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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국제기구·회의 의장 수임

제1절
평화·안보

•IAEA 핵안보 각료급회의 의장(2016)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의장(2016~2017)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2016~2017)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2015~2016)

개발·기후변화 등

•ECOSOC 의장(2015~201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2015~2022)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의장(2016)

인권·문화

•인권이사회 의장(2016)
•장애인권리협약 의장(2015~2016)
•국제박람회기구(BIE) 집행위원장(2016~2017)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

1) 제71차 유엔총회 참석

 유엔 등 국제기구 외교

외교장관은 2016년 9월 개회한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였다.
외교장관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이 당면한 수많은 과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평화·안보, 인권 등 분야에서 의장직에 진출하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끌어들이는 다자적 노력이 필요함을

성과를 거두었다.

언급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2016년 12월 IAEA 핵안보국제회의 의장(장관급)을 맡

아울러 북한이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서약한 ‘평화 애호 및 유엔 헌장 존중 의

아 핵과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었다.

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 자격을 갖

이 밖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맡아 국제사회의 테러자금 차단 노

추었는지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임을 지적하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

력에 적극 참여하였다.

격 문제를 제기하였다.

인권·문화 분야에서도 인권이사회 의장을 처음으로 수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
을 전개하였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난민과 이주에 관한 고위급 회의, 난민 정상회
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 파리협정 발효에 관한
고위급 행사, 평화구축기금 공여국 회의 등 다수의 다자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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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미국, 일본, UAE, 믹타(MIKTA) 국가 등 주요국·협의체와의 회담도

구소(International Peace Institute)와 공동으로 유엔 평화활동회의를 개최하였으

개최하였다.

며, 이 회의에서 유엔 평화활동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6년 11월 서울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국토연구원, 유엔 공동 주최로
제3차 유엔 평화유지 기술협력 심포지엄(The Third International Partnership

2) 유엔 평화활동 참여

for Technology in Peacekeeping Symposium)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었다. 이 심포지엄에는 유엔 회원국,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단 관계자, 전문가 등

현재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에 동명부대 350여 명, 유엔 남수단 임무

100여 명이 참석하여 공간정보서비스, 감시정찰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단(UNMISS)에 한빛부대 300여 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2016년 11월에는 주재국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였다.

정부와 유엔 측 요청을 감안하여 두 부대의 파견기간을 각각 1년간 연장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평화구축활동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는 평화구축 및 분쟁 예
파견 현황(2016.11월 기준 7개 임무단, 652명 파견)
구분
부대
단위

군
개인
단위

경찰

방 활동에 관해 유엔 안보리,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 기관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 PBC 위원회 부의장국이자 교훈작업

현재 인원

UNIFIL(레바논) 동명부대

328

UNMISS(남수단) 한빛부대

293

반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부의장국 수임 시 우리나라는 멕시코, 네덜란드,
소말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영국, 케냐 등 7개국과 함께 9월 유엔총회 개회를 계

UNIFIL(레바논)

4

UNMISS(남수단)

7

UNMOGIP(인도·파키스탄)

7

MINURSO(서부사하라)

4

UNAMID(수단 다르푸르)

2

엔 평화구축기금의 만성적 재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30개국이

UNOCI(코트디부아르)

1

약 1억 5,000만 달러를 공약하였다.

UNMIL(라이베리아)

6
소계

기로 평화구축기금(PBF:Peacebuilding Fund) 공여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평
화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여를 촉구하였다. 유엔 평화구축기금 공여회의는 유

652

3) 북한 도발 대응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노르웨이, 에티오피아, 국제평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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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견하였다.

엔 전문기구를 통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였다. IMO는 2016년 11월 제97차

2016년 7월 서울시청과 부산시청에서 연이어 개최된 「제9회 국제기구 진출 설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

명회」는 유엔사무국, UNHCR, UNDP, OECD, UNV,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인

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정회람문(circular)을 채

사담당관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전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택하였다. 또한 북한이 2016년 초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 위성항법장치(GPS)

설명회와 별도로 2016년 중 「국제기구 인사 초청 간담회」를 6차례 개최하였다.

교란 전파를 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IMO는 북한의 GPS 교란 행위가 해사 안전
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국제기구에 진출한 우리 국민은 2016년에는 60개 기구,
571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비동맹 운동(NAM: Non-aligned Movement)을
통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고, 2016년 9월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된 제17차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하여 비동맹 내에서

 인권·민주주의에의 기여

북한의 핵실험 규탄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섭 결과, 비동맹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

1) 북한 등 인권 침해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동참
우리 정부는 유엔 차원의 국별 인권 논의가 해당 국가의 인권 개선에 기여한다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인식하에, 북한, 미얀마, 시리아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2016년에는 JPO 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JPO 선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

2016년 3월 개최된 제31차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침해자에 대한 책임을 규

편, 국제기구가 선발과정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

명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를

다. 2016년 새로운 제도하에서 유엔사무국, 유엔난민기구(UNHCR), 유네스코

우리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UNESCO), 국제이주기구(I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양한 기관에 근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활동한 독립전문가 그룹은 2015년 6월 서울에 설

무할 JPO 9명이 선발되었다.

치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더하여 북한인권 침해

아울러 10명의 전문봉사단과 15명의 청년봉사단을 유엔자원봉사단(UNV)으

128

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다층적으로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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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16년 11월 서울을 최초로 방문하여 우

2016년 중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149개의 결의·결정에는 우리나라가 공동

리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인권 침해자의 책임규명

제안한 지역인권레짐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

방안을 폭넓게 협의하였다.

되는 약 45개의 국별·주제별 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세계 인

제71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11월).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결의안 문안 작성과정에 적극 기여하고 최종안에 공동제안국으
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였다.

