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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Minister’s Message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한 해였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한 외교 다변화 노력도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신남방

습니다.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며 팬데믹에 대한 국가별 대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외교부

정책’은 ‘신남방정책플러스’로 고도화 하였고, 아세안 국가들과 정치·안보·경제·사회 등 전방위

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

적 협력을 심화하였습니다.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이하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였습니다.

들과 구체적인 사업을 통하여 실질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
동 지역으로 외교적 지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에너지·자원·과학기술·기후·환경 등 다양

외교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온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120개국에 고립되었던 5만여 명의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하였고, 약 2만 3,000여 명
의 우리 기업인이 예외입국을 통해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개방성·투
명성·민주성의 원칙에 따른 방역 성과를 공유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또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유엔이나 WHO 등 다자무대에서 팬데믹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와 논의를 선도하였고, 문재

속에서 강인함을 보인 우리 국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외교백서에
는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우리 외교의 성과가 담겨 있습니다.

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위기에 취약한 개발도상
국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모습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세
계 각국이 자국의 보건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북한이 방역을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의 꾸준한 개선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
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2021년 12월
외교부 장관

서, 미국과는 한·미 동맹의 호혜적·포괄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는 양자 관계 또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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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관련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들은 모두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 발생한 사안 중 국제 정세 전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G 등 첨단기술 분야, 홍콩·대만·신
장·티베트와 같은 가치·체제와 관련된 문제, 남중국해 문제, 사이버안보, 코로나19 책
임론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 전략적 갈등 양상이 지속됐다. 둘째, 중동 지역에서는 아
브라함 협정이 체결돼 아랍·이스라엘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측 간 새로운 협력 가능
성이 제시됐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대 반이란 구도가 심화돼 갔다. 셋째,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
령으로 당선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에
서 ‘동맹 및 국제협력 중시’ 외교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언하며 향후 국제질서 흐름의 변
화를 예고했다. 넷째,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여 만인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했고, 2020년 3월부터 진

1 개관

행된 EU·영국 미래관계협상이 12월 24일 타결됨으로써 12월 31일 전환 기간 종료와
함께 영국의 EU 탈퇴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EU는 향후 통합 방향, 대외관계 설정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국

등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

제정치 질서에 큰 영향을 끼친 한 해였다. 2020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8,400만 명 이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소비의 위축, 글로벌 공급망 균열,

상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18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는 이러

국가 간 이동 제한 등으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됐으며, 이에 각국은 적극적인 경기

한 팬데믹(Pandemic,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을 절감했다.

부양책을 펼쳤다. 경제성장률은 미국 –3.5%, 유로존 –6.6%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

팬데믹 위기 초기에는 개별 국가들이 자국 중심으로 대처를 해 나갔지만, 코로나19가

으로 –3.3%의 침체된 양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1.0%의 성장률을 기록

전례 없는 전 지구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개별적 대응의 한계에 직면하고 국제적인 연

하며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한편 코로나

대와 협력을 모색해 나갔다. 또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이에 따른 위기가 세계화

19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지역 총 15개국

와 긴밀한 상호 의존이라는 국제적 여건에 의해 더욱 심화되자, 일부 학자들은 국제사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은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가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공식 서명해, 역내 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국가 간 이동의 제약 속에 외교는 일시적 중단에 가까운

역 자유화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단기간에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
와 달리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자, 기존 전통적 대면 외교의 대안으로 비대면 화상 외
교가 활성화됐다. 유엔총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주요 20개국(G20),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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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코로나19 발생 지역 봉쇄, 통제식 대응으로 방역에 성과를 거두며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5월로 늦춰져 개최된 양회(兩會)에서

1) 미국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홍콩 국가안전법(초안)」 제정 관련 결정, 「민법전(초안)」이 통
과됐다.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새

2020년 11월 실시된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공화당)과 바
이든 전 부통령(민주당)이 출마해 바이든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됐

로운 중·장기 계획인 ‘경제·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수립을
논의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개혁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 아울러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상원의원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

대외적으로 경제·기술·안보 등 측면에서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국면 속에 코로나19

령으로 당선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최우선 4대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경

의 기원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은 미·중 간 추가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했다. 한편 중국

제회복, 인종적 형평성, 기후변화 대응을 제시했으며, 특히 ‘더 나은 재건(Build Back

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한 플러스 경제성장(2.3%) 및 국내 방역 성과 등을 바탕

Better)’이라는 구호 아래 제조업 부활, 친환경 인프라 투자, 중산층 및 노동자 계층

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갔다.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지원 등의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 민

고 개발도상국 등에 백신·방역물품 등을 지원했으며, WHO와 방역 협력 및 2060년

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12년 만에 행정부와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됐다. 특히 연

탄소중립 선언, RCEP 타결(11.15)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방 하원 선거에서 한국계 후보인 앤디 김(Andy Kim), 매릴린 스트리클런드(Marilyn

취했다.

Strickland), 영 김(Young Kim),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 등 4명이 당선되
면서 역대 가장 많은 한국계 연방의원이 배출됐다.

3) 일본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를 대외정책의 기본 기조로 유지하며 중국과 지정학적 경

2020년 일본은 헌정 사상 역대 최장기 재임을 기록한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으로 7

쟁 구도를 지속해 왔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은 지속하면서 동맹국·우

년 8개월 만에 총리가 교체됐으며, 9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신임 총리로 선출됐

방국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America is Back, Diplomacy is

다. 스가 내각은 개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 이전 내각의 주요 정책 방향을 답습

Back)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 중심 외교, 코로나19·기술·일자

하는 한편 규제·행정 개혁, 디지털화 등 국민 체감형 시책에 주력하는 국정 운영을 도

리 등 자국 내 관심 사안을 반영한 대외정책, 글로벌 공급망 강화, 다자협력을 통해 기

모했다.

후변화·보건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일 동맹 강화 노력을 지속했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
상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갔다. 특히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2) 중국

대상국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선택하는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힘썼
다. 2020년 10월 6일에는 제2차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됐다. 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武漢市)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는 빠르게 중국 전역
으로 확산됐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확산을 세계적 대유행

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은 2021년으로 연기됐으며, 일본 내
각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준 실질 GDP 성장률을 –4.6%로 발표했다.

(Pandemic)으로 선포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초기 급속한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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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남아시아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총리를 새로 임명하고 신내각을 출범시켰으며, 이어 전·현직 대통령의 수

2020년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신임 정부가 출범하는 등의 국내 정치적 변화
가 있었으나 비교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했다.

