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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2) 기타 고위급 회담

제1절

회담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

일자 및 장소

주요 내용

한·태국 총리회담

2016.10.11, 방콕

▲교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경제협력 ▲교육·문화
협력 ▲지역·글로벌 협력 등 분야 협력 심화방안 등 협의

한·미얀마
외교장관회담

2016.7.24, 비엔티안

▲양국 관계 ▲개발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 협의

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

2016.7.25, 비엔티안

▲양국 관계 ▲싱가포르 인프라 구축 사업 등 경제협력
▲한반도 정세 등 협의

한·태국 정책협의회

2016.3.7, 방콕

▲한반도 정세 ▲인프라, 교역·투자, 방위산업 등
경제협력 ▲고위인사 교류 등 협의

한·캄보디아
공동위원회

2016.3.9, 프놈펜

▲양국 간 정무협력 ▲경제·투자협력 ▲개발협력
▲한반도 정세 등 협의

한·필리핀 정책협의회 2016.10. 28, 서울

▲교역·투자, 인프라 ▲필리핀 내 우리 국민 보호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 협의

 동남아시아 지역
 서남아·태평양 지역

1) 정상 외교
회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한·베트남 정상회담

일자 및 장소

주요 내용

2016.5.16, 서울

▲에너지·인프라 사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
▲인적·문화적 교류, 국방·방산 협력 확대 등 논의

2016.7.15, 울란바토르

▲고위 인사교류, 교역·투자, 인프라 등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대베트남 투자 확대, 사회보장협정
▲북핵·미사일 문제 등 논의

2016.7.15, 울란바토르
라오스 총리

▲교역, 투자, 개발협력 등 우호협력관계의 발전
▲북한·북핵문제 관련 양국 간 공조 등 논의

2016.9.9, 비엔티안

▲보건, 교육, 에너지 ▲북한·북핵문제 관련 양국 간
공조 등 논의

1) 정상 외교
회담
한·인도 정상회담

일자 및 장소
2016.9.8, 비엔티안

주요 내용
▲경제협력을 포함한 실질협력 강화
▲북한·북핵 문제 등 논의

한·라오스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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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

2) 장관급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1)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회담

일자 및 장소

주요 내용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2016.4.1/7.25/11.25

▲한반도 정세 ▲미래 협력방안 ▲믹타 등 협의

한·스리랑카
외교장관회담

2016.3.11, 서울

▲한반도 정세 ▲경제통상·인프라·고용 등 협의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

2016.7.25, 비엔티안

▲한반도 문제 ▲정무·경제 협력 등 협의

아프가니스탄 관련
브뤼셀 회의 참석

2016.10.5, 브뤼셀

▲아프간 기여금 등 국가재건 관련 협의

2016년 11월 15일에 제10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
는 우리나라와 중앙아 5개국 정부 대표단, 산학·민관 및 언론계 인사 200여 명
이 참여하여 그간 포럼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였으며, 사무국의 향후 역할 등을 논
의하였다.
또한 포럼 계기 「한·중앙아(C5+1) 외교차관급 회의」가 개최되고 우리 외교장
관이 중앙아 5개국 수석대표들을 접견하여, 한·중앙아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몽골·중앙아시아 지역
회담

일자 및 장소
2016.5.19, 서울

한·몽골 정상회담
2016.7.17, 울란바토르
국무총리
우즈베키스탄 방문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2) 한·중앙아시아 카라반 행사

주요 내용
▲북핵 저지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 등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등 논의

2016.5.20, 타슈켄트

▲수르길 프로젝트 완공식 참석 ▲‘한국 문화예술의 집’
건립 착수식 참석

2016.11.10, 서울

▲양국 간 경제협력 다각화 ▲국제현안에 대한 공조 등
논의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선언’ 서명

중앙아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제6차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가
2016년 3월 28일~4월 1일 카자흐스탄(알마티, 아스타나)과 타지키스탄(두샨베)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카라반 행사에는 외교부 유럽국장을 수석대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등 학계·문화계 인사, 기업인 등 민관 대표단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정
치·경제·문화·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유대를 강
화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회, 중소기업인 행사(기업인 일대일 상담회, 비즈니스포
럼), 한·중앙아 국제세미나, 종합 문화공연, K-Pop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지역협력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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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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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럽 지역 외교

2016.9.4, 항저우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브렉시트 이후 동향, 정무,
경제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

2016.9.5, 항저우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이탈리아 총리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국방, 문화, 청년교류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및 북한문제 등
글로벌 공조 강화 방안 논의

2016.9.27, 서울

마르크 뤼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

•개발,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어젠다에 관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북한 제5차 핵실험 대응 대북 공조 등
논의

2016.10.25, 서울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

•청년 창업지원, 친환경선박, 디자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확대 및 북핵 대응 공조 논의

