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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양자 경제외교

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경제협력 분야 양해각서(MOU)를

제1절

양자 경제외교

체결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제2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12.6)을 개최해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 등 한·미 양측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
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방안과 관련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했다.

2) 중국
중국과는 4월 20일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중국 내 우리
청년 취업 지원,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금융 분야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3월과 7월 2차례 진행했다.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1 주요 교역국과 경제외교 강화
2018년 세계 경기는 선진국이 호조세를 보이고, 신흥국 역시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계기로 개최한 한·중 정상회담(11.17)을 통해 후속협상의 호혜적 타결을 위해 양국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3) EU 및 주요 회원국

우리의 대외경제 여건이 호전됐다. 그러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 등 신흥
국의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교역량 감소 및 각국의 국제금융정책 변화 등 불확실

외교부는 2018년 12월 13일 제15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한·EU 관계 전반,

성이 지속됐다. 외교부는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

브렉시트 동향과 이후 한·EU 관계 심화·발전 방안, 기후·개발·인권 협력 확대 방안,

록 미국, 중국, EU, 일본, 아세안,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양자 경제외교를 강화하기

산업·정보통신기술(ICT)·금융·어업·운송·노동 등 분야별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위해 노력했다.

독일과는 2018년 9월 19일 제31차 한·독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제조업,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ICT 등 다양한 분야

1) 미국

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
기술인력 부족 문제와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모

외교부는 2018년 12월 7일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등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

색하기로 했다.
한편 2018년 2월 27일 포르투갈, 6월 22일 그리스, 11월 2일 스페인, 11월 27일

의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협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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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와 각각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관계 강화 방
안을 논의했다.

제1절 양자 경제외교

논의했다.
그와 함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6.3~5) 및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영국과는 2018년 6월 6일 한·영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브렉시트 동향

대통령(9.9~11) 방한 접수를 통해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관계를 견고히 했

및 영사, 교역, 항공 등 제반 분야별 협력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브렉시트 대응

다. 캄보디아와는 제2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2.8)해 양국 간 교역·투

관계부처 회의를 3차례(5.11, 9.11, 12.18) 개최하여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자·인프라·금융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서 기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

논의했다.

의했다.

한국과 인도 양국은 2015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기존의 전략
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

4) 일본

하고 협력관계를 심화해 왔다. 2018년 7월 8~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무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데 공감하고 2030년까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201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을 맞이해 2월 평창동계
올림픽과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및 인
적교류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10월 우리 대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CEPA) 개선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확인하고, 우선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조
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했다.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됐으나, 우리 정부는 정치문제와 경
제·인적 교류를 분리한다는 투 트랙 기조로 미래지향적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해 나가
야 함을 강조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 모두 서로의 제3위 교역상대국 지위를 유
지했고, 상호 방문자 수가 사상 최초로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경제 및 인적교류에
서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5) 아세안 및 인도
외교부는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아세안·인도 지역과 경제외교를 강화해 왔다. 2018
년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3.22~24)과 싱가포르(7.11~13)를 국빈 방문해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 및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한·베
트남 및 한·싱가포르 교역·투자 확대, 개발 협력 등 실질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번영
관계 구축의 틀을 마련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우리와 교역이 가장 활발한 베트남
과는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 목표를 기존 7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상향 조
정하는 한편, 다양한 고위급 회담을 통한 신규 협력 분야 발굴 등 협력 증진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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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규제조치 대응
2018년 우리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
(26건→16건)했으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
치는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에 누
적된 수입규제 조치는 총 193건(조사 중 22건 포함)으로 전년(189건) 대비 약 2% 증가
했고 그중 반덤핑 조치가 151건, 상계관세 조치가 9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33건이었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 입장 서한 전달, 고위급 면담 시 의견 개진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적
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호주 철근 반우회덤핑 조사 종료, 터키 고순도 테레프탈
산(PTA) 반덤핑 조사 종결, 말레이시아 석도강판 반덤핑 규제 종료, 인도 에폭시레진
반덤핑 조사 종료, EU 철강 세이프가드 기존 수출물량 유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한 미국, 인도, 중국, 터키 등 14개 재외공관에 현지대응반을 설치하고 외국에 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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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방안 설명회·간담회 개최, 동향 상시 모니터링,

동 등 지역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해외 수주 정보 제공,

주재국 규제당국과 협의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수입규제 대응을 확대했다.