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한편 2016년 제71차 유엔총회는 북한, 이란, 시리아, 크리미아 등 4개의 국별
인권 결의를 포함하여, 여성, 아동, 난민 보호 등 인권·사회 분야에서 총 51개의

2016년 12월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토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중 총 23개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

이해당사국으로서 안보리 토의에 참여하고, 평화와 안보에 위협 요소로서 열악한

고 사회개발, 여성, 아동, 난민 의제 일반토의와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고관,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의장과의 상호대화 등에서 우리의 관
련 정책과 주요 입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2)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의 활동
3)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인권이사회 창설 10주년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10주년 고위급 패널 토의(6월) 주재, 리트리트 개최(9월) 등 인권이사회의 지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동체 운영이사회(Governing Council) 이사국 활동 및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층 더 효율적인 기구로 도약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

2016년 12월 제9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석 등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

하였다.

력 활동 및 모범 관행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였다.

2016년 인권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

2016년 9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3년 및 2014년에 이어 ‘지방정부

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1)를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벨기

와 인권 결의’채택을 주도하였으며, 여타 민주주의 관련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에, 시리아 등 39개 국가의 인권상황을 심의하였다. 우리는 UPR에서 우리의 인

참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핵심제안국으로 참여한 ‘인권, 민주주의, 법치 결

권 증진 경험을 공유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건설적 권고

의’에 따라 2016년 11월 21~22일 제네바에서 제1차 인권, 민주주의, 법치 포럼

를 제시하였다.

이 개최되었다.

1)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인권이사회가 유엔회원국 인권상황을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등에 비추어 4~5년 주기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활동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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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서울사무소를 유치
하였다.

우리 정부는 「유엔 난민 및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고위급 회의(9.19)」 및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제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여해 모든 장

미국 주도 「난민 정상회의(9.20)」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애인을 위한 빈곤과 불평등 철폐, 정신적·지적 장애인의 권리 증진, 정보와 기술

대두되고 있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난민에 대한

에 대한 접근성 및 포용적 개발 증진 등 장애인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 논

인도적 지원 확대(향후 3년간(2016~2018) 총 2억 3,000만 달러 규모)를 공약하

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2016년 12월 제1차 한·UNHCR 정책협의회를 개최

6) 국내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등과의 협력 강화

(2016.12.12, 스위스 제네바)하여 우리 국민의 UNHCR 진출 확대 및 탈북민 관
련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위한 UNHCR 측의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의 난민

우리 정부는 인권 옹호자, 인종차별,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별절차를 초청

정책을 공유하는 등 한·UNHCR 전략적 파트너십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하여 국내 인권 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이례적으로 2개의 특별절

2016년에는 최초로 UNHCR에 2천만 달러 이상을 공여한 「UNHCR 2천만 달러

차를 초청하였다.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클럽」의 일원으로 가입하였다.

은 각각 1월과 5월에 방한하여 해당 분야의 시민사회 및 정부 인사를 면담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고문방지협약 등에 대한 국가이행보고서(2월), 경제적·사회

5) 취약계층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외교적 활동

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6월)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제3차 한·EU 인권협의회(6월, 서울)에서는 10년의 인권이사회 활동

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여성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주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결의, 난민 및 이주

로 2016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60차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민 문제 등 주요 인권 이슈 관련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제8차 한·미

2016년 9월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국제 협의체인 ‘동등한 미래 파트너십(Equal

인신매매협의회(2월, 서울)에서는 2015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

Futures Partnership)’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달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여성역

이행 현황 및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비준 등 우리의 인신매매 관련 인권개선 노력

량 강화를 위한 한·미·일 3자회의에 참석, 여성의 정치 참여, 경제역량 강화 및

을 적극 소개하였다.

소녀들의 교육 증진 등과 관련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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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의 국내 이행을 위한 대외무역
법 개정을 7월 완료한 후 이 조약의 비준서를 11월 유엔에 기탁하여 국내 발효 및

1)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노력 참여

충실한 국내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의장국 수임

2) 군축·비확산 양자 네트워크 내실화

우리 정부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으로서 제26차
NSG 총회(6.23, 서울)를 개최하였으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우리 정부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UNRCPD: United Nations Regional

Technology Control Regime) 의장국으로서 제30차 MTCR 총회(10.17~21, 부

Centre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the Pacific)와 공동으로

산)를 개최하였다.

2016년 11월 제주에서 개최한 제1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에는 60여 명의

또한 외교장관은 12월 5일 빈에서 개최된 제2차 IAEA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

고위 정부 인사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북핵문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핵과 방사능물질을 사용한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

생화학·방사능·핵안보와 사이버 안보 간 연계, 수출통제 등 당면한 국제사회

회의 논의를 주도하였다.

비확산 현안을 주제로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
2016년 4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는 외

(2)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가 간 공조 참여

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테로 바리오란타(Tero Varjoranta) IAEA 안전조치 사무

우리 정부는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3.2)에 참석하여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공유하였다.

대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미 양국은 2016년 두 차례(6.13, 9.27) 고위급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

아울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2차 한·미 우주대화(7.5)를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정부는 제13차 한·일

Treaty) 채택 20주년을 맞아 2016년 유엔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CTBT 우호국 외교

군축비확산협의회(5.17) 등 다양한 양자 협의를 통해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

장관회의(9.21)에 참석하였다. 우리 외교장관을 포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한 40여

슈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였다.

명의 장관급 인사는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한 대북 메시지를 담은 공
동성명(Joint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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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악용 |

우리 정부는 세계대테러포럼(GCTF: Global Counter-Terrorism Forum)2) 주도

1) 국제 테러 대응

하에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악용 방지 심포지엄에 참석
하여,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악용 위험성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1) 대테러 업무체제 강화

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같은
해 6월 발효)하여 범정부적 대테러활동의 컨트롤 타워인 대테러센터와 국가테러

|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대테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2016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을 역

동법에 따라 「국외테러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도 개정하였다(2016.11).