임 횟수 소멸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푸틴 대통령의 차기 대선 입후보를 가능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Tun Dr. Mahathir bin Mohamad) 총리가 2

케 하는 동 개헌은 7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률 78%에 이르는 지지를 받았다. 9월

월 말 사임하고, 무히딘 빈 모하마드 야씬(Tan Sri Muhyiddin bin Mohd. Yassin)이 3

실시된 전국통합선거에서도 여당인 통합러시아가 승리하면서 푸틴 정부는 안정적인

월 1일 제8대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무히딘 신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

울이는 한편 2020년 APEC 의장국으로서 화상 정상회의(11.20)를 성공적으로 개최했

러시아는 8월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를 자체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국

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하면서, 2020년 12월 기준 50여 개국과 스푸트니크V 공

싱가포르에서는 7월 총선 결과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이 과반의 지지율로 승리

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 백신 협력 또한 활발히 추진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

해 1965년 독립 이래 집권을 계속 유지했으며, 연속성과 업무 경험에 중점을 둔 신임

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원자재 수요 등이 감소해 2020년 러시아 경제는 마이너스

내각을 구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추진했다.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한층 강화되
는 양상이 지속됐다. 미국의 영공개방조약 탈퇴 및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

필리핀은 자국 인권 문제에 관한 미국 측 조치에 항의하면서 필·미 방문군지위협정
(VFA) 파기를 통보했으나, 이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기를 잠정 유예하는 등 기존의 균형·실리외교 노선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연장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미국과의 군축 분야 협력과 소통이 미진한 가운데 알렉세이

베트남에서는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응

나발니(Alexey Navalny) 독극물 살인 미수 의혹, 사이버 공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서

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 등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집단지도체제가 안

방과의 갈등이 고조됐다. 반면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정적으로 지속됐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관

바탕으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군사·안보·경제·에너지·보건 등 전반에 걸쳐 협력

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을 심화했다. 한편 러시아는 벨라루스 대선 결과 불복 시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

태국에서는 2014년 쿠데타 이후 집권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잔 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등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위기 상황을 관리

2020년 2월 태국 헌법재판소가 제3야당(미래전진당) 해산을 결정하자 반정부 시위가

하며 역내 안정에 주력했다. 또한 러시아는 2020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촉발됐다. 시위대는 총리 사임, 헌법 개정, 왕실 개혁을 요구했으며, 코로나19로 국가

Cooperation Organization)와 브릭스(BRICS) 순환의장국으로서 화상 정상회의를 개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와 시위대 간 교착 상태가 연중 지속됐다.

최해 다자주의 질서 지지, 일방적 보호무역주의 배격, 내정불간섭 원칙 강조 등의 입장
을 확인하고, 회원국 간 결속력 강화를 도모했다.

미얀마에서는 2020년 11월 총선이 실시됐으며,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이 이끄는 집권 여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선거 대상 연방의회 의석 총
476석 중 39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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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이끄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교적 높은 지지율이 지속됐
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2020년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해, 세계 주요국 중

2020년 EU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다. 먼저 2020년 1월 영

경제 회복세가 가장 빠른 나라로 평가됐다.

국이 EU를 공식 탈퇴하면서 회원국이 27개국으로 축소됐고, 난민 문제로 인한 회원국

뉴질랜드에서는 2020년 10월 총선 결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신뢰를 얻은 재신다

간 갈등도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유럽 지역은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막

아던(Jacinda Ardern) 총리의 노동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해 11월 아던 총리

대한 피해를 입었다. 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대규모로 발생했

의 2기 내각이 구성됐다. 아던 총리의 2기 내각은 여성, 원주민, 성소수자를 두루 발탁

으며 곧 유럽 전역으로 전파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인적 피해도 컸으나, 국가별

해 다양성을 반영한 내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로 봉쇄 정책이 수차례 실시되면서 경제활동이 둔화돼 EU 주요 회원국은 충격적인 마
이너스 성장률(스페인 -11%, 이탈리아 -8.9%, 프랑스 -8.2%, 독일 -4.9%)을 기록했다.

8) 인도

EU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맞서 내부 균열 극복 및 통합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였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별 회원국별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제2기 정부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인식 아래, 공동체 차원에서 의료물품 공동구매 및 비축, 회원국 긴급 지원 강화 및 선

을 지속 추진하며 한국, 일본, 아세안 등과 계속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미국, 호주 등

제적 백신 구매 등을 중점 추진했다.

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2월 24~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 최소화와 신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5,400억

방문했으며, 10월 26~27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유로 규모의 경제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설치

(Mark Esper) 국방장관도 인도를 방문해 외교·국방(2+2) 장관회담과 모디 총리 예방

했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인도는 10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된 쿼드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

대외적인 어려움 역시 만만치 않았다. 대서양 동맹 간 이견이 계속 드러났고, 러시

으며, 11월 말라바르(Malabar) 해상훈련에 호주를 초청했다(인도·미국·일본·호주 참

아와의 긴장 관계도 지속됐다. 아울러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 유

가). 한편 SCO, BRICS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등에도 참여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럽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의 소통도 지속했다.

이러한 대외적 변혁과 도전에 맞서 EU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확

인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 봉쇄 조치를 감행한 결과 2020년도 2분

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EU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 나가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유럽

기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을 추진하면서 경기가 점차

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2020년 12월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을 원칙적으

회복돼 인도 통계청은 11월 27일 2020년도 3분기 경제성장률을 –7.5%로 발표했다.

로 타결하는 한편, 2019년 프랑스, 2020년 독일 및 네덜란드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또는 지침을 발표하고, EU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7) 오세아니아

9) 중앙아시아
2020년 3월 중앙아시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중앙아시아 국가 간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역내 협력을 통

호주에서는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억제,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스콧 모
014

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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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중앙아시아+역외국(C5+1)’ 형식의 협의체가 활발히 운용됐다. 2월 폼

가운데 미국의 중재로 8월 13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를 발

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 국무장관으로서는 5년 만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표했다. 이는 1994년 요르단과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이후 26년 만에 이루어진 조

방문했고, 6월에는 C5+1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EU, 일본, 러시아, 인도도 C5+1

치로, 국제사회는 이를 중동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긍정적 변화로 높이 평가했다.

외교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역내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9월 11일 바레인과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발표 후 9월 15일 UAE, 바레인, 이스

중국은 SCO 등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다자협력에 더해 7월에는 처음으로 C5+1 외교장

라엘 3개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으로 명명된 관

관회의를 화상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장·차

계 정상화 문서에 서명했다. 이후 수단·이스라엘 관계 정상화(10.23)와 모로코·이스라

관을 방한 초청해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11월에 대면 개최했다.

엘 관계 정상화(12.10)가 추가로 발표됐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0년 10월 총선 후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소론바이 젠
베코프(Sooronbay Jeenbekov) 대통령이 사임했다.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JCPOA 복귀 등 대이란
정책, 예멘 정책,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주요 중동 이슈에 변화가 예고됐다.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면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 논의를 이
끌었다.

10) 중동

11) 중남미
중남미는 2020년 2월 26일 브라질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늦게 시작됐으나, 연말에는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전 세계 발생자 수 대비 각각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중동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팬데믹

19.0%와 28.2%를 차지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됐다. 이러한 코로나19의 급

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며 원유 수요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유가가 급락해 중동 국가

속한 확산과 그 피해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이 다층적으로 나타났으며, 정권교

들의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아울러 2020 두바이엑스포가 연기되고 사우디아라

체와 반정부 시위 확산으로 정치 지형 또한 한층 더 복잡해졌다.

비아에서 개최 예정이던 G20 정상회의도 화상회의로 대체되는 등 대규모 행사가 차질
을 빚기도 했다.

각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 정부 지지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3~4월) 강력한 방역 정책을 도입한 정부(엘살바도르, 페루, 우루과이 등)의 지지율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2020년에도 지속됐다. 특히 1월 2일 미군의 공습으로 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저강도 조치를 취했거나 많은 확진자가 발

셈 솔레이마니(Ghasem Soleimani) 이란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생한 국가의 정부는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특히 대선이 치러진 4개국(도미니카공

Guard Corps)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했고, 이에 대응해 이란은 이란 핵합의(JCPOA:

화국, 볼리비아, 가이아나, 수리남)에서 모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한편 멕시코, 콜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의무 이행을 추가로 중단하는 동시에 이라크

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코로나19로 지방선거가 중단되거나 연

내 미군 주둔 기지 두 곳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대이란 최대 압박 기조도 지속

기됐다.