입찰 활동 지원 등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했다.
재외공관의 기업 해외 수주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28개 수주 유

수입규제대책반의 주요 활동(2018년)
■ 수입규제 조사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수입규제 조사 개시 이전, 조사 중, 예비판정, 확정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해 관련 업계 및 협
회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 업계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측 대응논리 개발
※ 2018년 기준 우리 관련 업계 및 관계부처 간 대책회의 27회 진행
■ 수입규제국과 정부 간 양자협의
주요 수입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해 정부 간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및 정부 입
장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
※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및 현지 공관 공청회 참석 13회, 조사당국 면
담 21회 등
■ 서한 및 정부입장서 전달
주요 수입규제 현안에 대해 상대국 정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서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입장서를 작성해 송부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 피력
※ 2018년 정부서한/입장서/답변서 55건 발송
■ <알기 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발간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수출품에 대해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하는
국가인 미국의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제도 및 조사 대응 방안을 상세 수록해 발간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망 지역의 재외공관에 민관 협력체인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
으며, 재외공관은 현지 정부 고위급 인사와 네트워크 및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외교부는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 진흥 사업 수행, 각종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시장개척
단을 세계 주요시장, 유망시장, 틈새시장 등에 파견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37개국
의 재외공관에서 신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외교부는 독자적 시장 개척이 어려운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4월 농림부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세계 각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에
서 매년 재외공관 농식품 수출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67개 공관
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외교부는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유엔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 10월 23일에 ‘유엔 조달시장 기업진출 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
라는 명칭으로 설명회가 개최돼 유엔 조달관이 유엔 조달시장 현황, 벤더 등록 절차를

3 해외 진출 기업의 활동 지원
1)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외교부는 정상외교, 외교장관회담, 경제공동위원회 등 주요 고위급 외교행사를 계

설명하고 희망 기업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각국의 경제 동향, 박람
회·전시회 등 경제 행사 및 입찰 정보 등을 국내 유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메일로 서비스하고, 그와 동시에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기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외공관은 동남아시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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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외교부는 현지 법률 자문 제공, 재외공관 주도의 기업지원 사업 진행, 각종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재외공관은 매년 ‘기업지원 활동 강화 사업’을 통해 통관 애로, 인허가, 미수
금 회수 등의 문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전 재외공관-주재기업 간 협의체인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개최해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했다.
또한 외교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지 노동법, 환경법,
세제, 통관 등의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 외에도 법률세미나 개최, 책자 발간 같은 사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중국, 동남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이 현지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
고, 궁극적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
로 CSR 활동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한편, 주재국 정부 및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
의 CSR 활동 내용을 홍보하며, 2018년에는 33개 공관이 우리 기업의 CSR 활동을 지
원했다.
또한 외교부는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재
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
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왔
다. 이 행사를 통해 공관장이 직접 기업인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해외시장 정보제

제1절 양자 경제외교

4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우리나라는 청년 고용 부진과 이에 따른 실업 장기화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
해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8년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으며, 외교부
는 그 일환으로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해외봉사단, 한상 인턴, 공공외교 인턴 등 다양한
해외파견 사업과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해외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또한 제2차관 주재로 분기마다 개최되는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내
TF에서는 이러한 외교부 일자리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점
검하고 있다.
2015년 청년해외취업촉진 대책에 따라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해외
취업지원협의체’는 2018년 3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 17개에서 28개로
대폭 확대됐다. 재외공관은 이를 바탕으로 채용상담회, 현지 취업여건 설명회, 취업자
인터뷰 및 멘토링, 취업 성공가이드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맞춤형 취업전략 수립, 취업허가, 체류 조건 개선 등을 위해 주재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 여건이 양호하고 구직자가 비교적 선호하는 지역인 일본을 중점 국
가로 선정해 ‘한일대학 3+1’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생이 구직활동
이 가능한 시기에 일본 대학에서 연수 후 일본 내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
도록 지원한다.