임하면서 6월 부산에서 FATF 총회를 개최하는 등 FATF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다. 특히 2016년 9월 부산에서 FATF 교육·연구기관인 TREIN(Training

(2) 다자차원의 대테러 협력

and Research Institute)을 개원하였다.

|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 |

우리 정부는 2016년 4월 유엔과 스위스가 공동주최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대

(3) 지역·양자 차원의 대테러 협력

응 관련 고위급 회의, 5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과 예방에 관한 OSCE 회의, 7월

우리 정부는 2016년에 2월과 8월에 개최된 APEC 대테러 실무그룹 및 3월에 개

유엔 세계대테러전략 이행 점검 회의 등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폭력적 극단주의

최된 ARF 대테러·초국가범죄 회기 간 회의에 참석하여,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

예방과 테러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였다.

한 테러 대응 체계 강화 및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에 따른 테러리스트의 이동 차단

또한 우리 정부는 12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동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조치 등 우리의 대테러 노력을 설명하였다.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취약층

또한 2016년에는 한·일 대테러협의회(7.15, 서울), 한·중 대테러협의회

역량강화, 급진화 방지를 위한 교육의 역할 제고, 정부·비정부 행위자(학계, 시

(11.15, 서울) 및 한·일·중 대테러협의회(11.15, 서울) 개최를 통해 2018 평창

민사회 등) 간 협력 증진, 국제·지역기구 간 공조 강화 등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기여하였다.

136

2) 세계대테러포럼(GCTF: Global Counter-Terrorism Forum)
- 개도국의 대테러 역량강화 지원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다자협의체로서 미국 주도하에 2011년 9월 창설
- G8 체제하의 대테러 행동 그룹(CTAG: Counter-Terrorism Action Group)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테러 협력
틀로서 출발하여 회원국은 G8+호주+스위스+스페인을 기본으로 하여 지리적 균형을 고려하며 개도국 및
이슬람 국가로 확대
- 회원국(30개국): G8, 호주, 스위스, 스페인, 터키, 이집트, 사우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우리나라는
비회원국이나 관심주제 회의 참석)

137

5장
2017 외교백서

제1절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동계 올림픽 등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대비 대테러 정책 공유 및 위기 발생

하였다. 아울러 EU 연합해군(EUNAVFOR: EU Naval Force)의 소말리아 해적퇴

시 상호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치 작전(ATALANTA) 참여의 법적 기반인 한·EU 위기관리협정이 2016년 11월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를 위한 국제 협력
4) 다자 안보 기구/협의체와 협력
우리 정부는 2016년 6월에 개최된 제4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에서 한·미
정상회담(2015.10)을 통해 합의된 수사공조, 정보공유, 기술협력 등 사이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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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우리 정

우리 정부는 2016년에 북핵·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정세 관련 이해 증진과 지지

부는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 6월 우리 방위산업 관련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제1차 OSCE·아시아

해킹사건, 12월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단전사태 등 위협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

접촉그룹(ACG: Asian Contact Group) 회의에 참석하여 OSCE 회원국 및 아시

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고자 2016년에는 양자 협의회를 대폭 확대

아·지중해 협력동반자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및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하여 사우디(1월), 체코(6월), 독일(6월), 영국(10월), 일본(10월)과 협의회를 개

결의 2270호를 설명하였다. OSCE는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2월 탄도미

최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한·미·일 3국 간 첫 사이버 협의인 ‘주요 기

사일 발사, 9월 5차 핵실험 직후 의장국 명의 규탄 성명을 언론보도문으로 발표

반시설의 사이버안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여 북핵·미사일 문제 대응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차기(2017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개최 예정국
인 인도 측에 우리의 개최 경험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또한 동북아 다자협력 공유 차원에서 OSCE와 협력을 지속하였다. 우리나라가
개최한 2016년 10월 제3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정부 간 협의회)와 동북아평화협
력포럼(1.5트랙)에도 OSCE가 옵서버로 참석하였다.

3)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

아울러 2016년 5월 OSCE 무역과 투자 연결성 회의(베를린) 및 OSCE 대테러
회의(베를린), 6월 OSCE·아시아 회의(방콕), 12월 제23차 각료이사회(함부르

138

우리 정부는 2016년 5월 개최된 제19차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 전체

크)에 참석하여 경제와 안보의 연관성, 대테러,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비전통 안

회의(세이셸)에 참석하여 지역역량 강화, 해적자금조달 차단 방안, 소말리아해적퇴

보 이슈와 관련해 OSCE와의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북핵·미사일 문제

치연락그룹(CGPCS) 업무 효율성 증진, 소말리아 인접 국가의 참여 확대 등을 논의

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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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자회담을 개최하고 양자관계 증진 방안,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

2016년 6월 페트르 파벨(Petr Pavel) NATO 군사위원장이 최초로 방한하였으며,

세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7월에는 외교부 제1차관이 NATO 바르샤바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프간 군과 경
찰에 대한 우리의 추가 재정기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외교장관이 NATO 본부를 방문하여 NATO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에서 연설하였다. 외교장관은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시
급성과 엄중성을 강조하고,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위한 28개 NATO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후속조치로서 NATO는 12월 15일 외
교부 제2차관을 초청한 가운데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글로벌 파트너국이 참여한 북대서양이사회 특별회의를 최초로 개최
하여 강력한 대북규탄성명을 채택하였다.