돼 미국의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가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란의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Mohsen Fakhrizadeh) 암살(11.27)도 역내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정권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야권의 보이콧 상황에서도 12월 6일 강행해 의석의 92%를 차지하면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8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중동평화구

서 그간 야권이 주도해 왔던 국회를 장악했다. 반면 임시 대통령으로서 야권의 구심점

상’을 발표했으나, 팔레스타인과 다수 아랍권 국가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이러한

역할을 해온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은 지지도 하락을 겪는 등 뚜렷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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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상황도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로

2014년부터 지속된 저성장으로 고전하던 중남미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인한 재정지출 증가, 세수 감소 등으로 대다수 국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으며 2020년

여파로 –8~9%대의 더욱 큰 하락세를 겪었다. 이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거시경제 펀더

11월 잠비아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역외 채권

멘털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대내외적으로 경제난을 가중시킨 결과로 분

국을 대상으로 부채 상환 유예 및 탕감을 요구했다.

석된다. 한편 중남미 지역기구 내 협력도 각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한편 2020년 7월 개시 예정이던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과 코로나19로 인한 협력 논의 둔화 등으로 이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설립 협정에 따른 교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2021년

일부 지역기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기에 공동으로

1월로 연기됐다.

대처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12) 아프리카
3 한반도 정세
아프리카는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각 국가들은 신속하고 전면적인 국경 봉쇄와 통행 제한 조치를 단행했으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며,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산하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남북 간 교류·협력도 중단됐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대화 복귀를

Africa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중심으로 대륙 차원에서 공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 주요 계기마다 남북협력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동대응 노력을 기울였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3.1절 기념식 기념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여 개 국가에서 예정
대로 대선이 실시됐다. 특히 세이셸은 43년 만에 최초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정권교

와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남북협력 및 합의 이행 등을 통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체를 이루었으며, 말라위에서는 2019년 부정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및 재선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2)에서 남북을 비롯한 동북아

를 통해 민주적 정권교체를 실현했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퇴조

역내 방역·보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

라는 우려 속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코리

한편 아프리카 각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와 무력충돌로 치

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10.8)에서도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 될

안 불안이 심화됐다. 사헬 지대, 차드호(湖) 지역,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등

수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

지에서 보코하람(Boko Haram), 알샤바브(Al-Shabaab) 등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테러

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기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메시지

공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도 지역에서도 이슬람 테러단체의 공

를 발신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발전이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여건을 마련하

격으로 민간인 사상자 및 실향민이 급증했다. 11월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

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서는 연방정부와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 간 무력충돌 사태로 대규모 난민이 발
생하는 등 인도적 위기 상황이 격화돼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다.
018

2019년 10월 북·미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대화의 정체 국면이
지속됐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2019.12.28~3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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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제재 국면의 ‘정
면 돌파’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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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관여 노력을 지속했다. 북한이 이에 호응
하지 않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미 간 추가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북·미 정상 간 친서 교류가 이어지고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
히 닫지는 않으면서 대화 국면은 계속 유지됐다.
한편 북한은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 건설 및 전략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
임을 공언했다. 2020년 3월 북한은 4차례 단거리 발사체 발사 시험을 실시하며 ‘자위
적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무력시위를 이어나갔다. 아울러 북한은 10월 조선노동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공개하며 ‘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상호 무력충
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합의 사항들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의 조속한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공중보건 위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
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국민 중심·국익 중심 외교에 대한 국

북한은 코로나19로 각종 교류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 및 러시아 등 주요

민의 기대가 높아졌다. 또한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미·중 경쟁 격화와 11

국가와 전통적 친선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월 미국 대선 등에 따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러한 국제환

중국과는 코로나19 관련(5월), 중국 건국 71주년 관련(10월)을 계기로 정상 간 구두친

경 속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서를 교환했다. 러시아와는 러시아 전승 75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5월)을

평화정착 달성, 주변 4국과 역내 협력 증진,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외교 다변화,

발송하며 북·러 간 우호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북·일 관계는 일본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중견국 외교 기조 아래 다음과 같은 외교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양측 간
대외 공방이 오가면서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1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코로나19 위기는 그간 우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국민 중심의 외교 기조
를 시험하는 계기가 됐다. 각국이 방역 조치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우리 국민이 고
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신속히 전세기 및 군용기를 파견해 우리 국민의 안전
한 귀국을 지원했으며, 현지 체류 국민에 대한 의료·방역 지원도 실시했다. 또한 조업
중단, 부품 공급 차질 등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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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 4국과 역내 협력 증진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한 5개국과 신속통
로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해외 사건·사고 대응 노력 및 비대면 영사 서비스도 강화했
다.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2020년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실종사고부터 토고 인근 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면·비대면 외교를 통해 주변 4국과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방역, 경제협력 등 관련 협력을 강화
했다.

역 피랍사건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 각지를 누볐다. 아울러 영사민원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며, 한·미 양국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이고 호혜

24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및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 전면 실시 등을 통해 재외국

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왔다. 양국은 3차례의 정상 간 통화 및 3차례의 대면 외교장관회

민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속 강화했다.

담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다. 특히 우리 정상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에 대한 축하 통화도 당선 4일 만에 이루어지는 등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각급에서 긴밀하게 소통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초기 미국의 요청에 따
라 진단키트, 마스크 등 우리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2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한편 중국과는 2020년 2차례의 정상 통화 및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과 왕이 국무
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등 활발한 대면·비대면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 내실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대면 협의 등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외교

화 및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갔다.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활동이 제한되면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노력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제

교역이 경색되는 상황에서 신속통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제24차 한·중 경제공동

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

위원회와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양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나간다는 일관된 기본 입장 아래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

함께 노력했다.

으로 관리하고,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분하는 투 트랙 기조를 일관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굳건한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

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7년 8개월 만의 일본 신내각 출범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 여건

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군에 의한 서해 우리 국민 사망사건 등 한반도

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의 귀국 항공편 마련을 위한 영

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

사조력 분야의 공조 등 실질협력이 이루어졌다. 한편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

지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보건·방역협력, 인도적 지원 등 대화 재개에 우호적

롯된 언행에는 단호히 대응했다. 2020년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북 관여 노력도 지속했다. 아울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소통 강화 의지를 재

요 국가들과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과 소통을 지속했으며 유

확인했으며 이후 한·일 특별입국절차 시행, 정·재계 교류 활성화 등 긍정적 흐름이 이

엔, EU, 아세안 등 주요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어졌다.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확보했다.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러시아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 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실질협력을 강화했다. 양국은 ‘9개 다리 행동
계획 2.0’에 서명해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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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산업단지, 조선, 북극, 코로나19 대응 등의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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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결집하는 선도적 다자 외교

울러 수교 30주년 기념 ‘한·러 상호교류의 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1년까지
연장하고 여러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인류 공통의 과제인 코로나19에 맞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결집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다자 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우선 외교부는 코로나19 관련 국제
협력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보건안보 협력의 제도화 등을 위해 4월 코로나19 신
국제협력TF를 설치했다.

4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외교 다변화

정부는 5월 유엔, WHO,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각각
보건안보 분야 우호그룹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외교 다변화 노력은 코로나19 상
황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협력 수준의 고도화를 달성했다.
우선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등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하고 기존의 정책을 발

및 복원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발협력구상인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
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을 마련해 2020년 약 1억 6,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전·심화시킨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한·아세안 정상회의(11.12)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백신 보급 등 코로나19

계기로 발표됐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한·메콩 정상회

대응, 경제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우리 정부

의(11.13)를 계기로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해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

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역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NEACHS: Northeast Asia

기로 했다. 이밖에도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4.14), 캄보디아 총리 방한(2.3~5),

Cooperation for Health Security)’ 창설을 제안했으며, 주변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인도 정상 통화(4.9, 10.21), 우리 외교장관의 베트남 공식 방문(9.17~18) 등 코로나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12월 말 출범 회

19 상황에서도 양 지역 간 고위급 대면·비대면 외교가 빈번히 이루어졌다. 나아가 11월

의를 개최했다.