제2절

유럽 지역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장관급 외교
 정상외교
일자 및 장소
2016.4.15, 서울

2016.6.3, 파리

2016.7.13, 서울

2016.7.15,
울란바토르

62

일자 및 장소

면담 대상

면담 대상

주요 내용

2016.2.12, 뮌헨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
영국 외교장관

2016.2.13, 뮌헨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
Walter Steinmeire) 독일 외교장관

2016.2.13, 뮌헨

페데리카 모게리니
(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2016.3.24, 서울

장마르크 에로(Jean-Marc Ayrault)
프랑스 외교·국제개발부 장관

제1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2016.6.15, 소피아

다니엘 미토프(Daniel Mitov)
불가리아 외교장관

양국 실질협력 증진, 북핵문제 공조, 국제무대 협력

2016.7.29, 로마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
이탈리아 외교장관

대통령 이탈리아 방문 후속조치 이행 현황 점검 및
대북정책 공조

주요 내용

에르나 솔베르그(Erna Solberg)
노르웨이 총리

•양자, 지역 및 국제현안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

•창업기업 육성, 상대국 언어교육협력 확대 등 양자
실질협력 증대 및 테러, 사이버 안보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해 논의

요한 슈나이더암만
(Johann Schneider-Ammann)
스위스 대통령

•양국 관계, 교역·투자 등 제반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정보통신기술 협력 양해각서, 보건의료 기술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EU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

•ASEM 정상회의 계기, 양국 협력 강화 및 한·EU
FTA 개정작업 등 논의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 관련 포괄적 공조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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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29, 발레타

조지프 무스카트(Joseph Muscat)
몰타 총리 예방
조지 윌리엄 벨라(George William
Vella) 몰타 외교장관

2016.9.19, 뉴욕

파블로 클림킨(Pavlo Klimkin)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2016.9.19, 뉴욕

블라디미르 마케이(Vladimir Makei)
벨라루스 외교장관

2016.9.19, 뉴욕

미헤일 자넬리제(Mikheil Janelidze)
조지아 외교장관

2016.9.19, 뉴욕

니콜라오스 코지아스(Nikos Kotzias)
그리스 외교장관
유엔총회 참석 계기,
양자 관계 증진 및 북핵 대응 공조 협의
라저르 코머네스쿠
(Lǎzar Comǎn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

2016.9.19, 뉴욕

64

제3절 중남미 지역 외교

몰타 내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등 협의
※ 1965년 수교 이래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서는
51년 만에 처음으로 몰타 방문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제3절

중남미 지역 외교

2016.9.20, 뉴욕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외교장관

2016.9.20, 뉴욕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 Walter Steinmeire)
독일 외교장관

2016.10.5, 브뤼셀

페데리카 모게리니
(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관련 대응 방안 등
포괄적 대북 제재 협의

2016.4.2~4,
멕시코시티

멕시코 대통령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
지원, 치안, 문화 등 논의

2016.10.18, 서울

비톨트 바슈치코프스키
(Witold Waszczykowski)
폴란드 외교장관

대북정책 협력을 포함 한·폴란드 간 정무관계,
경제 분야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 논의
※ ‘2017~2020년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서명

2016.10.11~14,
서울

코스타리카 대통령

•통상·투자, 환경, 인프라,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 논의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16.11.9, 서울

루보미르 자오랄렉
(Lubomir Zaoralek) 체코 외교장관

양자 관계 증진 및 국제무대 협력 등 논의

2016.12.16, 서울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장관

양국 관계, 과학기술·방산·인프라 분야 등
실질협력, 지역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 논의

2016.12.5, 빈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양자 관계 증진 및 국제무대 협력 등 논의

 정상외교
일자 및 장소

면담 대상

주요 내용

 총리급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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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남미 지역 외교

일자 및 장소

면담 대상

주요 내용

2016.5.8~10, 서울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대통령 예방, 총리와의 오찬회담, 국회의장 면담
•양국 간 협력 개선방안 및 의회교류 확대 방안 논의

2016.11.19, 리마 페루 제1부통령

•APEC 정상회의 계기 한·페루 양자회담
•양국 우호협력관계 및 인프라, 방산, 자원·에너지,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 협의
•페루의 북핵 및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입장 재확인

 양자 협의회 등
일자 및 장소

일자 및 장소

면담 대상

주요 내용

2016.6.4, 아바나

쿠바1) 외교장관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2) 정상회의 참석 계기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

2016.9.20, 뉴욕

볼리비아 외교장관

•제71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양국 관계 평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노력
등에 대해 의견 교환

수리남 외교장관

•제6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차 방한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 교환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 및 경제통상,
개발협력, ICT, 국제기구 선거, 대북 공조 등 분야
호혜적 협력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우루과이 외교장관