(3)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외교장관은 2016년 제52차 회의에 참석하여 공식 서막행사인 독일·대서양협회의
‘NATO와 극동’ 주제 고위급 안보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1.6) 직후 이루어진 외교장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
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심각한 안보 위협임을 강
조하고, 이에 상응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
록 NATO를 포함한 유럽의 파트너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외
교장관은 이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이집트 등 6개
국 및 유럽연합(EU),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등 2개 국제기구와 연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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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효과적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기여 강화

우리나라 ODA 현황

제2절

효과적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기여 강화

(단위: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분

1987~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잠정

총계

공적개발원조(ODA)

9,064.6

1,597.5

1,755.4

1,856.7

1,915.4

1,965.0 18,154.6

① 양자 간 협력

6,205.7

1,183.2

1,309.6

1,395.8

1,468.8

1,537.7

13,100.8

•무상원조

3,716.5

714.9

809.0

883.6

906.4

975.3

8,005.8

•유상원조

2,489.2

468.3

500.6

512.1

562.4

562.4

5,095.0

② 다자 간 협력

2,858.9

414.3

445.8

461.0

446.6

427.2

5,053.7

0.14

0.13

0.13

0.14

0.14

ODA/GNI(%)

자료 OECD.Stat, 2016년은 OECD DAC 보고 통계

 국제개발협력 논의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1)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후속조치 및 개발재원 논의 기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속 확대 추진

우리나라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의장국(2015.7~2016.7)으로서 2016년 7월 뉴욕에서 개최된 고위급정치포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해

(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을 주재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 포럼에서

2016년도에 총 19억 6,000만 달러[국민총소득(GNI) 대비 0.14%(잠정)]의 ODA

독일 등 21개국과 함께 SDGs 이행에 대한 자발적 국별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를 제공하였다.

등 SDGs 후속조치 및 평가 체계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제3차 유엔 개발재원총회(2015.7)에서 채택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이행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유엔 ESCAP과 공동으로
「제1차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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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2016년 5월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 및 유
엔 ECOSOC 개발재원 포럼에서 공동발언을 실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제3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함께 개도국 공무원을

 ODA 정책 수립 및 이행 체계 개선

대상으로 하는 GPEDC 이행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 통합적 ODA 지원전략 및 체제 수립
3) OECD DAC 개혁 논의 참여 및 역할 강화
(1) ODA 통합정책협의회

우리나라는 2016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외교부는 2016년 베트남(10차), 미얀마(4차), 캄보디아(2차)와 통합정책협의회를

Committee) 환경네트워크 및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부의장직 및 OECD 개발센터

개최하여 유무상 ODA 협력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였다.

운영이사회 부의장직을 수임하였다.
(2)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4) G20 개발의제 이행

외교부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16년 4월
18~19일에 걸쳐 지역(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중동·CIS), 분야(공공행정·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에 대한

보건·교육·농업), 형태(연수사업, 봉사단)별로 분과협의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

G20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데 참여하였고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G20 정상선

회를 통해 외교부는 무상협력사업 시행기관들과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을 협

언문’ 및 ‘아프리카·최빈국 산업화 지원을 위한 G20 이니셔티브’ 에 반영하였다.

의·조정하여 사업 중복을 방지하였다.

5) MIKTA 개발협력 파트너십 확대

(3) 중점협력대상국 조정 및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5) 및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12)에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제3차 개발협력 워크숍에서 SDGs 등에 대한 MIKTA의

서는 유·무상 중점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의 유·무상 통합 국가협
력전략 수립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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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개발협력

2016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서 한·일 양
(1)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체제 운영

국은 ODA 정책 및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보건 ▲재난관리 ▲메콩 지역 사업 분

우리 정부는 2016년에는 소위평가 4건 및 자체평가 78건 등 총 82건의 평가를

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개발협력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

실시한 결과, 2015년 대비, 자체평가 실시 기관 및 수행 건수 확대와 함께, DAC

환하였다. 2016년 1월 개발협력 시행기관 간 협력 차원에서 제6차 KOICA·JICA

5대 평가기준 적용 과제 수가 증가하였다.

정례협의를 개최하였다.

(2)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및 정보 공개 실시

(3) 한·미·일 개발협력

우리 정부는 개발협력 투명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달성하기 위

한·미·일 3국은 2016년 7월 최초로 3국 간 개발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

해 2015년 12월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협의회의 정례화 및 시행기관 간 협의 채널 구축에 합의하고 ▲여성·보건 분야

Initiative)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년 1월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

▲메콩지역 ▲민관파트너십 ▲개발관계자 안전 등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

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최초로 우리 ODA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다.

였다. 또한 3국은 2016년 ‘한·미·일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체계 ▲재난대응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

3) 선진공여국과의 파트너십 확대

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 한·미 개발협력

(4) 한·EU 개발협력

2016년 양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이행에 있어서도 공동 협력 대상

우리 정부는 2016년 4월에 제4차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개발협력정책

국을 중심으로 수원국 현장에서 협력하였으며, 특히 KOICA와 USAID는 캄

및 인도적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SDGs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보디아 및 가나에서 감염병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하였
다. 또한 KOICA는 USAID의 혁신 아이디어 플랫폼인 Grand Challenge for
Development를 지원하여 개도국 내 임신부와 신생아에게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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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전체 양자지원액 약 25%를 차지하고, 분야별로
는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순으로 많이 지원하였다. 서남아시아는 대아시

1) 양자 개발협력

아 양자 유·무상원조의 17.4% 정도를 차지하며, ▲보건 ▲직업훈련 ▲공공행정
우리 정부는 2016년도 KOICA를 통한 무상원조로 5억 5,180만 달러(잠정)을 제

분야에 무상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

공하였다.