공,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
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8년 행사에는 138개 공관이 참여해 550여 건의 상담을 진행
했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 해결 사례를 담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각종 문의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사이버기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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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 및 글로벌 경제외교 강화

성장’ 달성과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대화와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절

지역 및 글로벌 경제외교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 정책방향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무역, 기후변
화, 지속가능 개발, 여성 역할 강화 등 범세계적 현안 대응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슈별로 우리의 선제적 대응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위상을 높
였다. 아울러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설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G20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2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
회의 참석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발해 1993년 빌 클린턴(Bill

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출범 10주년을 맞는 G20 정상회의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
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돼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지난 10년
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을 조망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G20 정상들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Building
Consensus for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의장국이 선정한 우
선순위 의제인 일의 미래, 개발을 위한 인프라, 식량안보 및 거시경제 공조, 무역·투
자, 여성 역량 강화, 반부패, 기후변화, 디지털경제, 보건, 이주·난민 등 G20의 분야
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G20 정상선언문과 장관선언문·코뮈니케 등을 포함
해 32개 문서를 채택했다. 또한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한
회원국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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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ton) 당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정상 간 협의체로 격상된 APEC 정상회의
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최고 정책 공조의 장으
로서 위상을 구축했다.
2018년 11월 17~18일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된 제26차 APEC 정상회
의에서는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를 주제로 역내 경제통합 심화, 포용적 지속 가능 성
장,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등 세부 의제가 논의됐다.
APEC 정상들은 2017년 채택된 ‘인터넷·디지털 로드맵’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디
지털경제 행동의제’를 의장성명 부속서로 채택해 향후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 방향을 제
시했다. 또한 APEC의 핵심 목표로서 무역투자 자유화 증진을 재확인하고 균형적, 혁
신적,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Bogor
Goals)1) 이후 APEC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야심찬 비전
1)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로, APEC 선진 회원국은 2010
년까지 개도국 회원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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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26차 APEC 정상회의
(2018.11.17~18,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제2절 지역 및 글로벌 경제외교 강화

OECD 주요 지역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APEC이 지향하는 ‘2030 포용

태국과 함께 2기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2018∼2021년 OECD 동남아지역프

적 APEC 공동체’ 실현과 아태지역 미래 논의

로그램을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우리

를 위한 선도적 사례로서 우리의 ‘혁신적 포

나라는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심사를 수검하고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 홍

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역내 포용성 증진을

보 및 협약 이행 노력을 설명함으로써 국제경제 분야 관련 OECD 규범의 적극적 이행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의 포용성 정책 모범 사

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례를 수집한 <포용성 정책 가이드북(APEC

한편 제6차 세계포럼(The 6th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Guidebook on Inclusive Policies)> 작성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미래의 혁신 및 포

and Policy)이 2018년 11월 27~29일 송도에서 개최됐다. 앙헬 구리아(Angel

용성 증진을 뒷받침하고 아태 지역의 기업, 소비자,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

Gurria) OECD 사무총장이 포럼 참석차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제2차관을 예

물로서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을 제안했으며 역내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

방하고 포용적 성장, 디지털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국제경제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APEC 서비스 국내규제 원칙’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다자주의 경제

교환했다.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활동
OECD는 세계경제성장과 안정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회
원국 간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과 무역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18년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가 5월 30~31일 ‘보다 책임 있고, 효
과적이며, 포용적 성과를 위한 다자주의의 기반 재형성(Reshaping the foundations
of multilateralism for more responsible, effective and inclusive outcomes)’을
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수
석대표), 기획재정부 제1차관(교체 수석대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포함한 정부대
표단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정책 방향(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을 소개하고 디지털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
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4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활동
UNESCAP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지역의 62개국이 회원국인 지역 개발 기구
로서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UNES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
해 왔다.
2018년 제74차 UNESCAP 총회는 ‘2030 지속 가능 개발 의제 시대의 불평등’을
주제로 62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5월 11~1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
에서는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해 역내 정치·경제 안정 및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교육 강화 필요성, 민·관 파트너십(PPP)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판문점 선언 등 남북관계 진전 현황을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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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참석
WEF는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연차 총회[일명 다보스포럼(Davos