•북핵 문제 관련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루과이
지지 요청
•교역·투자, 인프라, 개발협력, 국제무대 등 제반 분야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2016.10.24, 서울

2016.11.15, 서울

면담 대상

주요 내용

파나마 외교차관

•고위인사 교류, 북핵 문제, 한·중미 FTA,
개발·환경·인프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 교환
•지역기구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페루 외교부 사무차관

•제5차 한·페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2015년 4월 정상회담 계기 방산, 과학기술, 보건의료,
전자정부, 개발협력, 세관 분야 등의 실질협력사업
이행점검 및 협력 증진 논의

2016.10.20, 서울

아르헨티나 외교부 정무차관

•제6차 한·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관계 평가, 고위인사 교류 확대, 북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 분야별 실질협력 증진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 교환

2016.11.30, 서울

베네수엘라 외교부
아시아·중동·대양주 차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ooperation)
고위관리회의(ad-hoc SOM) 참석
•양국 관계 발전 현황에 대해 의견 교환

2016.1.11, 서울

2016.5.11, 리마

 장관급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대중남미 우호협력 증진
1)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ooperation)과의 협력
외교부는 2016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과 8월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제17차 FEALAC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하여 FEALAC 발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1) 1959년 쿠바혁명 이래 쿠바와 미수교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5년 아바나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을 개설하고, ‘아바나 국제박람회’ 등 쿠바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에 매년 참가, 쿠바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음.
2) 카리브 지역의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역내 경제권 창설을 위해 1995년 8월 출범한 지역 협력체로,
카리브해에 인접한 중남미 25개국으로 구성(우리나라는 1998년 옵서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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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에는 과학기술 혁신 및 중소기업 국제화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한·CELAC·ECLAC 3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장관들은 2017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에서 ‘신
FEALAC 행동계획(New FEALAC Action Plan)’ 채택 및 FEALAC 기금 창설 등

4)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과의 협력

을 통해 양 지역 간 연계성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대중남미 총 교역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태평양동맹의 중요성

2)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States)와의 협력
2016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제5차 한·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가 개최

에 주목하여 2016년 7월 제11차 PA 정상회의 계기 ‘제1차 PA·옵서버 국가 간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5) ‘한·중남미 함께 가는 미래’ 행사

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CELAC 전·현 의장국(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및 카
리브공동체(CARICOM: Caribbean Community) 의장국(도미니카연방) 대표가

외교부는 ‘한·중남미 파트너십의 기회와 도전(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참석하였다.

을 주제로, 2016년 6월 29일~7월 1일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한·중남미 미

이 회의에서는 ‘한·CELAC·ECLAC 3자 세미나(2016.4)’의 성과 등 협력 현

래협력 포럼, 청년 중남미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레베카

황 및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그린스판(Rebeca Grynspan)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 사무총장을 비롯해 멕시코

하였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외교부는 중소기업청과 협업하여 한·CELAC 간 최

공공행정부 장관, 아르헨티나 현대화부 장관, 페루 타크나 주지사 등 여러 중남미

초의 실질협력 사업인 ‘한·CELAC·ECLAC 중소기업 국제화 역량강화 워크숍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였다.

(2016.12)’을 개최하였다.

2016년 처음 개최된 학술 포럼인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에는 양 지역의 전
문가 및 학자들이 참석하여 중남미 정치 지형의 변화,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

3)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와의 협력

한 대응, 다문화 거버넌스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2016년 처음 개최된 ‘청년 중남미 진출 세미나’에서는 청년 세대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 강연, 중남미 진출 전략 설명회 등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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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차 한·중남미 치안협력세미나

9) 과테말라 대통령 및 페루 대통령 취임식 특사 파견

2016년에는 9월 27~30일 중남미 각국 치안부 차관(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아

우리 대통령 특사는 2016년 1월 13~15일 과테말라를 방문, 지미 모랄레스(Jimmy

르헨티나, 멕시코) 및 경찰청장(온두라스, 과테말라, 에콰도르, 콜롬비아)을 초청

Morales)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2016년 7월 25일~8월 3일 페루를 방

하여 제5차 치안협력세미나를 개최해 우리의 과학수사기법과 112센터 운영 등

문해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페루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치안인프라를 소개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참석하였다. 아울러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제1부통령, 페르난도 사발
라(Fernando Zavala) 국무총리 등 신정부 주요 인사와 면담 및 환담을 가졌다.