력과 물자지원을 통해 오세아니아를 지원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빈개도국이 집중되어 있

관리 분야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PIC(Pacific Islands Countries) 초청연수를 지
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는 아프리카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분야별로는 전체 양자원조의 약 50%를 교육 및 보건 분야, 교통 및 에너
지 분야에 배분하고 있으며, 이밖에 식수공급 및 위생, 농림수산, 공공행정 등을

(2) 아프리카 지역

위주로 지원하였다.

아프리카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 정부 대아프리카 양자
원조액은 2억 7,170만 달러(2013년)에서 4억 1,470만 달러(2016년)로 증가했으

우리나라 ODA 지역별 지원 규모

며, 우리 양자 ODA에서 아프리카의 비중도 동일 기간 내 20.7%에서 27%로 확
(단위: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

ODA 지원액

양자 ODA 중 비중(%)

2012

2013

2014

2015

아시아

637.7

731.1

663.4

708.1

681.1

53.9

55.8

47.5

48.2

44.3

(3) 중남미 지역

아프리카

261.0

271.7

332.7

358.8

414.7

22.1

20.7

23.8

24.4

27.0

우리 정부는 전체 양자 ODA 예산의 약 8.8%에 해당하는 규모인 1억 3,570억 달

중남미

76.2

96.5

109.1

114.1

135.7

6.4

7.4

7.8

7.8

8.8

중동

42.3

40.6

74.6

66.3

65.7

3.6

3.1

5.3

4.5

4.3

유럽

16.6

2.6

10.0

-4.4

-1.4

1.4

0.2

0.7

-0.3

-0.1

오세아니아

3.4

3.9

6.5

8.8

8.8

0.3

0.3

0.5

0.6

0.6

지역미배분

146.1

163.2

199.5

217.1

233.2

12.3

12.5

14.3

14.8

15.2

1,183.2 1,309.6 1,395.8 1,468.8

1,537.7

100

100

100

100

100

합계

2016잠정

2012

2013

2014

2015

대되었다.

2016잠정

러(2016년)를 중남미 지역에 지원하였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가
제2기 ODA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어, 이들 국가에 보건, 지역개발, 교통, 통신 분
야를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자료 OECD.Stat, 2016년은 OECD DAC 보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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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확대

우리 정부는 CIS 지역의 중점협력국인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교육·공공행정·보건 외에 산업에너지 분야에 지원하였다.

1)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정책 방향

2) 전략적 다자 개발협력체제 구축 및 이행

우리 정부는 2016년에는 시리아, 이라크 등의 만성적 재난을 포함, 총 40여 건의
재난에 5,7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2016년 우리 정부는 주요 유엔 산하기구 및 유엔 관련 기구와 협력하여 약

2016년 5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분쟁취약국 지원 확대,

4,915억 원 규모의 다자개발협력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2월 「다자협력 추진

여성 및 난민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약사항을 발표한 데 이어,

전략」을 수립하였다.

2016년 9월 ‘난민정상회의’에서 다자기구를 통한 2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우리 정부는 2016년 12월 UNHCR와 최초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

적 지원(2016~2018)을 서약하였다.

로,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인도적 지원 분야 핵심 유엔
기구 모두와 연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우리 정부는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공동평가하기 위한 MOPAN3)에서 2016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MOPAN 의장국을 수임하였다.

우리 정부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2016년에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
하였다.

3) 개발협력 사업 방식 효율화
3)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역량 강화
우리 정부는 2007년 이래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화를 추진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질병퇴

2016년에는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4) 역

치기금법안은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제질병퇴

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 등의 정비 및 유사시 파견을 위한 준비 태세 강화 활

치기금’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아울러 2016년에도 ODA 중점협력국을 중심으

동을 중점 추진하였다. 2016년 1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개정하여 해외

로 ODA 현지 협의체를 활발히 개최하였다.

3)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ulit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ement): 개발협력 및 인도지원
다자기구의 조직효과성 및 개발효과성에 대한 공동 평가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여국 간 네트워크
150

4)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국 정부의 요청, 피해국 정부의 재난 대응역량,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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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 유관 부처와 기관의 역할 및 업무 수행체계, 긴급구호대 편성 및 단계

개발목표(SDGs)와 비즈니스전략의 연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6년 11월 9일 제

별 활동, 평시 구조인력의 교육·훈련 및 구호물품과 장비 보관 등 관련 제도를

2차 포럼을 통해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비하고 업무를 체계화하였다. 특히 KDRT 구조팀은 2016년 11월 진행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2) 개발협력파트너십 확대

Group) 주관 인증평가에서 이어 최상위 등급(Heavy)을 획득하였다.
외교부는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의 회원으로 구성된 개발협력연대(DAK:

4) 취약국가 재건 및 평화구축 지원

Development Alliance Korea) 운영을 통해 기관 간 네트워킹, 정보공유 및 상호
학습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 전문교육프로그

우리 정부는 2016년 10월 아프가니스탄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2017~2020년 아

램(4개) 운영, DAK TALK(12회) 등을 통해 국민의 개발협력 참여와, 역량 제고

프가니스탄에 총 1억 2,000만 달러를 기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를 도모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재원을 ODA 사
업과 연계하고, 기술집약적 창업기업(Start-up)들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 아이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기업과의 협력 플랫폼인 혁신적개발협력프로그램(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을 추진하였다.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 동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민

발협력사업에 적용하는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를 통해 6개 사업을

간 개발주체들의 정책 수립 과정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과

지원하여 청년 혁신가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다.

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함께하는 개발협력 포럼, 시민사회·학계
대표인사 간담회 등을 28회 개최하였다.

