회담

Centroamericano), 그리고 전 세계 12억 7천만 가톨릭 신자들을 대표하는 교황

2016.8.24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청에서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2016.9.13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9.18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2016.9.19

한·일 외교장관회담

2016.9.22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9.29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11.1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11.17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12.9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2016.12.12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3)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 공고화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는 111개국 및 11개 국제기구·협의체, 9월 9일

특히 제5차 핵실험에는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가인 니카라과와 탄자니아 등이
규탄 입장을 발표하였고, 북한과 전통적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과 중미의회(PARLACEN: Parlamento

한편 우리 정부는 전방위적 북핵 외교를 전개한 결과, 주요 양자·다자회의에
서 아래 문서가 채택되도록 하였다.
북핵문제 관련 주요 양자·다자회의 채택 문서
일자

계기

2016.1.14

MIKTA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2016.3.3

한·이집트 정상회담 공동선언

2016.4.11

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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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북핵불용 의지 및 대북제재·압박 강화

2016.4.27~28

CICA 외교장관회의 선언문

2016.5.3

한·이란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6.5.9

한·쿠웨이트 공동 언론성명

2016.5.27

G7 정상선언문

2016.6.3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2016.6.7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중 전략트랙 결과내용

2016.6.23~24

제26차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 대외발표문

2016.7.15~16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

2016.7.24

ASEAN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2016.7.25

한·ASEAN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2016.7.26

ASEAN+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선박 기국 변경, 중국 및 러시아 등 각국 내 기존 북한 은행 지점 폐쇄, 대북 군경

2016.7.26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협력 중단, 제재 대상 활동이나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인 추방,

2016.7.26

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금수·광물 수입 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비

2016.9.7

한·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

2016.9.7

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

2016.9.7

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

2016.9.8

EAS 정상회의 의장성명

2016.9.8

EAS 비확산 관련 별도 성명

은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안보리 이사국들은 결의

2016.9.18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2270호를 보완·강화한 안보리 결의 2321호2)를 2016년 11월 30일 만장일치로

2016.9.21

CTBT 우호국 장관회의 공동성명

2016.9.22

MIKTA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2016.9.27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6.9.30

IAEA 총회 북핵결의

주요국은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각국의 독자제재를 대폭 강

2016.10.19

한·미 2+2 장관회의 공동성명

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2016.10.17~21

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총회 대외발표문

2016.10.25

한·덴마크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6.11.25

MIKTA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2016.12.15

NATO 북대서양이사회 북핵 특별회의 대북 규탄성명

북한의 제4차 핵실험(1.6)과 장거리 로켓 발사(2.7)에 대응해 2016년 3월 2일 중국
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전체는 만장일치로 안보리 결의 2270호1)
를 채택하였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원
양해운관리회사(OMM: 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 소속 선박 입
항 금지,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 등록 취소, 북한에 등록된 제3국 편의치적

동맹권이나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들이 결의 2270호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가 더욱 공고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의지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채택하였다.
안보리 결의의 이행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EU 및 호주 등

1)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WMD 차원을 넘어서 해운·항공활동, 금융, 군경협력,
인적교류, 대외교역 등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가 포괄적으로 망라
2) 석탄 수출 등 북한 주요 외화소득원의 상당 부분 차단, 육상·해상·항공 운송 검색·차단 강화, WMD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통제 확대,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등 분야별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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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3월 8일 독자적 대
북 제재조치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선도하였다. 또한 북한의

제3절

제5차 핵실험(9.9) 이후인 12월 2일 독자 제재조치를 추가로 발표하였다.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 및 발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우리 정부는 2016년에도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유지하고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상외교를 포함, 각급에서의
고위급 교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미 정상회담
일자
2016.1.7
2016.2.7
2016.3.31, 워싱턴

36

주요 내용
한·미 정상 간 통화
- 북핵문제 논의
한·미 정상 간 통화
- 대북 제재 논의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및 북한문제 관련 공조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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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6, 비엔티안
2016.9.9
2016.11.1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논의
한·미 정상 간 통화
- 미국의 확장억제 및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
- 당선인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 표명 등