에는 우리나라, 아세안, 중국, 일본 등 역내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서명됐다.

한편 글로벌 녹색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우
리나라는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관련 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10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5개국

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12월에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및 갱신된 국가

과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신북방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 우리의 강력한 기후 행동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 간 통화 등 비대면 외교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

기후 대응 선도국의 입지를 제고했다.

고, 조선·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중점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혁신·의료보건·환
경 등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2007년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해 연례 개
최되고 있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한·중앙아시아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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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던 시점이었다.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우한에 전세기 파견을 결정했
다. 2020년 1월 29~30일 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 1차 전세기 파견 시, 외교부 제2차관
이 신속대응팀장을 맡아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현장에서 총괄 지휘했다. 총 3차례
에 걸친 정부 임차 전세기로 우한에 체류 중이던 재외국민 848명이 무사히 귀국했다.
이는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귀국
을 지원한 첫 번째 사례이다.

(2) 일본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에는 전세기가 아닌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투입됐다. 일본 요
코하마항에 정박 중이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
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재외국민 14명(승객 9명, 승무원 5
명)의 하선과 귀국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2월 19일 크루즈선에서 하

1 재외국민 귀국 지원

선 후 국내 이송을 희망하는 재외국민 7명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로 귀국했다. 이는 재
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많은 국가가 외국인 입국 금지, 항공편 운항 전

강구해 귀국을 지원한 사례이다.

면 중단, 국경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재외국민들이 세계 각지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20년 3월 19일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3) 이란

귀국지원TF’를 구성하고 귀국을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수요를 파악해 신속하고 안전하

이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변국과의 항공편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고 국제사

게 귀국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정부 임차 전세기 투입뿐 아니라 상대국 정부 및 항공사

회의 제재로 인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귀국을 희망하나 항공권을 구하기

와의 협의 등을 통해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121개국에서 5만 2,000여 명의 재외국민

어려웠던 현지 재외국민을 위해 주이란대사관은 이란항공과 교섭해 3월 19일 테헤란

귀국을 지원했다. 또한 귀국 후 국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임시생

에서 두바이까지 전세기를 운영했다. 두바이에 도착한 재외국민 80명은 전세기를 통

활시설을 운영했다.

해 인천까지 무사히 귀국했다.

1) 정부 임차 전세기 및 군용기를 통한 귀국 지원

(4) 페루
페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5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

(1) 중국 우한

쇄했다. 페루 정부는 모든 항공편의 페루 입국을 막았을 뿐 아니라 국내 이동 또한 금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우한시가 봉쇄됨에 따라 우리 재외국민들이 현

지했기 때문에 페루를 여행 중이던 재외국민들이 여러 지역에서 고립됐다. 우리 정부

지에서 고립됐다. 당시는 다른 국가에서도 우한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취

는 고립된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페루 정부와 협의했다. 먼저 여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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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폐쇄될 경우 이들은 이라크에 발이 묶인 채 감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마로 이송한 후, 멕시코 항공사(아에로멕시코항공)를 이용해 인천으로 귀국하는 리마-

3월부터 바그다드 공항이 폐쇄돼 상용기 운항마저 중단됐으나, 다행히 이라크 정부가

멕시코-인천 이송 계획을 세웠다. 주페루대사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5월부터 일부 특별 목적의 항공 운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주이라크 대사관은 유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했고, 그 결

이라크지원단(UNAMI: UN assistance mission for Iraq)과 주이라크 미국대사관이

과 3월 26일 198명의 재외국민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마련한 항공기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도 탑승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 기업 근로자들은 5월 미국 군용기를 통해 귀국하게 됐고, 5~7월 두 달여에

(5) 이탈리아

걸쳐 UNAMI가 제공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국방부와의 협조를 통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발병률과 치사율이 폭증함에 따라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우

해 공군 급유기 2대를 투입해 우리 근로자 293명의 귀국을 지원했다.

리 재외국민의 감염 위험이 크게 늘어나며 불안감이 증폭됐다. 이에 이탈리아 한인회
가 주도해 귀국을 희망하는 재외국민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외교부는 대한항공과 전

2) 전세기 투입 외 귀국 지원

세기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4월 1일과 2일에 각각 전세기를 투입해 재외국민 514명
의 귀국을 지원했다.

전세기 투입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귀국 지원이 이루어졌다. ①
임시·대체항공편 물색 및 확보 ② 현지 한인회의 임시항공편 임차 지원 ③ 외국 정부

(6) 에티오피아

의 우리 방역물자 수입 항공편에 우리 재외국민 탑승 ④ 선박에 고립된 우리 국민 하선

아프리카 지역 재외국민의 귀국은 국내 부처 간 협업으로 전세기를 투입해 지원했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했다. 또한 항공편의 영공 통과 승인, 공항 이

다. 한빛부대 12진을 남수단으로 이송하기 위해 국방부가 임차한 전세기의 귀국편에

동을 위한 국내 이동 허가증 발급, 경유 비자 신속 발급 등 우리 재외국민 귀국과 관련

아프리카 체류 재외국민들이 탑승하는 방안이 강구됐다. 한빛부대는 에티오피아 아디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 국가와 긴밀히 협력했다.

스아바바까지만 전세기로 이동하고 이후 에티오피아항공으로 환승해 남수단으로 이
동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가나, 수단, 케냐에 체류하던 재외국민들을 포

(1) 임시·대체항공편 물색 및 확보

함해 총 60명이 아디스아바바에서 인천행 전세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한편 귀국행 전

외교부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항공권 구매가 어려워 귀국에 어려움을

세기에 탑승하기 위해 가나, 수단, 케냐에서 이동한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귀국지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임시·대체항공편을 물색 및 확보했다. 항공사 또는 타국 대사

원TF’ 논의를 통해 정부 임차 전세기 탑승 운임을 경감(50%만 부담)해 주는 적극 행

관의 임시항공편 편성 정보를 우리 공관 홈페이지, 비상연락망 및 SNS 등을 통해 알려

정을 실시했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재외국민 수가 적어 임시항공편 편성이나
항공권 확보가 불가능한 아프리카, 남미 등의 지역에서는 다른 국가가 자국민 수송을

(7) 이라크

위해 임차한 전세기에 우리 재외국민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교섭했다. 대표적으로 우

외교부는 여행금지국가인 이라크에서도 국제기구 및 여타국 대사관 등과 협력해

리 재외국민 총 66명이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기니, 수단, 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당시 이라크에는 1,000여 명의 우리 기업 근

냐, 가나 등지에서 각각 일본 전세기를 통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집결해 귀국

로자들이 체류 중이었고, 현지 의료 시설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라크 국경

길에 오른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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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됐다.

교부는 한인회가 임시항공편을 임차할 경우, 한인회-항공사 간 협의를 지원하고 당국

(1) 우한 체류 재외국민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운영

의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특정 국가에서 통행금

우한 내 재외국민 848명은 중국의 우한 봉쇄 조치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정부 임차

지 조치를 내리거나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켜 우리 국민이 고립된 경우, 귀국 가능한 국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당시 국내는 우한 체류 재외국민의 귀국으로 인한 코로나19

제선 공항이 있는 인근 국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귀국한 재외국민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해 코로나19 잠복 기간인 14일간의 시설

(3) 외국 정부의 우리 방역물자 수입 항공편에 재외국민 탑승

격리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재외국민이

우리 재외공관은 외국 정부에서 방역물자 수입 또는 의료자문관 초빙을 위해 보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까지의 이동 지원, 물품 및 식사 지원, 통역

오는 한국행 항공편에 우리 재외국민이 탑승할 수 있도록 주재국과 협의했다. 대표적

서비스 제공, 의료 및 심리 상담 지원, 방역 등의 임무를 수행했고, 외교부는 통역 인력

인 사례로 모로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진단키트 등 운송을 위해 운항한 항공

을 정부합동지원단에 파견했다.