1) ‘함께하는 개발협력’ 포럼 개최
외교부는 2016년 3월 25일 제1차 「함께하는 개발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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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주요 내용

제3절

전략적 공공외교 강화

•공공외교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공공외교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 설치
•외교부 주도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종합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와 민간의 공공외교 역량 결집 및 체계적 효율적 공공외교 수행
•공공외교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공공외교 포럼
외교부는 2016년 11월에 ‘제4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중국 양저우에서 ‘교류증
진 및 상호 신뢰제고’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이 포럼에서는 ▲한·중 청년 간 문화 계승 및 공동 책임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및 아시아 지역 내 새로운 도전 대응 ▲상호 보완적 문화산업 및 문화

외교부는 2016년도에 공공외교 저변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혁신 등을 의제로 선정하고, 양국 간 호혜적 이혜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2016년 4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일 공공외교포럼

1) 공공외교법 제정 및 체제 정비

에서는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 및 지역의 평화, 안정 유지 ▲한·중·일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잠재력 ▲한·중·일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 언론교

외교부는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류의 중요성을 주제로 3국 간 공공외교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5)

2016년 공공외교법 (2월)과 시행령(8월)을 제정하였다.

3) 문화공동위 및 문화외교국장회의 운영

5)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초 법률로서 정부는 법률제정을 통해 공공외교 분야에서
범정부적 협업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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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교육부, 문체부 등과 협력하여 양자 문화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정부 차

(1) 매력한국 알리기

원의 교류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각국과 문화교류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외교부는 2016년에 전 세계 125개 공관에서 현지 특성과 한국 이해도 등을 고려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양국 간 문화

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수단으로 한국주간행사, 지방순회 카라반사

교류·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하여 시행

업, 예술 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 다양한 현지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기도 한다. 외교부는 2016년에는 이란, 포르투갈, 몽골, 모로코, 그리스, 에티

일본, 중국에서는 ‘일본 대학생 대상 한국 알리기 사업(고베)’, ‘한·규슈 풀뿌

오피아, 남아공, 멕시코, 아르헨티나, 쿠바, 페루와 문화공동위를 개최하여 ▲문

리 교류 사업(후쿠오카)’, ‘중국 파워블로거 방한 초청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한국

화예술 ▲과학과 교육 ▲청소년과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방

관련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고 방한 초청을 통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중국, 이란, 이스라엘, 포르투갈, 몽골, 그리스, 모로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아프리카에서는 ‘한국 경제 강연회(온

아르헨티나와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하여 상호 문화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두라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에콰도르의 시사점(에콰도르)’, ‘대사배 새마을

을 강화하였다.

경진대회(우간다)’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쿠바에서 개최된 ‘2016 아바나 국제도서전(2월)’에 참가하여 한

4)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국관을 개설해 300여 권의 도서 전시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외교부는 2016년에 우리 원양산업의 스페인 진출 50주년을 기념하여 대전시립

(2)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무용단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스페인 마드리드(9.21)와 라스팔마스(9.24)에

2016년은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이 되는 해로 ‘2015~2016 한·프랑스 상호

파견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한 지자체의 국제화 역량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교류의 해’ 행사가 역대 최다 분야, 최대 규모(500여 건 행사)로 최장기간(1년 4
개월)에 걸쳐 개최되었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행사(2016.3.23)에는 한국
과 프랑스 양국 외교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전략적 공공외교 강화

한국과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바레인에서는 한국의 대표 비언어 퍼포먼스 ‘난
타’ 공연을 선보였고 한·파푸아 뉴기니 수교 40주년과 피지 한인 이민 50주년을

1) 풍부한 매력자산을 활용한 문화 공공외교

기념하여 태권도 공연을 개최하였다.
한편 덴마크에서는 ‘유틀란디아’ 병원선 한국전쟁 파견 65주년을 기념하여 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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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공연과 유틀란디아 병원선 전시회, 백남준 비디오아트 특별전 등이 개최되었다.

‘2016 한국의 맛 콘테스트8)’는 콜롬비아, 태국 등 20개국에서 지구촌 예선전을

스페인에서는 한국 원양산업 스페인 진출 50주년을 기념하여 대전시립무용단

거친 우승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결승전을 치렀다. 결승전 진출자들은 전원

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전통무용을 선보였다.
또한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
서 젊은 음악인들이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조화로운 공연을 펼쳤다.

한식 명예홍보사절로 임명되어 각자 본국에서 한식과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
을 맡게 되었다.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9)’은 65개국 80개 재외공관에서 지역예선을 개최하였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15개국 본선 진출팀을 방한 초청하여 개최된 창원 본

(3) 재외공관 국가브랜드 전시 사업6)

선대회가 KBS 2TV/World를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방영되었다.

외교부는 2016년에 총 75개 공관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에서 임

2016년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Talk! Talk! Korea 201610)’ 결과 151개국 2만

차한 미술품 743점을 지원하고, 외교부 소장예술품 4천여 점도 각 공관에서 전시

4,029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수상작을 활용하여 제작한

토록 하였다.

홍보영상을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영하였다.

(4) 쌍방향 문화교류증진사업

(6) 스포츠 공공외교사업

2016년도에는 투르크권 5개국인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터키, 투

2016년 스포츠 공공외교사업으로 전 세계 86개 공관에서 공관장배 태권도대회

르크메니스탄의 문화예술을 우리 국민에게 소개하고, 투르크권 문화사절단의 고

등 스포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 전통과 예술혼이 담긴 민속공연 등 다채로운 특별행사를 선보였다.

또한 외교부는 2016년 리우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우리 선수단 및 관람객들
이 안전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2017 20세 이하 국제축구연맹

(5)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

(FIF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월드컵대회, 2018

2016년에는 러시아, 멕시코 등 22개국에서 약 2,500명의 외국인이 퀴즈 온 코리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등 향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스포츠대회의

아7) 예선전에 참가, 예선을 통과한 국가별 우승자들은 한국으로 초청되어 결승전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지원하였다.