제2절 지역 및 글로벌 경제외교 강화

및 재계·학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아시아 경제통합의 촉진’ 세션에 참석했다. 한편 4월 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반기문 제
8대 유엔사무총장이 신임 보아오포럼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Forum)]로 각국의 정·관·재계 지도자가 참석해 세계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논의하
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18년 다보스포럼은 1월 23~26일 ‘분절된 세계에서 공유의 미래 창조(Creating

7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활동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를 주제로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강경
화 외교장관이 주요 세션에 참석해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결과로 1995년 설립된 이래 국제통상규범 협상

KOICA의 창의적 가치 창출 사업 등 SDGs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과 집행 및 분쟁 해결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심이 돼 왔

소개하고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대, 분쟁 장기화, 인권침해 등 전 세계적

으나 최근 반세계화 정서와 보호주의 대두에 따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WTO는 새로운 무역규범 도출을 위한 협상, 규범의 이행과 모니터링, 분쟁의 해결

2018년 다보스포럼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공동으

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

로 ‘한국 평창의 밤’ 행사를 개최해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대화 재개 및 북한의 올림픽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8년에 WTO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특

참가를 견인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히 회원국들은 상소기구 위원 임명이 지연돼 상소기구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태를

있음을 홍보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그와 함께 2018년 9월 11~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WEF 아세안 지역회의

우리나라는 71번째 GATT 체약국이자 WTO 설립부터 함께한 원 회원국으로서

에는 외교장관이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신남방정책의 ‘사람 중심의 함께 잘 사는 평화공

WTO 개혁에서 활발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분쟁 해결 기능을

동체’ 비전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회원국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WTO 외연 확장 노

당부했다.

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주제네바 대사가 2013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
한 작업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6 보아오포럼(Boao Forum for Asia) 참석

8 분야별 경제협력 외교 기반 구축

2001년 출범한 보아오포럼은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며 매년 중국 보아오에
서 개최되고 있다. 2018년 보아오포럼은 ‘세계의 더 큰 번영을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
적인 아시아’를 주제로 4월 8~11일 개최됐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
리, 안토니우 구테레쉬(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 등 각국 63개국 정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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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관련 협정 체결 및 개정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신흥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경제·외교 네트워크를 확대, 공고화하기 위해 활발하게 경제 관련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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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했다.

제2절 지역 및 글로벌 경제외교 강화

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8년에는 아르메니아(10.19)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이 서명되고 카메룬(4.13), 미

2018년에는 재외공관의 지재권 담당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 및 문화체

얀마(10.31) 등과 투자보장협정도 발효됐다. 이 협정에는 최신 투자규범이 반영되어 실

육관광부와 협업해 중국 지역 지재권 담당관 워크숍(6.21, 홍콩)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질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의 투자자·국가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혜택의 부인’

권 정책 동향과 침해 대응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조항)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시 직면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수용에 따른 재산상
손실 등)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우리 정부는 슬로베니아(2.20), 룩셈부르크(3.1), 아르헨티나(11.27), 크로아티
아(12.18) 등 4개국과 양자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외국에서 근무했던 우리 근

또한 재외공관이 자체적으로 현지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했으며 2018년에는 6개
공관에서 <지식재산권 법령집> 및 침해 대응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고, 우리 기업의 현
지 지재권 관련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로자의 소득 증진과 직결된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파견된 국가에서 보험료 납부 면
제에 기여했다.
우리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투자진출
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체결했다. 2018년에는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1.12)에 서
명했고, 한·브라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1.10)가 발효됐다.
또한 항공 분야 협정 체결 및 개정을 통해 체결국과 인적·물적 교류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포르투갈
(5.25), 라트비아(9.28), 이탈리아(10.17) 등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몰타, 체코 등과는
항공협정 개정에 합의했다.
2018년 10월에는 북극해 연안 5개 체약 당사자(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및 조업 가능성 있는 비연안 5개 체약 당사자(한국,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가 참여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북극해 어
업 다자 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북극해 공동 과학연구 및 정보 수집 기회를
확보했다.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제네바, 벨기에 주재 공관을 비롯해 40개 재외공관
을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으로 운영해 왔으며 외교부는 특허청 산하 해외지식재산권센
터(IP-DESK),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저작권센터와 협력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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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에너지·자원 협력 및 기후·환경 외교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수자원 보호와 효율적 이용 문제가 인류의 공동 과제로 부

제3절

에너지·자원 협력 및 기후·환경
외교

각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물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제8차 세계 물 포럼(3월, 브라질리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물 행동 10년
고위급 국제회의(6월, 타지키스탄 두샨베)’에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참석해
적극적인 물 외교를 전개했다. 국내적으로는 외교부가 물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물산업 간담회’와 ‘물산업 해외 진출
국제 콘퍼런스’를 각각 5월과 9월에 개최했다.
한편 한국형 원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도입국과 정책협의회 등 양자회의
를 활용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다. 특히 11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 시에도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국내 기업의 체코 원전 시장 진출 지
원을 위해 노력했다.