7) 제6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10) 의회 외교
외교부는 2016년 10월 26일 서울에서 ‘한·카리브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제6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회 한·중남미 협력포럼 대표단은 코스타리카(8.13~17)와 콜롬비아

포럼에는 카리브 지역 7개국 고위급 인사와 카리브국가연합(ACS: Association

(8.17~19)를 방문하여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

of Caribbean States) 사무총장, 카리브공동체(CARICOM) 기후변화센터장, 글

환하였다. 또한 한·중남미 협력포럼 대표단은 멕시코(11.8~10), 니카라과

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11.10~13)를 방문하는 등 의회 외교활동을 수행하였다.

차관보를 비롯하여 KOICA, 기상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11) 한·중남미 공항인프라 카라반 파견
8) 한·중남미 외교와 문화 포럼
외교부는 2016년 11월 28일~12월 2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엘살바도르, 코
외교부는 한·중남미 간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해 2016년 12월 2~3일 주한

스타리카에 민관 합동 ‘중남미 공항인프라 카라반’을 파견하였다. 외교부, 국토교

중남미외교단, 중남미 유관 학계 및 문화계 인사, 중남미 관련 비즈니스 관계자들

통부, 공항공사 등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카라반 대표단은 파

을 초청하여 ‘한·중남미 외교와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견국에서 공항인프라 협력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하고 파견국과 공항인
프라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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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중남미 치안협력 사절단 파견

15) 중남미 중점협력국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외교부는 2016년 12월 4~11일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외교부는 협력사업 발굴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해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을 단장으로 검찰청, KOICA 및 민간업체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해 치안 분야

등 중남미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중점협력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협력 증진을 통한 현지 우리 동포의 안전 확보 및 관련 우리 업계의 진출 기반 확
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13)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운영

시기

협력 주제

대상 국가

주요 활동

2016.6

방산

콜롬비아, 멕시코

주요인사 면담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

2016.7

전자정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전자정부 협력포럼, 방문국 IT기업 간담회,
기업 간 1:1 매칭 등

2016.10

보건의료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제약산업 협력포럼, 제약의료기기 기업 파트너링
상담회 등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는 홈페이지(energia.mofa.go.kr) 운영 및 월간
웹진 <Latin Energy & Resources>, 입찰정보, 주간동향,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
한 중남미 자원·인프라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고 ‘2016 중남미 인프라·플
랜트 및 환경 산업 분야 시장 진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4)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
외교부는 차세대 중남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6년에는 유엔중남미카리브경
제위원회(ECLAC),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중
남미지역본부,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라틴아메리
카개발은행(CAF: Cooperación Andina de Fomento), 중미통합체제(SICA) 등
11개 지역 기구에 총 25명의 인턴을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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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7,
아디스아바바

AU 집행위원장

•우리 정상 특별연설
•아프리카연합의 핵무기개발 반대와 비핵화지지
입장 재확인

2016.5.29, 캄팔라

우간다 대통령

•개발협력, 과학기술 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

2016.5.31,
나이로비

케냐 대통령

•양국 관계 발전 방향, 경제 협력 및 개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
•경제 분야 MOU 20건 체결

2016.9.4, 항저우

이집트 대통령

•상호 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

2016.9.5, 항저우

사우디아라비아 왕위계승자

•북핵 문제, 원전기술,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해 의견 교환

 총리급 외교
 정상외교
일자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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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및 장소

면담 대상

주요 내용

2016.2.18, 서울

팔레스타인 수반

•양자 관계, 중동 및 한반도 정세,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논의

2016.3.3, 서울

이집트 대통령

•인프라·건설, 개발,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 논의
•양국 간 ‘한·이집트 공동선언’ 채택
•교육, 개발, 법무, 항만협력 등 각 분야별 협정·약정·
양해각서 총 9건 서명

2016.5.1, 테헤란

이란 대통령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성명’ 채택

2016.5.18, 서울

이란 부통령 겸 환경청장

•이란 정상방문 결과, 양국 협력 관계 발전 방향,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 교환

2016.5.26,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총리

•평화·안보, 기후변화, 과학기술, 개발협력 등에
대해 의견 교환

2016.5.21~22,
리야드

면담 대상
사우디 국왕

2016.10.9~11, 방콕 쿠웨이트 국왕

주요 내용
•사우디 국왕 예방, 제1왕위계승자 예방, 외교장관 면담
•2015 한·사우디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5개 MOU
체결(외교부 정례정책협의회, 치안협력 등)
•우리 기업의 쿠웨이트 내 활동지원 논의
•국제무대 협력 강화 논의

 장관급 외교
일자 및 장소

2016.2.19, 서울

면담 대상

팔레스타인 외교장관

주요 내용
•양자 정책협의회 개최, 개발협력 강화, 정부 및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 양자 현안 협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 정세와 한반도
주변 정세 관련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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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5, 서울

스와질란드 외교장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첨단기술 및 IT 분야에서 스와질란드에 대한 기술지원
협력 지속 확대