을 치렀다. 특히 결승전은 KBS 1TV의 추석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고 이후
KBS WORLD를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송출되었다.

6) 공관과 관저를 활용하여 우리의 우수 예술품을 전시함으로써 방문하는 주재국 정부 인사, 언론인 등 현지인을
대상으로 선진문화국가 이미지를 제고
7)
외교부와
한국방송공사(KBS)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을 주제로 한 글로벌 퀴즈쇼
158

8)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식 경연대회
9) 외교부, KBS 문화체육관광부, 창원시가 공동 주최
10) 세계인의 시각으로 본 다양한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국제 콘텐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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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ast Asian Nations) 지역의 3개국, 9개 대학과 연구소에서 현지 학계 인
사와 일반인을 위한 한국학 특강을 개최하였다.

(1)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2016년에는 78개국, 190개 대학에 221건의 한국학 강좌 운영을 지원하였다. 해외

(2) 코리아코너(Korea Corner) 설치11)

한국학 및 한국어 교수직을 8개국 16개 대학에 설치하고 한국학 및 한국어 교원을

2016년에는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슬로베니아 등에 12개 코너를 신설하였

고용할 수 있도록 17개국 22개 대학을 지원하였다. 국내외 대학 간 혹은 해외 대

다. 현재 전 세계 38개국, 49개소에서 외국 현지 국민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

학 간 실시간 화상강의를 제공하는 KF 글로벌 e-스쿨 사업을 통해 해외 35개국,

에 관심을 높이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103개 대학에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였다. 특히 유사중복 사업의 업무조정을 통해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강의교수 파견 사업을 KF 객원교수 파견사업으

(3) 교육학술협력 지원

로 통합하여 총 56개국, 71개 처에 객원교수를 파견하였다.

2016년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은 63개국에서 155명이, 대학원 장학생은

또한 해외 한국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17개국, 37명의 해외 학자와 전문가를

142개국에서 701명이 선발되었다.

한국에 초청하여 학문 분야별 심층적인 현장 조사·연구를 지원하였고 36개국,

그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각국 교육부와 우리 교육부 간 교육 분야 협력 촉진을

71명의 한국학 전공자의 방한 한국어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개도국의 한국학 교

위한 기관 간 약정(MOU)체결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2016년에도 미얀마, 이집

수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국, 7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석사·박사학위를

트, 필리핀, 태국, 멕시코, 튀니지, 아르헨티나 등과 교육 관련 MOU가 신규 체결

취득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총 32개 개발도상국 외교관 36명

되도록 지원하였다.

에게 3개월간의 한국 언어·문화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지한(知韓) 외교관 인맥을
확대하고 13개국, 43개 대학에서 수학 중인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150명에게 장

3) 정책공공외교를 통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학금을 지원하였으며 5개국, 14명의 신진 학자에게 박사후과정 펠로십을 제공하
였다.

(1) 주요 국가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이 밖에도 국내 및 현지에서 총 7건의 교육자 대상 한국학 워크숍을 개최하

외교부는 2016년 9월 9~18일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민관 합

여 5개국의 중등학교 교육자 222명이 참가하였다. 아울러 실용 한국학 특강(KF

동 미국 로드 트립’이란 명칭으로 미국 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Lecture Series) 사업으로 유라시아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160

11) 2012년부터 외국 현지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대학, 도서관, 문화센터 등 주요 기관에 IT 기술이 접목된
복합홍보관 성격의 코리아 코너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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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미 양국 학계 인사들

출신의 청년 인권운동가 빅토르 오첸(Victor Ochen)을 방한 초청하였으며, 2016년

이 양국 관계에 대한 한미 공동 정책 제언서를 마련해 2016년 12월 5일 워싱턴

11월 13~19일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로서 자가나드 판다(Jagannath Panda) 인도

D.C.에서 대외공개하고, 미국 싱크탱크 및 정계 주요 인사에게 전달하였다.

국방정책연구원 동아시아 센터장을 초청해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

또한 외교부는 체계적인 대중국 정책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민
간 싱크탱크 등 다양한 공공외교 주체들과 협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 3월 17일
한반도문제 전문가 초청 간담회(베이징)와 11월 22일 동북3성 민관 공동 세미나
(선양)를 개최하여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일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쌍방향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2016년 7월
21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동경)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10월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Economist), 블룸버그(Bloomberg), 아사히신문 등
주한 외신기자단을 대상으로 2016년 9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오픈 세미나 및 토크 콘서트 형식의 디톡스(D-talks: Diplomatic
Talks)12)를 개최하여 주한 외국인 및 일반 국민들의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4~7일 차세대 대상 순회세미나(오사카, 교토, 고베)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2016년 4월 24~29일 공공외교대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

4)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활동

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6월 13~17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

(1)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사업

여 주요 싱크탱크 인사 및 언론인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 9월에 방송인, 기업가, 주한대사관 직원 등이 외교, 문화, 언어 등 여러
주제에 대해 강연하는 공공외교 아카데미를 2회 개최하여 이 사업에 참여한 국민

(2)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및 우리 정책 인지도 제고

의 외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외교부는 정책공공외교 대상층을 확대하고 사업 수행주체 및 방식을 다변화하기

우리 국민들이 직접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국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미 전략국

공공외교 프로젝트’ 사업에는 2016년 172개 프로젝트가 응모하였으며, 12개 프

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미 외교

로젝트가 최종 선정되었다. 건축, 공공미술, 창작 애니메이션, 과학교육 등 다양

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등의 주요 기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한 분야를 선발하여 문화외교의 폭을 더욱 확장하였다.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16회 실시하였다.