기(로열에어모로코)에 우리 재외국민이 탑승해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 이란 체류 재외국민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운영
(4) 선박에 고립된 우리 국민 하선 지원

이란에서 정부 임차 전세기로 재외국민이 귀국했던 당시에는 국내에서도 병상 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뿐만 아니라 크루즈선, 원양어선의 입항이나 승객의 하선

족 등으로 재외국민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거부돼 우리 승무원과 선원, 승객이 선박에 고립되는 상황이 각국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외교부가 중심이 돼 KOICA연수센터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하고 이란에서 귀

이에 따라 선박이 정박한 국가(우루과이, 필리핀,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에 주재한 우

국한 재외국민의 격리 생활을 지원했다. 14일 격리 기간 동안 감염 방지와 재외국민의

리 공관은 우리 국민의 하선을 허가받기 위해 선사 및 주재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편의를 위해 물품 및 식사 지원, 방역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격리 기간 종료 후

우리 국민의 하선 후에는 귀국 항공편을 마련하고, 주재국 내에서 무사히 공항까지 이

PCR검사를 실시한 결과 79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안전히 귀가할 수 있었다.

동할 수 있도록 통행증 발급 등을 지원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

3) 임시생활시설 운영
2 현지 체류 국민 대상 지원
외교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
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귀국 후 국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임

1) 의료·방역 지원

시생활시설을 마련하고 14일간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임시생활시설 입
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정부 임차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재외국민들이었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재외국민 확진자가 속출했다. 2020년 1월

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후에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자가격리 실시로

29일 밴쿠버에서 최초로 재외국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외교부는 국군의무사령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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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지역별 공관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재국 정부

재외국민을 위해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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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받아 화상 의료 상담을 시작했고, 현지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록 안내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환자가 현지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섭하고, 환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시에 제공하
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에도 전 세계의 재외국민 확진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지
에서 소외되는 재외국민 환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 재외국민 복귀 지원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로 귀국했던 우리 국민 중에서 현지에
생활기반이 있는 기업인, 유학생 등은 현지 복귀를 희망했으나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
다. 이에 외교부는 제52차 재외국민귀국지원TF 회의 결과에 따라 ‘재외국민 복귀 지
원’ 업무를 담당했다. 외교부의 임시항공편 마련, 입국 제한 완화, 입국 대상 국가 사증
발급 지원 등을 통해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외국민 총 1만 4,756명이 44개국으로 복
귀할 수 있었다.

3) 고위급 차원의 노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서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를 위
해 대통령, 장관 등 고위급 차원의 노력도 진행됐다. 정상 통화, 장관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한 양·다자간 협력 및 우리 재외공관과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보호
를 직접 당부하고 각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인 2020년 1월 28일 강경화 외교장관은 왕
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현지 체류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하고 우리 정부의 협력 제공을 약속했다.
7월 24일에는 코로나19 관련 대통령 주재 ‘재외동포 화상간담회’를 외교부에서 최
초로 개최해 인도, 뉴욕, 베트남, 우한, 일본, 태국 등 재외공관의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재외동포들을 격려했다. 또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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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역에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4월 14일에는 봉쇄 조치를 5월 3일까지 연장했다.
인도 중앙정부는 봉쇄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자국 내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 서비스, 농수산, 수출품 제조, 금융, 물류 등 일
부 업종에 대해서는 4월 20일부터 봉쇄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으나, 타밀나두 주(州)정
부는 자체적으로 기존의 강력한 봉쇄 조치를 5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인도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 우리 업체들이 타밀나두 주정부 소재 현지
기업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외교부 본부와 인도 주재 우리 공관
이 신속하게 대응해 타밀나두 주정부로부터 조업 재개 허가를 받음으로써 생산 차질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나아가 우리 공관은 인도 정부의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조기에 파악·해소하기 위해 4월 12일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
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공관은 인도 외교부·상공부·세관당국 등에 협조(원활

1 공급망 재개 및 현지 진출 기업 지원

한 통관 절차, 조업 재개, 봉쇄 조치 중 통행증 발급 등)를 요청했으며, 우리 기업이 제
기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및 활동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은 조업 중단, 부품 공급 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됐고, 외교부는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1월 30일까지였던 춘절

2 방역물품 국내 수급 지원

연휴를 2월 9일까지 연장하고 중국 내 이동과 활동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우리 진출
기업과 중국 협력사의 조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중국에서 대부분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국내 상황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

의 물량을 조달하던 자동차 핵심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의 재고 부족

상되면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수출 제한을 실시하고

현상이 빚어졌으며, 이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완성차를 조립하던 우리 자동차 업계

2020년 3월 5일부터 마스크 전면 수출 금지 및 마스크 판매 5부제를 실시했다. 같은 날

도 연쇄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를 해

국회 코로나19대책특위에서는 국내 보건용 마스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수입을

소하기 위해 중국 관할 공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협력해 중국 지방정부

정부에 요청했다.

에 해당 부품 공장의 조기 가동 재개를 협조 요청했다. 생산 재개 후에는 중국 내 원활

당시 중국은 2월 7일부터 마스크 및 마스크 원단 등을 ‘정부 원천 조달·비축 제품

한 물류 이동을 위해 현지 공장, 공관 및 KOTRA 간에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코로

목록’으로 지정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 마스크를 원천 조달·수집·비축 중이었

나19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 외교부는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산 마스

3월 들어 코로나19가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인도 중앙정부는 3월 24일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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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출국 전 및 입국 후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말까지 기

기업입국애로해소TF 추진 체계

3 기업인 예외적 입국 지원

기업 수요 파악·선별
(산업부·국토부·중기부)

1) 사안별 기업인 예외입국 교섭

기업 수요 종합·관리
(국무조정실TF)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일부 국가들이 한국을 출발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인의 중요한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지고 기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
2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
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출장 등의 목
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외교부는 27개 주요국 재외공관에 관련 방침을 전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우리

외교부(양자경제외교국)
▶ 상대국과 집중 협상
▶ 개별 기업 진행 상황 파악·부처
공유(현지 공관 등)

기업 대응·안내
(산업부)

복지부(중수본 모니터링반)
▶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사전 대비
▶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역량 확충
※ 중소병원, 드라이브스루 등

출국 대상자에 안내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가능 병원 및 향후 진행 절차 상세 안내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 기업 수요 발급 가능 병원 매칭(산업부)
▶ 대량 수요 발생 시 대책 마련(복지부)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발급받은 우리 기업인에 대해서는 격
리 없이 해당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했다.
3월 3일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업입국애로해소TF’를 발족하고, 제

행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출

국

1차 TF 회의에서 부처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위한 추진 체계 구축 및 예외적 입국
교섭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등이 입국 애로 사항을 접수한 후 우선 협의 대상을 선정해 국무조정실

2) 베트남 대·중소기업 단체출장단 입국 교섭 추진

TF를 통해 외교부에 전달하면, 외교부는 해당 재외공관에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교
섭을 지시하고,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절차로 추진됐다. 우리 재외공관

우리의 대규모 투자 및 상대국의 주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전세기를 이용

은 주재국 외교부와 출입국 담당 부서를 면담해 해당 국가의 방역 체계 훼손을 최소화

해 입국을 추진한 사례들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중소기업 소규모 출장단의 예외적 입국

하는 국가별 맞춤형 조건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했다.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현지에 납품한 물품의 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해 대금을 받지 못

상대국과의 교섭이 성사돼 예외적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한다거나 현지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생계와 직결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

산업부에 출장 일정 등을 통보하고, 산업부는 기업인의 출국 1~2일 전 보건복지부(이하

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인 예외 입국 교섭의 성

복지부) 지정병원을 안내해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발급이

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베트남을 대상으로 다수 우리 기업에서 출장자를 모집해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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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동, 방역, 격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했다.