일자
2016.1.7/1.24/1.29
2016.2.12, 뮌헨
2016.5.7
2016.7.25, 비엔티안
2016.12.17

한·미·일 고위급 교류 현황
일자
2016.3.31, 워싱턴
2016.9.18, 뉴욕

한·미 외교장관회담
주요 내용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
- 북핵 문제 관련 논의
독일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책 및
실효적 양자 제재 추진 상황 점검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
-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재확인
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안정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 평가 등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
- 주요 외교·안보 정책 관련 양국 간 협력 상황 점검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2016.1.16./4.19/7.14/10.26

주요 내용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 북핵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이행 독려 및 독자 제재 조치 간 조율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 논의
유엔 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 북한 문제, 범세계적 문제 해결 등 협의 및 공동성명 채택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 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공조 방안 및 범세계적 도전 대응을 위한 3국 간
협력 확대 방안 협의

 한·미 전략동맹의 저변 공고화
우리 정부의 미 연방 의원 방한 초청사업(CMEP: Congressional Member
Exchange Program)을 통해 2016년 8월 존 라슨(John Larson) 하원의원과 10월
미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대표단이 방한하였다. 또
한 하원 외무위원장,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하원 규칙위원장을 포함한 미

한·미 기타 고위급 교류 현황
일자

주요 내용

연방 상·하원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 및 친한파 의원들이 다수 방한하였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미국 방문도 활발하였다. 3월에는 한·미·일 의원회의가

2016.1.16/1.20/4.19/7.13/10.26

한·미 외교차관 간 회담
- 한·미 동맹 재확인 및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강화

2016.1.25

외교부 제2차관·미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차관 면담

개최되었고, 9월에는 국회의장 및 각 당 원내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

2016.2.18/4.20/7.27/10.28

NSC 제1차장·국무부 부장관 간 북한 관련 고위급 전략협의회

국을 방문하여 미 하원의장 면담 및 외교·안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양국 의회

2016.3.3, 워싱턴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출범

및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6년 11월 미 의회 선거 이후에도

2016.4.14, 서울

제1차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전체 회의

2016.9.5

외교부 제2차관·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면담

2016.12.5

외교장관·미 에너지부 부장관 면담

우리 국회의원들은 미국을 방문하여 새로이 구성된 제115대 미 의회 주요 인사들
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상·하원 외교위 주요 의원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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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였다.

(9.15)은 물론 하원의장, 상원 외교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의 성명이 이어

미국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확장억제

지는 등 북핵 문제 관련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4월

를 포함한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최고위급 차원에서 수차례 재확인하였

의회조사국이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 ‘한·미 동맹은 가장 굳건한 상태(at

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9월 6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the most robust state)’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

이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

인하였으며, 의회 내 친한(親韓) 상·하원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회원도 확

력을 운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공개

대되었다.

언급하였으며, 2016년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직후에도 대통령 1인칭 형

한편 미국 대선 전후 학계·언론·싱크탱크·전직인사 등 미국 내 여론주도층

식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공약을 재차 강조하였다.

인사들의 방한도 빈번히 이루어졌는데, 헤리티지 재단 전 회장, 브루킹스 연구소

이러한 공약은 2016년 10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한·미 안보

소장, 전 국무부 정무차관, 우드로윌슨센터 회장, 신미국안보센터 소장, 워싱턴

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2016년 5월과 9월에 각각 개

포스트지 칼럼니스트,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등이 방한하였다. 또한 우리 정

최된 제9차 및 제1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부는 미 지방 정부와의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

Defense Dialogue) 등 다양한 정례 안보협의체 협의 계기에 계속 재확인되었

개하였다. 미국 주정부·주의회 인사 초청 사업을 통해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필

다. 아울러 양국은 2016년 10월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확장억제 관

라델피아시 시의원, 알래스카 주지사, 루이지애나주 국무장관, 샌프란시스코 시

련 논의를 위해 외교·국방(2+2) 당국 간 고위급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장 등을 초청하였다.