2016.6.21, 서울

잠비아 외교장관

•양국 관계 평가 및 고위 인사 교류, 실질협력 증진
방안, 국제무대 협력 등 협의

2016.7.7, 서울

카타르 국방장관

•국방협력, 경제협력, 지역 정세 등에 관한 의견 교환
•2022 월드컵 관련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카타르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2016.7.22, 서울

마다가스카르 외교장관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양자 현안 협의

2016.8.2, 서울

콩고민주공화국 외교장관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방안 협의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하여 논의

2016.9.21, 뉴욕

UAE 외교장관

•에너지, 문화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논의
•북한 핵문제 및 중동 정세 등 지역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2016.9.21, 뉴욕

차드 외교장관

•AU 관련 협력 증진 방안, 한·차드 양자 관계 등 협의

2016.11.1, 서울

수단 외교장관

•양자 관계 평가, 경제·개발 협력 등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

2016.11.8, 서울

2016.11.11, 서울

2016.12.6,
아디스아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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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간 협의체
1) 공동위원회
일자 및 장소

회의명

수석대표

주요 내용
•교역·투자, 농업, 교육 협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2016.8.19, 서울

제1차 한·콩고민주 •우리 측: 경제외교조정관
공화국 공동위원회 •상대 측: 외교부 사무차관

2016.9.12, 서울

•우리 측: 경제외교조정관
제7차 한·이스라엘
•상대 측: 경제부 대외무역 •양국 간 투자 촉진 방안 협의
경제공동위원회
담당 차관보

2) 정책협의회
일자 및 장소

회의명

수석대표

주요 내용
•정무, 경제, 문화, 국제무대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
•이란,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

콩고공화국 외교장관

•경제·개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아프리카 지역정세 등에 관하여 의견 교환

2016.1.20,
서울

제3차 한·바레인
정책협의회

•우리 측: 아중동국장
•상대 측: 외교차관

이스라엘 총리 외교보좌관

•양국 간 제반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중동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전 이스라엘 대통령
서거 시 우리 조문단 파견,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
개최,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 등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을 평가

2016.3.11,
서울

제1차 한·말리
정책협의회

•우리 측: 아중동국장
•현지 정세 정보 교환
•상대 측: 아시아·오세아니아
•양국 간 협력 전반 및 현안 검토
국장

에티오피아 총리

•양자 주요 현안과 지역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2016.4.4,
무스카트

제10차 한·오만
정책협의회

•우리 측: 아중동국장
•상대 측: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

에티오피아 외교장관

•경제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한·오만 양국관계, 국제무대 협력,
영사협력 문제 등과 더불어 북한문제,
GCC·이란 관계 등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

짐바브웨 외교장관

•양국 관계 평가, 교역·투자 및 농업 분야 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

2016.7.21,
서울

제4차 한·알제리
정책협의회

•우리 측: 아중동국장
•상대 측: 외교부 아시아
대양주 국장

•정무·경제 등 양자 현안,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

탄자니아 외교장관

•양국 관계 평가 및 고위 인사 교류, 경제·개발 협력,
주한탄자니아대사관 개설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 교환

2016.7.22,
서울

제2차 한·마다가스카르 •우리 측: 아중동국장
•경제협력, 건설·인프라 및 전력 분야
정책협의회
•상대 측: 외교부 경제국장
협력 등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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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25,
하라레

제2차 한·짐바브웨 •우리 측: 아중동국장
•경제·통상, 사증·영사 협력 등
정책협의회
•상대 측: 외교부 사무차관
양자 현안 논의

2016.7.26,
다레살람

제4차 한·탄자니아 •우리 측: 아중동국장
•고위 인사 교류 활성화 및 경제 협력
정책협의회
•상대 측: 외교부 아주국장
확대 방안 등 양자현안에 대해 논의

2016.8.29,
라말라

제2차 한·팔레스타 •우리 측: 아중동국장
인 정책협의회
•상대 측: 외교부 차관보

2016.9.23,
말라보

제2차 한·적도기니 •우리 측: 아중동국장
•고위 인사 교류 활성화, 비자발급 절차
정책협의회
•상대 측: 외교부 사무총장
개선 방안 등 논의

2016.9.28,
다카르

제4차 한·세네갈
정책협의회

•우리 측: 제1차관
•상대 측: 외교부 차관

2016.10.17,
서울

제1차 한·우간다
정책협의회

•우리 측: 제1차관
•양국 간 고위인사교류 활성화 및
•상대 측: 외교부 사무차관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 양자 현안 논의