또한 ‘청년 공공외교단13)’에는 2016년 4기 100명이 선발되어 11개 팀으로 활

아울러 외교부는 2016년 11월 10~14일 2015년 노벨평화상 후보였던 우간다

162

12) D-Talks는‘Diplomatic Talks’의 줄임말로서 주한 유학생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토크콘서트 행사를 의미함
13) 공공외교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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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했다. 청년 공공외교단은 1년 동안 국내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

제3절 전략적 공공외교 강화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1) 대유네스코 외교 강화

픽 홍보, 한식 및 한류 등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시니어 공공외교단14)’은 2016년에 전통예술공연회, 서울 성곽길 걷기, 다문화
가정 어린이 의료 자원봉사 등 총 30개 사업을 수행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무형유산위원회 의장국과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을 수
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외교부는 ‘글로벌 문화꿈나무15)’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에는 인도, 몽골,

또한 외교부는 청소년 무예교육과 세계전통무예 보존을 위한 국제무예센터를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7개국에 총 62명의 봉사

청주에 설립(12.22)하는 작업을 지원하였으며 「물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단원을 파견하여 음악, 미술, 무용 등 다방면에 걸친 무료 교육을 진행하였다.

를 위한 국제 연구교육 센터 설립 협정」을 유네스코와 체결하였다(12.7).

아울러 2016년에는 46개 공관에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47명을 파견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산 관리를 위해 유네스코가 시행하고 있는 유산 등

(현지 선발 전형 포함 총 95명 내외 활동)하여 다양한 현지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

재 제도를 활용하였는데, 2016년에는 제주해녀문화가 우리나라의 19번째 인류

토록 하였다.

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아울러 외교부는 2016년 7월 이스탄불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시 ‘세계유산 전

(2) 재외예술인 활용 문화행사

략, 그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11월에는 세계유산위원국 주유네스코 대

2016년에는 니카라과, 르완다, 파키스탄 등 우리 문화예술 소개가 쉽지 않았던

사들을 서울에 초청하여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12개국, 15개 공관에서 성악, 클래식 연주, 한국무용, 미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주재국의 주요 인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널리 홍
보하였다.

 한·유네스코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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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풍부한 국제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50대 이상 시니어를 선발하여 방한 및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15) 전 세계에 우리 청년 예술가를 파견하여 해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한국의 호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우리 청년 예술가들의 해외 취업 여건을 확대하고 세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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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대외 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아울러 다자 국제협약 가입을 통한 국제사회의 규범형성에도 적극 동참하였

제4절

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이 2016년 12월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

대외 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으며, 2016년 2월 9일에는 아세안+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되었다.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2016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되었

협정이 발효되었다.

 국제규범 형성과정에의 참여 및 국제법 관련 국제기구 활동
2016년도에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제71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2016.10.3~11.11, 뉴욕), 제55차 아

 2016년도 조약 체결

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2016.5.16~20, 뉴델리)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
여 다양한 국제법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였다.

2016년에는 양자조약 57건과 다자조약 13건, 총 70건의 조약이 발효하였다. 대

2016년 4월 새로 개관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

표적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청사에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 사법전통을 반영한

Agreement)이 발효하였고 또한 사회보장 분야에서 스위스, 스웨덴, 브라질 등

예술품 ‘신문고’를 기증하였다.

과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발

2012년부터 유엔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위

효되었고 한·캐나다 과학기술협정이 서명되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에

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박기갑 고려대 교수는 2016년 11월 ILC 위원에

콰도르, 가나, 세네갈 등과 체결한 무상원조 기본협정, 니카라과, 필리핀, 에티

재선되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오피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과 체결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Organization) 제209차 이사회(2016.11)에서 실시된 항행위원회(Air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협정 및 차관약정이 발효되었다. 사법공

Navigation Commission) 위원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유경수 현 위원이 재선에

조 분야에서는 페루와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되었고 군사 분야에서는 필리

성공하여 5회 연속 항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핀, 헝가리, 그리스,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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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6년에도 국제법과 관련된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제4절 대외 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교섭

2016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5차 당사
국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로마규정 개정 등 ICC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2016년 4월 및 12월에 한·중 양측은 우리 측 국제법률국장, 중국 측 황해사무대

또한 재판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형사 정의

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2차례의 국장급 회담 개최를 통해 해양경계획정의 제반 사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양측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

2016년 5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39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법을 기초로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호혜·상호신뢰의 정신에 따라

(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

양국 간 권원 주장이 겹치는 해역에서의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가 남극조약체제의 목표와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설명하였으며, 남극조

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약 및 환경의정서에 따른 사찰활동, 과학연구협력 등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
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에는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

Living Resources) 연례총회에 참석하여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해양보호구역
(MPA: Marine Protected Area) 지정 등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 39차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2001년 최초로 이사국에 선출된 이래
6번 연임을 달성하였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이슈의 동향과 국제법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별 국내
외 국제법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16년 국제법 학술대회(9월)를 개최하고, 국제
법 전문가와의 간담회, 대한국제법학회와의 각종 협력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국제법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8회 국제

한편 201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제22차 국제심해저기구(ISA:

법 모의재판 경연대회(9월)와 제16회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11월)를 개최하였다.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총회 및 이사회에서 우리나라는 2017~2021년

국제법 관련 실무 및 노하우 공유 차원에서, 외교부 주관으로 2016년 6월에 각

임기 법률기술위 위원 재선에 성공하였다. 아울러 2016년 7월 서태평양 망간각 광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약

구 탐사 계획 신청이 ISA 이사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3번

및 기관 간 약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등 국제문서 관련 업무

째로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의 3대 광종에 대한 탐사광구를 모두 보유

처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계간지(국제법 동향과 실무)를 발간하여, 국제

한 국가가 되었다.

사법기구의 최신 판결 및 조약체결 동향, 국제회의 논의동향 및 시의성 있는 국제
법 논문 등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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