(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신설
키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6년 12월 20일 1차 회의를 조기 개최하여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등 억제의 제요소(DIME: Diplomat, Information, Military,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유지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Economy)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다 전략적·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실시
하였다.

40

북한은 2016년에만 2차례의 핵실험(1.6, 9.9)과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

한·미는 한·미 외교·국방(2+2)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Defense

행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에 있어 전례 없는 엄중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 1차 고위급 회의를 2016년 7월

대응하여 한·미 양국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26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의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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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

제3절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 및 발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서, 2016년 9월 외교부 산하 조직으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3)」
를 개소하였다.

력도 강화되었다. 2016년 한 해 동안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또한 한·미 간 그리고 정부 내 관련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회의(3.31) ▲유엔총회 계기 3국 외교장관회담(9.18) ▲3국 외교차관협의회 4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11.22), 분과위원장 회의(10.21), 주한미군 범

(1월, 4월, 7월, 10월) 등 다수의 고위급 회의와 ▲3국 미사일 경보훈련(6월, 10

죄대응 정부 TF회의(12.14) 등 다양한 회의체를 가동하였다. 특히 한·미 양국

월) ▲북한의 주요 도발 계기 3국 간 정보공유 화상회의(7회) 등은 북한의 실질적

은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제197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주한미

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였다. 한·미·일 국방 당국도 2016년

군 기지 평택 이전에 대비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퇴직금 제도

12월 16일 한·미·일 안보토의(Defense Trilateral Talks)등을 개최하여 3국 간

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상호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안보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한 한·미 양국은 이 회의에서 그간 주한미군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

한·미는 또한 방어적 차원에서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투명하게 실시해

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향후에도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국 법규범

오고 있다. 2016년 키리졸브(KR: Key Resolve, 3.7~18), 독수리훈련(FE: Foal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미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기

Eagle, 3.7~4.30) 및 을지프리덤가디언(UFG: Ulchi-Freedom Guardian,

로 합의하였다.

8.22~9.2) 등 연합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와 강화된 수준으로 실시되었던 전년도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타국의 SOFA 규정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이를

와 유사하게 실시되었다. 이번 연합훈련 계기에는 B-52 및 B-1B 전략폭격기,

SOFA 운영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외무성 오키나와

핵잠수함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호, 핵항모 스테니스(Stennis)호 등

연락사무소 방문(10.27), 한·일 과장급 협의(10.29), NATO의 SOFA 운영 현황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조사(12.8) 등을 실시하고, 관련국들과 주요 SOFA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향후 대응 방향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제의 안정적 관리 및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운영
외교부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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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한미군 평택 기지 인근 주민들에게 주한미군 관련 피해 발생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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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교환하였다. 또한 한·일 간의 경제교류·청소년 교류 등 실질협력을 강화하여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양국 간의 신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정상급 외교뿐만 아니라,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
급 외교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한·일 양국은 또한 2016년에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2014.12.29 체결)에 기반을 둔 한·미·일 정보협
력에 더하여 2012년 중단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논의를 재개하여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신오쿠보 등 도쿄 시내와 오사카 시내 한인 거주 구역을 중
심으로 계속되는 반한시위 및 혐오발언(hate speech)이 규제될 수 있도록 일본
측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촉구하였고, 그

 한·일 관계

결과 일본 의회에서 혐오발언 규제를 위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노력법(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제정(5.24)되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2015.12.28)」에 따라 설립될
「화해·치유재단」의 사업 방향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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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6년에도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반복되는 역사 퇴행적 발언과
행보는 한·일 관계 진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속조치 이행을 위해 일 측과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 「화해·치유재단」 사업의 큰

우리 정부는 한·일 간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응

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수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화해·치유재

한다는 분명한 기조하에, 일본 정부 및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단」이 2016년 7월 28일 설립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합의에 따른 10억 엔 규모의

을 봉납하고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였다. 또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일본 정부예산을 재단에 출연(9.1)하였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 및 도발에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3.31), 아세안 관련 정상

단호하고 엄중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도 관련 고지도 및 고사

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9.7)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긴밀

료 등을 조사·수집하고 국제법 논리 강화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독도 역사의

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진실을 알리는 홍보 동영상에 13개 언어 자막을 추가 제작하고, 독도 홈페이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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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임을 설명하는 자료를 추가 공개하는 등

2016.7.25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의(비엔티안)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나가는 노력을 지속 전개하였다.