관리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우리 입장을 정립하고 한 달여간 중국 측과 협
의를 진행했다.

밀히 협의했다. 입국 승인을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양국이 2020년 5월 1일자로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인은

었고, 도착 공항 및 격리 호텔 등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와의 세부 사항 협의도 동시에

중국 입국 시 최소한의 격리 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한·중

진행돼야 했다. 2020년 4월 중순, 베트남 정부는 한·베트남 경제협력 관계를 감안해

기업인 신속통로 시행 이후에도 한·중 간 외교 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운영 현황을 점

이례적으로 우리 기업인의 단체 입국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한·베트남 정상 통화

검하고, 기업인 애로 사항과 건의 등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4.3),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4.14)를 통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
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필요성에 대해 양국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결정적

(2) 신속통로 제도 확대

인 역할을 했다.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개설 이후 정부는 우리 기업인의 출장 수요가 많은 국가

4월 29일 총 144개사 345명의 중견・중소기업 단체 출장단이 베트남에 입국했다.

를 중심으로 기업인 예외입국 제도화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UAE(8.5), 인도네시아

이를 시작으로 베트남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장 목적 항공

(8.17), 싱가포르(9.4), 일본(10.8) 등 4개 국가와 제도화에 합의·시행했으며, 베트남과

편을 수시 운영해, 2020년 말 기준 기업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 2만여 명의 예외적 입

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12.4)했다.

국을 지원했다.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통해 2020년 12월 말 기준 중국을 포함한 5개국에 총 1만
6,000명 이상의 우리 기업인이 입국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 기업에 취업이 확정

3) 기업인 예외적 입국 제도화

됐으나 입국하지 못하던 우리 국민도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에 포함되
도록 협의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개설
우리 정부는 사안별 입국 교섭과 함께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첫 번째 사례가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라 불리는 한·중 양국 간 기업인 입

기업인 예외입국 제도는 우리 기업인이 좀 더 편리하게 해당 국가에 예외입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했으며 G20, APEC 등 다자
회의체에서 필수 인력 이동 관련 모범 사례로 논의되기도 했다.

국 간소화 제도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중국 정부가 2020년 3월 말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고, 항공사별로 주 1회 1개 노선만 운항허가하는 국제선 여객기 감축 조치
를 취함에 따라 우리 기업 활동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한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

4 방역물품 수출

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의무로 인한 불편이 가중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중 정상 간 통화,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한·일·중 외교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산 방역물품에 대한 수출 요청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체

관회의 등 최고위급 및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상호 방역지침을 존중하는 가운데 필수

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2020년 3월 24일 ‘방역물품 해외진출지원 관계부처TF’가

인력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같이 한·중 신속

구성됐다. TF는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외교 채널

통로 신설 협의 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 후, 외교부는 산업부·중기부·복지부·질병

을 통해 접수되는 지원 요청에 대해 부처별 정보 제공, 계약·운송 애로 사항 해결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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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기업의 진단키트 수출을 위해 외교부는 2020년 3월 유엔 측에 코로나19

1) 진단키트 수출 지원

Division)에서 우리 기업 목록 및 연락처를 요청해 왔다. 이에 외교부는 우리 진단키트
제조업체 정보를 유엔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목록상의 국내 진단키트 제조업체에 유

세계 각국의 진단키트 구매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피해 정도와 영향 등을 고려
해 진단키트 수출을 지원했다. 주로 미국·UAE·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대해 우리 업체

엔조달시장 참여 의미를 강조하고, 향후 유엔조달시장 참여 가능성을 고려해 참여 희
망 시 유엔 측이 발송한 이메일 확인 및 회신을 독려했다.

측과 연락을 취해 물량 확보, 운송 애로 사항 해결 등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미국

이와 동시에 외교부는 조달청, 복지부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업체들의 유엔조

연방정부(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75만 회, 메릴랜드 주정부에 50만 회, 콜로라도

달 벤더 등록 지원, 해외 인증 신청 관련 컨설팅 제공 등 유엔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

주정부에 30만 회의 진단키트가 인도됐다. 그리고 UAE에는 65만 회 분량이, 인도네시

원했다. 이후 업체별로 UNPD 측과 가격·물량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우리 기

아에는 기업 간 거래(B2B) 방식으로 약 46만 5,600회 분량이 계약·인도됐다.

업 1곳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입찰의 공급자로 최종 선정돼 총 15만 테스트분의 진

특히 우리 진단키트가 신속하게 미 연방 및 주정부에 인도됨에 따라 미 측은 한·미

단키트를 순차적으로 납품했다.

정상 통화, 대통령에게 보낸 메릴랜드 주지사 서한, 주한 미국대사 사의 표명, 주미대
사에게 보낸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서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측의 방역물품 수

2) 마스크 수출 지원

출 지원에 감사의 뜻을 밝혀왔다.
한편 다른 국가에서도 진단키트 수입 희망 의사가 쇄도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해당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이후 3월부터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마스크 수출 요청

국 정부가 업체와 직접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 업체 연락처를

이 다수 접수됐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고시1)에 따라 마스크 수출이 금

주한 공관 및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외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지됐고, 마스크수급안정TF에서는 해외 거주 한국인 대상으로만 예외적으로 마스크 반

모니터링하는 한편 운송 애로 사항 해결, 관계기관 협조, 주한 대사 면담 등 외국 정부

출을 승인했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

와 업체 간 구매 협상을 측면 지원했다. 아울러 업체 연락처와 함께 방역물품 지원 가

면서 마스크 국내 수급이 점차 안정화됐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인도적 목적에 의한

이드라인을 작성해 전 주한 공관 및 재외공관에 송부했고 필요시 해당 국가에도 설명

해외 지원 확대 방침이 결정돼 수출 지원 업무를 개시했고, 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수

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은 2020년 12월 기준 170여 개국에 28억 5,181만 달러 규모의

출(B2G)을 허용했다. 6월 1일부터는 민간 대상 수출(B2B)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B2G 지원 방식은 관련 식약처(주관), 외교부, 산업부, 무역협회 등이 참여하는 마스

진단키트를 수출했다.
방역물품 지원 가이드라인
•우리 정부는 국가별·회사별로 진단키트 물량을 통제하거나 할당하지 않음.
•가격 수준과 물량은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계약으로 정할 사항이고, 우리 정부가 어느 한 편을 위해 협상하
지 않음.
•우리 정부가 전체 과정을 지원한다고 하여 이것이 제품의 사양과 품질(테스트 정확도 포함)이 구매자의 수요
와 표준에 맞는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제품 요건과 관련한 제반 문제는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협의에 따
라 또는 수입국의 수입 허가(시판 허가)에 맞춰 관리·점검돼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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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수출지원TF를 구성해 외국 정부의 구매 요청에 대해 외교부가 1차 검토 후 마스크
수급안정TF에서 승인을 받으면, 산업부·무역협회에서 해당 물량 공급업체를 매칭하
도록 지원 체계를 수립했다. 외교부는 가격, 규격, 물량 등 수입국의 요구 조건을 파악