2016.11.29,
서울

제3차 한·적도기니 •우리 측: 차관보
•평화·안보, 경제·통상 등 다양한
정책협의회
•상대 측: 외교부 국무차관
분야의 협력 방안 논의

•개발협력 등 양자 협력 방안 협의

•방산 협력, 개발협력, 경제·통상 확대
등 논의

일자 및 장소

일자 및 장소

회의명

2016.2.1, 서울

한·EU 중동정책협의회

2016.3.9, 도쿄

한·일본 중동정책협의회

2016.4.5, 테헤란

한·이란 중동정책협의회

2016.6.13, 워싱턴

한·미·일 중동정책협의회

2016.8.31, 파리

한·프랑스 중동정책협의회

2016.9.1, 브뤼셀

한·EU 중동정책협의회

4) 중동 관련 국제회의

주요 내용

회의명

참석자

논의 요지

2016.2.2~3,
서울

제2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

•국내외 중동 전문가
•정부 관료

•북아프리카의 개혁과 민주주의
•시리아 및 이라크와 ISIS
•이란과 걸프지역 안보
•팔레스타인 문제

2016.11.6~7,
쿠웨이트

제13차 한·중동
협력포럼

•국내외 중동 전문가
•정부 관료

•관여와 협력을 통한 평화 정책
•한·중동 경제 협력
•한·중동 교육·문화 협력

5)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일자 및 장소

회의명

수석대표

주요 내용

2016.2.26, 서울

제5차 한·프랑스
•우리 측: 아중동국장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상대 측: 아프리카국장

•아프리카 정세 및 대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2016.8.30, 런던

제3차 한·영
•우리 측: 아중동국장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상대 측: 아프리카국장

•아프리카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대아프리카 정책과 평화·안보 협력에
대한 협조 사항 조율

2016.8.31, 파리

•우리 측: 아중동국장
제6차 한·프랑스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상대 측: 아프리카국장대리

•아프리카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대아프리카 정책과 평화 유지 및 구축에
대해 논의

2016.9.18, 뉴욕

제3차 한·미
아프리카 정책대화

3) 중동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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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아중동국장
•아프리카 정세, 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상대 측: 국무부 아프리카
아프리카 관련 양국 협력 등 논의
차관보

•ISIS 대응, 이란, GCC,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리비아 및 예멘 정세 등 중동 지역 핵심 현안 논의

 대아중동 우호협력 증진
1) 제9회 아랍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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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4~8일 제9회 아랍문화제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아랍문화제에

경제인연합회 회장, 터키 쿠란학교 교장, 아랍어 서예가, 재한 이슬람권 유학생

는 국내 주재 14개 아랍대사관 중 10개 대사관이 참여하였으며, 가족단위 관람객

및 학계 인사, 경제인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하여 나눔과 배려, 존중과 관용의

이외에도 청소년, 대학생, 외국인 등 약 4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연합뉴스

의미를 되새겼다.

TV, BBC Arabic과 같은 국내외 언론매체가 관심을 갖고 행사를 보도하였으며 특
히 아랍특별관은 공연, 전시,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4) 제9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2) 제5회 아랍영화제

제9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행사가 2016년 10월 16~22일 수단·이집트·쿠
웨이트에서, 2016년 11월 3~6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정부 인사와 시민들의 참여

2016년 5월 26일~6월 1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된 제5회 아랍영화제는 총 15편

속에 각각 개최되었다.

의 아랍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아랍의 신작영화를 소개하는 ‘아라비안 웨이브’, 알
제리의 거장 메르작 알루아슈 감독의 작품을 집중 조명한 ‘아랍 필름마스터’, 동시

5) 보츠와나 50주년 독립기념일 대통령 특사 파견

대 아랍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는 ‘포커스 2016: 오늘의 아랍 여성’ 등 세 개의 세
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메르작 알루아슈 감독, 개막작 ‘나와라의 선물’의 타그리드
아부엘하산 프로듀서가 방한하여 작품에 대해 관객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6년 9월 29~30일 개최된 보츠와나 독립 50주년 기념일 행사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였다. 특사는 이언 카마(Ian Khama) 보츠와나 대통령이 주
최하는 기념행사 전야제, 보츠와나 독립 50주년 행사 기념식 및 공식 오찬에 참
석하고 벤슨 모이토이(Venson-Moitoi) 외교장관을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

3) 이프타르 만찬

달하였다.