2016.8.24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의(도쿄)

2016.9.18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뉴욕)

2016.10.26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도쿄)

한편 2016년 말 주부산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소녀상이 설치되고, 이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것은 한·일 관계에 또 다른 도전이 되었다.
2016년에 한·일 일반 국민 간 상호 교류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
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서 양국 간

기타 한·일 고위급 인사 주요 교류 현황
일자

교역액은 7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전년 대비 29.2%
증가한 509만 명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2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

2016.1.12~14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단 방일

2016.1.13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방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229만 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2번째로 높은 비

2016.2.16~19

국민안전처 장관 방일

중을 차지하였다. 한·일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촉진

2016.5.14~17

국회의장 방일

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전개되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최대 규모의 풀뿌리 교

2016.5.17~18

한·일 경제인회의 계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일

2016.5.23~25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단 방일

2016.7.26~28

자민당 의원단 방한

2016.9.21~23

민진당 의원단 방한

2016.10.20~22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방일

2016.10.20~22

한일친선협회중앙회 대표단 방일

2016.10.30~11.1

한일협력위원회 차세대 지도자 방일

류 행사인 한·일 축제한마당(9.24~25, 도쿄/10.2, 서울) 등이 개최되었다.
한·일 정상회담
일자

주요 내용

2016.3.31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워싱턴)

2016.9.7

ASEAN 관련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비엔티안)

한·일 외교 장·차관회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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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16.1.16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도쿄)

2016.4.19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서울)

2016.7.13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호놀룰루)

 한·중 관계
2016년 1월 6일 오전 북한은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중국 측과 이
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월 8일 양국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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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정상 간에도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월 7일 장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받으면서, 2016년 하반기 한·중 관계는 커다란 도전 요인에 직면하였다.

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그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주권적이고 자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2016년 양국 간 교역액

위적인 방어 조치로서 2월 7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

이 2,114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수출·수입

에 대한 공식 협의의 개시를 결정하고,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미 측과 공동으로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 지위를 유지하

7월 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였다.

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안보 사안에 대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특정 사안으로 양국 관

2016년 양국은 민관 분야를 망라하는 협력을 지속해 나갔다. 우선 양국은 ‘제

계 발전의 큰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급에서 중국 측과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이

3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2015.12.23)’에서 합의된 총 69개의 인문교류 사업을

어 나갔다.

이행하였다. 또한 양국은 정·재·사회계 청년지도자들을 상호 초청하는 ‘한·중

우리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질적으로 변화된 북핵·미사일 위협

청년지도자 포럼(5월)’, 한·중 청년 기자단이 상호 교차 방문하는 ‘한·중 기자단

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드가 어떠한 제

교류사업(5월, 12월)’ 등 각계의 교류 사업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소통을 강화

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하였다.

문제의 근원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해소되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게

또한 헤이룽장성 당서기, 구이저우성 당서기 등 중국 지방 고위 인사가 외교부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국 정부의 한·중 관계 중시 입장에는

초청으로 방한(4월)한 데 이어 ‘미래지향 교류사업’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 중견급

변함이 없는 만큼 특정 사안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큰 흐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

간부들이 다수 방한(5월)하였다.

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양국 외교 당국 간 기존의 다양한 소통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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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 총영사관과 광동성 당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피신했던
광저우 임시정부청사 건물의 현존을 공동 확인하는 등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
적지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상호 협력도 원활하게 전개되었다.