1)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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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교 전개

얼 작성에 참여해 업무 체계를 마련했다.
마스크 B2G 수출 절차 도식도
사전 승인 지원 단계

수출 지원 단계

통관 지원 단계

식약처

외교부

산업부

마스크
수급안정TF

식약처

마스크
수출지원TF

생산업체
관세청

회사별
수출
가능량
통보

B2G
사전 검토
및 협의
요청

인도적
목적
검토 및
안건 상정

타당성
검토

수출
사전
승인

생산업체 매칭
수출 지원 등

수출 신고
잔량 관리

또한 지원을 요청한 국가 중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선정한 우선 지원 대상국 38개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며,

1 코로나19 외교적 대응 개요

이후 마스크수출지원TF에서 공급업체 매칭을 지원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
6월부터 허용된 민간 대상 수출(B2B)을 위해 미국, EU,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총

외교부는 코로나19 관련 국제협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안보 협력의

34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공관을 통한 예상 수요·인증 절차 등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

제도화를 통해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0년 4월 29일 ‘코로나19 신국

보를 수집했고, 이를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공유했다. 또한 마스크 생산·재

제협력TF’를 설치했다. 코로나19 신국제협력TF는 외교부의 코로나19 간사로서 내부

고량 급증 시 마스크 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견지

적으로는 외교부 차원의 코로나19 종합대응반 회의를 총괄했고,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했다.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및 후속 조치 총괄·조정, 타 부처와의 협의에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는 마스크 지원을 요청해 온 국가들에 수출 가능 의향

외교부의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분야에서 국

을 전달해 외교적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내 마스크 수

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델 협정안을 작성하고 다양한 국가와 보건협력 협정 체

급 안정에도 기여했다.

결을 추진했다. 특히 복지부와의 보건안보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부·복지부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개정·체결(7.21)했다.
우리 정부는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
간이 긴밀히 협력해 더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를 초청한 민간 자문회의를 총 3회 개최했다. 제1차 자문회의는 ‘국제기구를 통한
보건안보: 현 체제 평가 및 향후 과제(5.27)’, 제2차 자문회의는 ‘코로나19 시대의 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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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3.13, 12.3)
•스페인(3.24, 6.4)
•불가리아(3.31)
•폴란드(4.7)
•우크라이나(4.10)
•오스트리아(4.28)
•벨기에(5.15)
•스위스(6.26)
•이탈리아(10.20)
•영국(11.10)

유라시아(4개국)

•우즈베키스탄(4.13, 10.6)
•러시아(9.28)

•투르크메니스탄(8.28)
•카자흐스탄(10.22)

아중동(5개국)

•아랍에미리트(3.5)
•사우디아라비아(3.24)
•남아프리카공화국(4.24)

•이집트(3.5, 10.20)
•에티오피아(3.30)

다자(총 11회)

•G20 화상 특별정상회의(3.26)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5.18~19)
•제75차 유엔총회(9.22)
•한·메콩 정상회의(11.13)
•EAS(11.14)
•G20 정상회의(11.21~22)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4.14)
•한·EU 화상 정상회담(6.30)
•한·아세안 정상회의(11.12)
•아세안+3 정상회의(11.14)
•APEC 정상회의(11.20)

국제기구(총 1회)

•WHO 사무총장(4.6)

의 국제협력 방향(8.14)’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또한 보건안보 협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대응 분야 전
문가인 오명돈,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를 글로벌보건안보대사로 임명하고 이들
의 활동을 지원했다. 글로벌보건안보대사는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e of America)가 주최한 한·미 보건 전문가 화상간담회에 참석(12.17)해 코로나
19 대응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한·미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 비대면 외교활동 전개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외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비대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교 전개

유럽(20개국)

•터키(3.6, 6.23)
•스웨덴(3.20)
•리투아니아(3.27)
•덴마크(4.2, 10.21)
•에스토니아(4.8)
•핀란드(4.22)
•아일랜드(5.4)
•조지아(5.21)
•독일(10.1)
•룩셈부르크(10.20)

제협력: 보건과 개발협력(7.3)’, 제3차 자문회의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화·화상회의를 정상 차원에서
총 71회, 외교장관 차원에서 총 107회 진행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재외국민보호,
기업인의 경제활동 보장, 감염병 대응 국제협력과 연대 등을 논의했다.
외교장관 차원의 비대면 외교활동 현황(총 107회)

정상 차원의 비대면 외교활동 현황(총 71회)

구분

내용

동북아(1개국)

•중국(2.20, 5.13)

아태(8개국)

•베트남(4.3)
•인도(4.9, 10.21)
•인도네시아(4.21)
•일본(9.24)

•호주(4.7, 8.14)
•부탄(4.13)
•뉴질랜드(7.28)
•말레이시아(10.19)

북미(2개국)

•미국(3.24, 4.18, 6.1, 11.12)

•캐나다(3.26, 10.27)

중남미(6개국)

•콜롬비아(4.2)
•온두라스(6.12)
•브라질(10.5)

•페루(4.6)
•아르헨티나(7.3)
•칠레(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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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동북아(2개국)

•중국(1.28, 2.26)

•몽골(12.21)

아태(14개국)

•베트남(2.28, 7.23)
•인도(3.3, 5.19)
•태국(3.5)
•뉴질랜드(4.16, 11.24)
•스리랑카(5.4)
•호주(5.19)
•브루나이(7.29)

•몰디브(3.2, 4.22, 10.22)
•인도네시아(3.3, 3.28, 8.12, 9.24)
•파키스탄(4.10)
•싱가포르(4.17, 9.2)
•미얀마(5.15)
•일본(6.3)
•방글라데시(10.6)

북미(2개국)

•미국(3.1, 5.6, 10.5, 10.21~22)

•캐나다(3.2, 9.11)

중남미(7개국)

•엘살바도르(3.3)
•코스타리카(4.1)
•과테말라(4.22)
•페루(9.29)

•멕시코(3.7)
•에콰도르(4.17, 9.24)
•콜롬비아(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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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3.13)
•몰도바(4.7)
•에스토니아(4.24)
•그리스(5.8)
•슬로베니아(10.19)
•오스트리아(10.20)
•스웨덴(10.21)

유라시아(3개국)

•우즈베키스탄(3.21)
•키르기스스탄(9.26)

•타지키스탄(6.2)

아중동(10개국)

•아랍에미리트(3.1, 3.9, 4.7)
•사우디아라비아(3.9)
•쿠웨이트(4.1)
•케냐(6.15)
•나이지리아(8.26)

•이라크(3.3)
•모로코(3.30)
•에티오피아(6.12, 12.9)
•카타르(7.8)
•요르단(9.28)

•국제협의그룹 외교장관 전화/화상협의
(3.15, 3.19, 4.17, 6.9)
•세계경제포럼(WEF) 화상회의(3.25)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화상회의(5.4)
•코로나19와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주최 화상회의(5.13)
•다자주의 연대 코로나19 화상회의(6.27)
•G20 특별 외교장관 화상회의(9.3)
•아세안+3/EAS 외교장관회의(9.9)

•한·일·중 외교장관 화상회의(3.20)

유럽(14개국)

다자(총 27회)

•다자주의 연대 장관급 화상회의(9.25)
•한·메콩 외교장관 화상회의(9.28)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11.25)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12.10)

국제기구(총 7회)

•WHO 사무총장(3.8)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4.16)
•유엔사무부총장(4.24)
•ASEAN 사무총장(6.15)