2) 에너지 관련 국제사회 논의 참여
외교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유엔아시아태평양경
제사회위원회(UNESCAP) 같은 각종 국제기구와 G20, APEC 같은 다자협의체 내에서

1 에너지·자원 협력
1) 에너지·물 산업 분야 해외 진출 지원
외교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 에너지·물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측면 지원
하는 활동을 계속했다.
7월에는 우리 에너지산업의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
해 외교부 주최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에너지 협력 세미나’에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관계자와 탄자니아, 알제리, 가봉,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각국 정부 인사들

이루어지는 에너지 관련 논의에 꾸준히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IRENA 출범 과정에 적극 참여한 국가 중 하나로 2018년 제8차 총회(1
월), 제15~16차 이사회(5월, 11월)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소개함으로써 에
너지 전환을 향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2018년 4월 독일 외교부와 경제에너지부가 함께 주관한 ‘베를린 에
너지 대화’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했으며 10월에는 동북아 전
력망 연계를 주제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포럼에 UNESCAP, 몽골 에너지부 등
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 국내의 에너지 분야 종사자도 다수 참관해 아프리카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을 청취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에너지 산
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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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내 에너지안보 협력
외교부는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등과 에너지 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제5차 한·미 국장급 에너지안보 대화(6월, 워싱턴)를 개

제3절 에너지·자원 협력 및 기후·환경 외교

2 녹색경제 외교
1)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녹색기후기금(GCF) 지원

최해 양국 간 에너지 다변화와 전력망의 사이버안보 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안보 등을

우리나라는 녹색경제 의제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의 녹색경제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논의했으며, 제6차 한·일 에너지 대화(7월, 도쿄)와 제3차 한·미·일 에너지 대화(10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립을

월, 파리)를 개최했다.

주도했다. GGGI는 2012년 국제기구로 출범한 이래 2018년 부르키나파소, 통가가 가

또한 외교부는 2013년부터 동북아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역내 국가 간 협
력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동북아 가스파이프라인·
전력그리드 협력 포럼(3월)을 개최했다.

4) 에너지 외교 인프라를 통한 민관 에너지·자원 협력
외교부는 47개 재외공관을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으로 지정하고 25개 공관에
서 에너지·인프라 전문관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외교 인프라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프로젝트 중점
관리 공관은 주재국과 에너지·자원 관련 행사 공동 개최, 인적 네트워크 구축, 현지 동
향 수집 및 사업입찰 정보 파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
외교부 국제에너지안보과 내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는 각 공관으로부터 수집한 최신
에너지·자원 정보를 일일 국제에너지자원동향과 국제에너지자원입찰정보로 작성해 국
내 에너지 기업과 유관기관·협회 등 2,300여 곳에 제공(2018년 일일동향 132회, 입
찰정보 72건 제공)했다. 또한 대면 상담과 유선 상담(2018년 총 65차례)을 통해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입해 회원국이 30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25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 대
응, 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이행, 녹색성장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GGGI는 2013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적격기구로
승인됐고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국제기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2018년 6월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재원조달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공공국제기
구(PIO) 지위를 부여받고 영국 국제개발부(DFID)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는 등
경쟁력 있는 국제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GGGI 회의 참석 및 사무국, 회원국과 수시 업무 협의를 통해 GGGI의
사업 추진과 거버넌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우리나라가
GGGI 총회·이사회 부의장국 및 감사담당국을 수임하며 GGGI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조직운영을 지원했다. 그와 함께 우리 정부는 고위급 양자회담, 각종 다자회의
등 주요 외교행사를 계기로 GGGI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GGGI가 글로벌 녹
색성장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했다.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파리협정 이행과 장기 기후 재원 조
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19차 이사회(2.27~3.1)와 제20차 이사회
(7.1~4)가 GCF 사무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제21차 이사회는 바레인 마나마
(10.17~22)에서 각각 개최됐다. 제19차 이사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개 신규 사
업(총 사업 규모 34억 1,000만 달러, GCF 지원금 10억 9,000만 달러)이 승인됐다. 그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여한 ‘베트남 기업 에너지 효율화 증대사업’도 포함
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기관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졌다. 제20차 이
사회에서는 개도국의 GCF 인증기구가 직접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제안하고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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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접근(Direct Access) 방식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개도국