널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발표(7.8) 직

한편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인들

후 중국 관영언론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양국 정부 및 민간 교류

에 대한 관리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한·중 간 주요 현안 중 하나

가 위축되었다. 이어서, 최종부지 선정(9.30), 감정평가 실시 합의(11.16)를 전후

인 서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

로 방한관광객 감축, 중국 내 한류문화 위축 및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종 조사 실

력회의(7월, 광주)’를 개최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

시 등 양국 간 교역·투자·관광·문화 등 분야의 실질교류·협력 또한 영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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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일·중 3국 협력

한·중 정상회담
일자

주요 내용

2016.3.31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워싱턴)

우리 정부는 의장국 일본과 적극 협조하여 2016년 8월 24일 도쿄에서 3국 외교장

2016.9.5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항저우)

관회의를 2년 연속 개최함으로써, 한·일·중 3국 협력체제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이 체제의 지속 추진 의지를 표명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측은 북한 핵·미사일 문

한·중 외교 장·차관회담
일자

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고, 공동 기자회견 시 ▲북핵불용 ▲북한의
주요 내용

추가도발 억지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또

2016.2.11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뮌헨)

2016.2.16

제7차 한·중 외교차관(제1차관-장예쑤이 상무부부장) 전략대화(서울)

한 ▲미세먼지 등 환경 ▲청년교류 ▲재난관리 ▲경제분야 협력 증진 등 3국이 공

2016.4.27

CICA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동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 및 3국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2016.7.24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라오스 비엔티안)

2016.8.24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도쿄)

2016.8.31

제1차관, 류전민 부부장과 G20 정상회의 관련 사전준비·점검 등 협의(베이징)

을 보다 내실화시키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고위급회의(8.21, 도쿄), 수차례의 실무급회의 등 3국 협력체제의
주요 대화 채널들을 적극 활용하여 3국 협력 체제의 발전 및 심화를 도모하였다.

기타 한·중 고위급 인사 주요 교류 현황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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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에도 3국 간 21개 분야별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68개의 정부 간
주요 내용

협의체가 활발히 운영되어 통상, 물류, 보건, 환경, 문화, 재난관리 등 다방면에

2016.3.17~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중

2016.3.23~25

경제부총리 2016년 보아오포럼 참석

2016.4.10~12

왕셴쿠이 헤이룽장성 당서기 방한

3국 교육장관회의(1월), 3국 북극협력대화(4월), 3국 공공외교포럼(4월), 3국 외

2016.4.19~23

천민얼 구이저우성 당서기 방한

2016.4.20

제21차 한·중 경제공동위(제2차관-가오옌 중국 상무부 부부장)(서울)

교연수원장회의(4월), 3국 스포츠장관회의(9월),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 회의(9

2016.5.16~18

다이빙궈 전 국무위원 방한(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계기)

2016.5.20~23

류치바오 공산당 중앙선전부장 방한

2016.5.30~31

외교부 차관보 방중(동북아평화협력구상 협력회의 참석 계기)

2016.6.26~30

국무총리 리커창 총리 초청으로 방중 및 2016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톈진, 베이징, 선양)

2016.10.19~21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방한

2016.12.1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중(2016 한국관광의 해 폐막식 참석 및
한·중 관광장관회담 개최)

서 3국 협력이 심화·발전하였다. 특히 2015년 제6차 3국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월) 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한·일·중 3국 공무원 워크숍(6.2~3, 강원도 평창), 3국 대학생 동아리
외교캠프(7.18~21, 강원도 고성), 3국 청년모의정상회의(8.22~26, 도쿄 및 가나
자와),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11.8~9) 등 미래 한·일·중 협력의 주역인 3국 청
년 간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2년에 이어 2016년에 두 번째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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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일·중 3국 협력 아이디어 공모전(5.16~6.30)은 3국 협력의 발전 방안에 대

2016.7.8

제16차 한·러 정책협의회(모스크바)

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 차원에서도 3국 간 인

2016.7.28~29

제5차 한·러 교통위원회(모스크바)

2016.8.8~13

2016 평화오디세이(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등)

2016.8.22

제3차 한·러 농업협력위원회(서울)

2016.8.25

제15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서울)