2016년 6월 28일 외교부는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이슬람협력기

6)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구(OIC) 회원국 주한 외교단 및 이슬람·중동 관련 국내외 인사 120여 명을 초청
하여 제13차 이프타르 만찬을 개최하였다.
2016년도 행사에는 주한 아랍외교단장,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맘, 파키스탄

80

2016년 12월 6~7일 외교부는 아프리카연합(AU), 에티오피아 외교부와 공동으
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소재 AU 본부에서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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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포럼에는 우리 외교장관, 에라스투스 므웬차(Erastus Mwencha) AU
부집행위원장, 포럼 개최국 에티오피아 워르크네 게베예후(Workneh Gebeyehu)
외교장관, 심바라셰 뭄벵게귀(Simbarashe Mumbengegwi) 짐바브웨 외교장관

300만 달러를 포함, 약 744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기여하였

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14개국 장·차관급 대표단 및 에티오피

다. 또한 우리 정부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

아 주재 외교단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황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동참하고자 2016년 2월 4일

이 포럼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4차 시리아 공여국 회의’에 참석하여 시리

화·안정 구축을 위한 도전과 과제 ▲아프리카의 공동 경제발전 방안 등 2개 주제

아 및 주변 난민 수용국에 인도적 지원 1,200만 달러 및 개발협력

에 대해 구체적인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평화·안보 ▲경제·사

3,300만 달러 지원을 서약하였다.

회 ▲인적자원개발 관련 한·아프리카 간 협력 비전을 담은 「아디스아바바 선언」
과 구체 협력 사업 및 이행 메커니즘을 포함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2) 시리아 문제
우리 정부는 6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 공격과 화학무기 사용 등 반인도

2016 중동 주요 이슈 관련
우리 기본 입장 및 관련 활동

적 행위를 규탄했다. 우리 정부는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2016년
12월 정전합의의 이행과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 절차와 원칙을 명시
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 및 2012년 제네바 코뮈니케를 바탕으

1)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로 한 시리아 국민 주도의 해결을 지지하고, 제네바 평화회담을 통
한 정치적 대화 노력을 지지하였다.

ISIS 퇴치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
부는 2016년 한 해 동안 이라크에 대해 ISIS 수복지역 안정화 기금

82

3) 이란 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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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16년 1월 17일 언론을 대상으로 대이란 제재 해제 관
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고 1월 21일에는 이란을 대상으로
교역 중이거나 교역 개시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 약 700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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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inter-regional) 외교

으로 관계부처 합동 대이란 제재 해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4) 리비아/이스라엘·팔레스타인/예멘 문제
우리 정부는 리비아의 안정, 정치적 전환 성공 및 민주주의 정착을
지지하며, 2016년 4월 12일 튀니지 튀니스에서 개최된 ‘리비아 지원
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리비아 국가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였고 2016년 10월 리비아 안정화 기금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에 1백만 달러를 공여하는 등 총 633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
하였다.

ASEM이 창설 2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인 2016년 7월 제11차 정상회의가

또한 우리 정부는 1987~2015년 대팔레스타인 개발협력에 약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51개국 및 2개 기구(EU, ASEAN)가 참석한 이

5,449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 대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

번 ASEM 정상회의에서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채택되었다.

으로 9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84

또한 우리 정부는 ASEM의 3대 협력 분야(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균형적 발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해 예멘 인도적 지원에 2016년 100만 달러를

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십여 년간 중단되었던 ASEM 경제장관회의의 재개를 공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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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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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시아지역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우리 정부는 2016년 9월 7~8일 이틀 동안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관련 3개의 정상회의,

외교부는 2016년 9월 26일에는 역내 무역 촉진을 비롯한 경제 연계 강화를 주제

즉 한·ASEAN 정상회의(9.7), ASEAN+3(ASEAN 10개국+한·중·일) 정상회의

로 제6차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9.7)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9.8)에 참석하여 역내 협력 현
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비세그라드(V4: Visegrad group)

정상회담
행사명

제18차 한·ASEAN 정상회의(2016.9.7, 비엔티안)

주요 내용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 ‘포괄적 역내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가속화 협의
•ASEAN, 2017년 문화교류의 해 관련 교류 사업
적극적 지원

제19차 ASEAN+3 정상회의(2016.9.7, 비엔티안)

•아세안과 한·일·중 3국 협력체제 연계 강화 및
북한 문제 논의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2017.9.8, 비엔티안)

•비전통적, 전통적 안보 현안 논의
-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한
비확산 성명 채택

2016년 10월, 11월, 12월에는 폴란드·체코·헝가리 외교장관이 연쇄 방한하여
우리와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V4 간 포괄
적 협력관계를 심화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 거점인 V4와 다양
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이 강화되었다. 2016년 4월 한·V4 간 과학기술 연구 협
력 양해각서가 서명되었고 2016년 11월 한·V4 고위급 인프라 회의 개최를 계
기로 각국 인프라 관련 기관 간 협력채널이 구축되었다. 이 밖에도 2016년 10월
바르샤바·서울 간 직항로 개설, 2016년 7월 한·V4 차세대 문화교류캠프 실시
등 우리나라와 V4 간 인적 교류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2016년 10월에는 제3차

외교장관회담
행사명

86

주요 내용

한·V4 체제전환 경험 공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대비하여
V4 국가들의 성공적인 체제전환 경험을 공유하였다.