3)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의 주인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제21차 이사회에서는 GCF 초기 재원
공여기간(2015~2018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차 GCF 재원보충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
의하고 2019년 10월에 각국의 재원 공여를 확정하는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외교부는 녹색경제 분야 국제기구와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1월 ‘그린라운드테이블’을 출범시킨 이래 2018년까지
4차례의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서 우리나라는 제3기 GCF 이사진(2019~2021년 임기)으로 확정돼 이란과 이사 및 대

2018년 7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그린라운드테이블에서는 P4G와 참여 국

리 이사를 교차 수임하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이슈

가 간 연계 및 민관 파트너십 이행 지원을 위한 P4G 국내 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했다.

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P4G 중점 분야 중 순환경제 및 물 관리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 P4G / 한·덴마크 동맹

외교부는 그린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녹색경제 분야 국제기구와 우리 환경 분야 공
공·민간기관 간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 분야(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농업)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 및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3 파리협정 후속 협상 참여 및 기후변화 협력외교

협력체로서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덴마크가 주도하여 공식 출범했다. 2018년

국제사회는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

말 기준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사국총회(COP24)에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 대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하며 파리협

등 9개국 정부와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C40),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경제

정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견을

포럼(WEF), 세계자원연구소(WRI),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기구·협의체, 민간기

조정하면서 이행규칙 도출에 기여하는 한편, 2018년 10월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

업,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 중이다.

부 간 협의체(IPCC) 총회(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 보고서>2)를 평가하는

우리나라는 녹색경제 분야 공공·민간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P4G에 참여하고 있

내용이 총회 결정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차 P4G 정상회의에

아울러 우리나라는 주요국 간 양자 및 다자 기후변화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연대와 포용을 강조했다. 또한

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18년 6월 중국과 제3차 기

P4G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펜하겐행동선언을 통해 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

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분

한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학계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촉구했다.

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싱가포르와는 2018년 8월 제5차 기후변화 양자대화를

또한 우리 정부는 P4G 회원국과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 제4차

개최해 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기후변화 협상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그 밖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출범한 P4G 국내플랫폼을 통해 모범 사례를 발굴, 확산하
는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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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협 대응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
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관한 IPCC 특별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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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018년 6월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및 기후행동 각료회의(Ministerial on Climate
Action) 등 약 30개 주요국이 참석하는 고위급 기후변화 협의체에도 참여하면서 국제

구 분

사회와 함께 신기후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4 환경협력 강화
양자간
협력

1)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환경정책 및

회의명

일자/장소

제22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2018.1.18~19,
지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NEASPEC 및 NEACAP, NOWPAP,
TEMM 등 환경협력 방안 논의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
(YSLME) 제2기 사업
제2차 운영위원회

2018.3.27~28,
다롄

YSLME 제2기 사업 이행 및 완료를 위한
연장 및 2018~2019 사업추진계획 논의

제3차 한·중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

2018.6.28,
제주

COP24 협상 의제별 이슈 공유, 국내정책
소개 및 한·중 협력 가능 분야 논의

제20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2018.7.26~27,
제주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쓰레기 대책 논의,
동북아 역내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
협력, 한·일 철새보호협정 등 논의

제13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2018.11.21~23,
모스크바

생태계·환경산업·대기오염·해양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양자 협력 강화 및
NEASPEC, NOWPAP 등 동북아
환경협력 확대 방안 협의

현황을 점검하고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대기 및 해양오염 문제, 기후변화 대응, 해양쓰레
기 대책, 생물 다양성 보전,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회의 내용

특히 미세먼지 등 역내 월경성(越境性) 대기오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
년 10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통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출범에 기여해 역내 월경성 대기오염 공동 대응을 위
한 협력을 강화했다.