2016.9.3

제2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계기 한·러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톡)

Secretariat)은 3국 협력 국제포럼(4.29, 베이징), 청년대사프로그램(8.1~12), 3국

2016.10.18

제15차 한·러 영사국장회의(모스크바)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6.27~7.8) 등 3국 협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

2016.12.6

제11차 한·러 환경공동위(모스크바)

2016.12.14~20

국회사무총장 러시아 방문(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2016.12.23

제5차 한·러 차관급 전략대화(모스크바)

적 교류가 지속 확대·발전하였으며, 2016년 3국 간 교역액의 경우 약 5,535억
달러로 1999년(1,200억 달러) 대비 4.6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6년 설립 5주년을 맞이한 3국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개하였다.

한·러 간 공공외교 사업 추진 현황

 한·러 관계

일자

한·러 간 인사 교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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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16.2.3~5

제10차 한·러 환경공동위(서울)

2016.2.12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러 외교장관회담(뮌헨)

2016.4.18~19

국회의장 러시아 방문(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2016.4.28

CICA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러 외교장관 회담(베이징)

2016.5.15~18

헌법재판소장 러시아 방문(상트페테르부르크)

2016.6.13

외교장관 방러 계기 한·러 외교장관회담(모스크바)

2016.6.19~20

민니하노프 타타르스탄 대통령 방한(서울)

2016.6.30~7.2

대법원장 러시아 방문(모스크바)

2016.7.7

제10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모스크바)

주요 내용

2016.1.28~2.1

제6차 한·러 대학생대화(서울)

2016.3.26

러·한 소사이어티 한국학 전공 대학생 대상 유학설명회(모스크바)

2016.4.8

2016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서울)

2016.4.12

한·러 대화 조정위원회(서울)

2016.6.14

제2차 한·러 정경콘퍼런스(상트페테르부르크)

2016.7.4~8

제7차 한·러 대학생대화(모스크바)

2016.11.14~16

제2차 한·러 차세대전문가포럼(칼리닌그라드)

2016.11.21~24

제4차 한·러 대학총장포럼(아르한겔스크)

2016.12.8~10

박경리 동상 건립 및 관련 세미나(상트페테르부르크)

2016.12.21

한·러 대화의 밤(서울)

2016.12.26

러시아의 밤 송년 음악회(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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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및 유라시아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을 위해 6월 13~18일 북극항로의 거점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무르만스크에
서 「유라시아·북극항로 연계성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러 북극해 협력 세미나」는 북극권 내 최대 부동항인 무르만스크에서 최초

1)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로 개최된 한·러 양자 북극개발 관련 국제 세미나로, ▲북극해 및 북극항로 개발
우리 정부는 그간 동북아 다자협력에 대한 역내 주요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관련 양국 간 협력방안 ▲북극항로를 활용한 연계성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

아웃리치와 국가별 협의를 실시해 왔다. 또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 D.C.에

였다.

서 동북아평화협력회의(정부 간 협의회) 및 동북아평화협력포럼(민관 합동회의)

아울러 북극항로 거점 도시들과의 상호이해와 문화교류 증진 차원에서 상트페

를 개최해 공식 결과문서인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을 채택하였다. 이와

테르부르크 및 무르만스크에서는 한·러 합동 공연과 한국 영화의 밤 등의 다양

더불어 정부는 협력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기능별 협력

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분야별로 국내외 민간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2016년
부터 추진하였다.
국외 민관 네트워크 구축 성과
회의명

일자

장소

협력 기관

한·일 네트워크 구축회의

2016.9.13(화)

일본 히로시마

히로시마평화연구소

한·중 네트워크 구축회의

2016.11.4(금)

중국 베이징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한·몽 네트워크 구축회의

2016.11.8(화)

서울

몽골전략연구소(ISS)

한·러 네트워크 구축회의

2016.11.2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FEFU)

민관 네트워크 심포지엄

2016.12.13(화)

인천 송도

상기 협력 기관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우리 정부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북극 및 북극항로 활용 관련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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