제19차 한·ASEAN 외교장관회의
(2016.7.25, 비엔티안)

•한·ASEAN 협력 현황 및 미래 방향, 북핵문제 등 논의

제17차 ASEAN+3 외교장관회의
(2016.7.26,비엔티안)

•ASEAN+3 차원의 협력 점검 및 미래 방향,
한반도 문제 등 논의

제6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2016.7.26)

•EAS의 미래방향과 북핵 문제 등 논의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2016.7.24, 비엔티안)

•한·메콩 행동계획, 협력기금사업 등 논의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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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BSEC 회원국 정부 서비

한의 도발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었으며, 이 행위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이 적시되

스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 11월 21~28일 터키, 세르비아, 아제르

었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및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한반도

바이잔, 알바니아에서 외교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제6차 한·BSEC 정보통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가 포함되었다.

신기술(ICT)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기관 간 구체적인 ICT 협
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ARF 신뢰 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의 4대 협력 분야 중 하나인
재난구호(Disaster Relief) 차기 분야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공동의
장국을 수임하였다.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

2016년 4월 27~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CICA 외교장관회의에 우리 외교

2016년 10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장관이 참석하여 공동선언문에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내용

한 34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여 ‘아시아의 다양성 가운데 일체성 지향(One Asia,

을 최초로 반영하였다.

Diverse Strengths)’을 주제로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아시아 지역 내
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 국무총리는 국별 대
표 연설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아시아협력대화」 6개 우선협력분야 중 과학·기술·혁신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분야에서 선도국(Prime Mover)을 맡게

2016년 7월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3차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우

된 우리나라의 향후 협력 비전과 활동계획을 밝혔다.

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호주, 일본, 중국, 북한 등 27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였
다. 이번 회의에서 ARF 외교장관들은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중동 문제, 자연재해 등 다양한 전통·비전통 안보 위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협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ARF 의장성명에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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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대응
전문가 회의 지원(2016.4.28~29, 멜버른)

•정보공유 등 대테러분야 협력 방안 논의

관리들과 우리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믹타 고위급 인도지원 대화(2016.5.23, 이스탄불)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계기 믹타국 간 인도지원분야
협력방안 논의

기후변화, 개발협력, 해양·수산협력 등 3개 분야에서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관

제2차 믹타 통상대화(2016.7.9, 상하이)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 통상 분야 협력방안 논의

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규탄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우리의

믹타 주니어 외교관 교류사업
(2016,8.25~10.25, 시드니)

•믹타국 초급 외교관 간 교류·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실시

제7차 믹타 외교장관회의(2016.9.22, 뉴욕)

•유엔총회 계기 개최
- 북한 핵실험 규탄 성명 채택 및 인도주의 분야
협력 확대방안 협의

제2차 국회의장회의(2016.10.22, 호바트)

•북핵 관련 내용을 포함한 언론발표문 채택
- 제3차 회의 개최 합의 등 국회의장회의 정례화에 기여

제1차 믹타 영리더스캠프(2016.11.3~5, 속초)

•믹타국 차세대 리더 간 우호관계 증진 목적으로 믹타국
대학(원)생 30명 대상 학술토론캠프 개최

제8차 믹타 외교장관회의(2016.11.25, 캔버라)

•인도적 협력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한 공동코뮈니케 채택

14개 태평양도서국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소속 고위

대북 정책에 대한 태평양도서국의 지지 및 공조를 재확인하였다.

 중견국 협력체, 믹타(MIKTA)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2016년
출범 4년차를 맞아 외교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여타 부처, 학계, 민간차원까지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더해 북핵, 테러리즘, 개발 및 인도지원 등 주요
국제이슈에 관해 믹타 차원에서 총 11건의 공동보조(공동성명 혹은 공동발언)를
실시하였다. 2016년 시행한 믹타 관련 주요 행사는 아래와 같다.
행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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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제2차 믹타 고위급 회의(2016.1.28, 캔버라)

•향후 중점적 협력 추진분야 합의
- ①에너지 거버넌스 ②테러리즘 대응 ③경제·통상
협력 ④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⑤지속가능개발
⑥양성평등 ⑦유엔평화유지활동

G20 셰르파회의 계기 믹타 회동(2016.1.15, 베이징/
2016.4.7, 광저우/ 2016.6.24, 샤먼)

•기후변화, 개발, 혁신, 난민 등 G20 주요 의제에 대한
믹타 차원의 협력방안 논의

제3차 믹타 개발협력 워크숍(2016.4.1, 캔버라)

•개발협력 분야 내 믹타 차원 협력방안 논의

제2차 믹타 아카데믹네트워크 회의
(2016.4.14.~15, 캔버라)

•믹타 국별 지정 연구기관 간 학계 차원의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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