2) 국제 환경협력 강화
대기, 생물 다양성, 해양, 화학·폐기물, 산림, 토지 황폐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60개 이상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유엔, OECD 등의 지
원 아래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해 생물 다양성 보전

동북아환경협력 회의 개최 현황
구 분

다자간
협력

회의명
제23차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정부 간 회의
제22차
동북아환경협력계획
고위급회의
(NEASPEC SOM)

일자/장소

회의 내용

2018.10.9~11,
모스크바

사무국 및 각 지역활동센터 ‘2017~2018
이행현황’ 논의 및 ‘2018~2023
중기전략계획’ 발간문 채택

2018.10.25~26,
베이징

월경성 대기오염, 자연보전,
해양보전구역, 저탄소도시,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방지 등 5대 환경협력 분야
논의, 기합의한 운영규칙(TOR) 채택

및 지속가능한 이용, 화학 및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 등 전 지
구적 환경 이슈 논의 및 대응에 동참해 왔다.
우리나라는 2018년 한 해 동안 OECD 환경정책위원회(4월, 파리), 유엔 고위급 정
치포럼(7월, 뉴욕),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10월, 두바이), 수은에 관한 미
나마타협약 당사국총회(11월, 제네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1월, 샤름엘셰이크)
등 다자 환경 협력 논의에 참여했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준비 프로세스가 채택되어 향후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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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북극 협력 및 과학 외교 추진

력대화(6월)에 참여해 북극에 대한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제4절

북극 협력 및 과학 외교 추진

한편 우리 정부는 북극권 국가와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극협의회도 지속적
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8년 3월 한·덴마크 북극협의회를 시작으로 5월에는 신북방
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인 러시아와 북극협의회를 개최해 북극항로 등 북방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했다. 또한 12월에는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아이슬란드
와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북극이사회 내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
안을 논의했다.
이에 더해 2018년 12월 동북아 국가 중 최초로 북극서클 한국포럼을 ‘아시아 북극
을 만나다: 과학, 연계성 및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북극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 정부의 북극에 대한 관심과 기여를 알리
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이번 포럼과 연계해 해양수산부와 북극협력주간(12.10~14)을
공동 주최해 학계·재계·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북극 협력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우리 정부는 북극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에 서명(10월)해 북극 어족 자원 보호
및 과학연구 촉진을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는 등 북극 규범화를 위한 노

1 북극권과 국제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북극정책 기본계획(2013~2017)’ 수립 이후 2018년 7월
제2차 북극정책 기본계획인 ‘북극 활동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채택하고 북극권
국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3년 5월 북극
이사회 옵서버 가입 이후 북극이사회 내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에는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3월, 11월), 북극이사회 산하 지속가능발전
작업반회의(3월, 10월) 등에 참석해 우리의 북극 활동을 공유하고 참가국의 북극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북극이사회 옵서
버 국가 회의(5월)에 참석했다.
또한 북극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하기 위해 북극프런티어(1월), 북극서클총회(10월) 등 주요 북극 포럼에 참여해 우리의
북극정책을 소개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도로 시작된 한·일·중 고위급 북극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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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2 과학기술 외교
외교부는 2013년부터 과학기술 해외거점 공관을 지정해 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과학기술 외교의 전초기지로 활용해 왔다. 과학기술 해외거점 공관은 주요 과학기
술 선도국의 과학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과학기술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추
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과학기술 외교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세계스마
트시티기구(WeGo)와 함께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스마트시
티 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 관계부처, P4G, 글로벌녹색성장연구
소 및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ies Network)’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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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 외교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종 지향점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우주개발
선진국 및 국제사회의 우주개발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주요 관계 부처 및
기관 간의 협력 기반 역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유엔우주총회(UNISPACE+50), 유엔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UN COPUOS: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우주 국제 심포지엄, 우주상황인식 국제 콘퍼런스 등 주요 국제회의체
에 참여했다. 특히 2018년 4월 제34회 우주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패널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및 국제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18년 9월 제19회 우주상
황인식 국제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우주정책과 우주상황인식 체
계를 설명하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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