•여성 외교장관 화상회의(4.16)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교장관 화상회의
(5.11, 6.3, 8.7)
•2020 글로벌 백신 화상 정상회의(6.4)
•제17차 믹타 화상외교장관회의(7.17)
•루마니아 재외공관장 화상회의(9.8)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고위급
화상회의(9.23)
•미 아시아 소사이어티 웨비나(9.25)
•202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11.23~24)
•제16차 마나마대화(12.4~6)
•미 아스펜안보포럼(12.11)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4.13)
•유엔난민최고대표(4.20)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4.24)

사회의 논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에는 44개국과 EU가 참여하며, 한국은 캐나다, 덴마크,
카타르, 시에라리온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
룹은 7월 2일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코로나19의 함의’라는 주제로 개최된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에서 그룹 공동 발언을 통해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다자
주의와 연대에 기초한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9월 23일 제75차 유엔총회 고위
급 주간을 계기로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 감염병 영향의 완화와 미래 세대 보호’라
는 주제의 고위급 화상회의를 개최했고, 12월 15일 ‘글로벌 감염병 대비 모니터링 그룹
(GPMB: 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1)’ 공동의장과 함께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WHO 집행이사국 등 보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터
키, UAE, 모로코, 케냐, 페루, 멕시코 등 지역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감
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 Support G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이 우리 정부 주도로 2020년 5월 20일 출범했다. WHO를 비롯한 여러 국
제 보건기구가 모여 있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G4IDR은 국제 보건 체계 강화
와 관련한 공동 입장을 마련해 WHO 등 주요 회의에 개진하는 한편, 전문가 라운드테
이블 및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의 개최 등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논의에 적극
기여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모범적 대응으로 제고된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논의 등을 선도하기 위해 유네스코 ‘연대와 포
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GCED: Group of Friends for Solidarity and
Inclusion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결성(5.26)을 주도했다. GCED는 출

3 국제기구 내 우호그룹 및 다자주의 연대

범과 동시에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하고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GCED 의장국으로서 제210차 유네스코 집행

우리 정부는 2020년 5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유엔, WHO, 유네스코에서 각각

이사회에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결정문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적 요구(Global

보건안보 분야 우호그룹이 출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보건안보 우호그룹은
주요 국제회의에서 그룹 공동 발언 실시, 보건안보 관련 고위급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보건안보 사안에 대한 국제
048

1) 글로벌 감염병 대비 모니터링 그룹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정부·국제기구 전·현직 고위 인사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WHO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정례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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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against Racism)’ 채택(12.7)을 주도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차별과 낙인, 외

을 강조했다.

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우리의 역할에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원하고자 포괄적인 개발
협력구상인 ‘ODA KOREA: Building TRUST(Transparency, Resilience, Unity, and
Safety Together)’를 마련해 2020년 약 1억 6,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Building TRUST 구상은 국제사회의 회복력(Resilience)과 안전성(Safety Together)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구상으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Unity) 투명

4 보건·방역 분야 역내 다자협력 추진

한 방식으로(Transparency) ODA를 추진한다는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이 구상에 따
라 ① 양자·다자 차원의 인도적 지원 ② 우리의 감염병 대응 모델과 방역 경험을 기반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리적으
로 인접한 동북아 역내의 보건·방역 다자협력을 선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문

으로 한 보건협력 ③ 개도국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대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했다.

재인 대통령이 2020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계기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먼저 우리 정부는 국내 방역 역량 및 협력국의 피해 상황과 보건 취약성 등을 종합

(NEACHS: Northeast Asia Cooperation for Health Security)’를 제안한 이후, 외교

적으로 고려해 120여 개국에 8,700만 달러 규모의 마스크·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포

부는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20년 말 동 협력체를 출범시켰다.

함한 양자·다자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다. 다자 차원으로는 WHO의 전략적 대

12월 29일 개최된 첫 회의는 1.5트랙 형식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비·대응계획(SPRP: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과 유엔사무총장의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과장급 당국자와 주한 대사관 실무 관계자, 보건·방역 및 국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을 위한 신탁기금에 기여했다. 또한 WHO, AU, 국제의약품구

제관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매기구(Unitaid) 등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에 진단키트를 지원했으며, 코로나19 백신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
기에 대처하는 역내 공동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로, 앞으로 북한이 참여할
경우 북한과 역내국 간 대화·협력이 가능해짐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도 1,000만
달러를 기여했다.
보건협력의 경우,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00만
달러 규모의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부·시민사
회·국제기구의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 시설 확충, 진단장비 및 의
료 기자재 제공, 의료 인력 교육 및 연수, 현지 취약계층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사
업을 진행했다. 중점 방역협력국 및 기구로는 정책적 우선순위와 여타 국가로의 파급

5 코로나19 대응 개발협력구상

효과를 고려해 ① 지역거점 4개국[인도네시아(신남방), 우즈베키스탄(신북방), 에티오
피아(아프리카), 콜롬비아(중남미)] ② 아세안 ODA 지원 대상국(캄보디아, 라오스, 미

지난해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등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의 방역물자 지원, 방역 경험 공유 등의 요청이 우리 정부에 쇄도했다. 특히 투
명성·민주성·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 방역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
050

얀마, 베트남, 필리핀) ③ 아프리카연합 산하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등이 선정됐다.
한편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길 원하는 국제사회의 요청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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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한 접근 보장, 필수 인력 이동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G4IDR 명의의 공동 발언을

개최했고,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에 국제 방역협력 통합 게시판을 신설·운영했으며, 정

했다.

책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총 800여 건의 방역 경험 공유 활동을 수행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WHO
의 팬데믹 대비·대응 강화를 위한 국제보건규범 정비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12월
‘IHR 검토위원회(IHR Review Committee)’에 IHR 이행 강화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
함으로써 관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했다. G4IDR 참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명
의로 제출된 이 제안서에는 각국의 핵심 보건 역량 및 국가 간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체제 강화, 필수적 인적 교류 보장, 감염병 대응 경보 시스템 개선, 사생활 등 인권 보호
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에티오피아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물자 기증식
(2020.10.20, 아디스아바바)

‘국제방역협력총괄TF’ 1차 회의(2020.4.27, 외교부)

7 6.25전쟁 참전국 마스크 지원

2020년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외교부는 국가보훈처, 국방부, 식약처,

6 WHO 협력 및 국제보건규칙(IHR) 정비

산업부 등과 협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2개국 6.25전쟁 참전용사 및 유
가족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하며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코로

지원 규모는 참전용사의 인원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참전용사의

나19 팬데믹 극복에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문재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50만 장, 그 외 21개국에 50만 장을 배분했다. 참전용사

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18일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

및 유가족들은 현지 언론 및 재외공관으로 감사 편지를 전했고, 참전국 정상들도 전화

에 참석해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등 국제보건규범 정

및 서한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비를 제안했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WHO의 2020~2023년 임기 집행이사국으로서 코로나19 대응과 회
복을 위한 WHO 차원의 논의와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0월 5~6일 개최된
WHO 집행이사회 제5차 특별회기에서는 IHR 이행 강화와 코로나19 의약품에 대한 공

2)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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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지속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협의와 같은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
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이들 국
가의 건설적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대북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주한 공관이 북한을 겸임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한

속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설명회(6.11~16)도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한반
도 정세에 대한 주한 외교단의 이해를 돕고,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미국과도 한·미 워킹그룹 회의(2.10)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6.16)한 데 대해 즉시 강력한

1 남북 관계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

1)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고하기도 했다.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9.22)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측이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는 2020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소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입

2018년 개최됐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유엔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

위해 노력했다. 또한 남북 관계 진전과 신뢰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

조사 및 군 통신선 복원 요청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

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남북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 간 합의 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2) 북한인권 개선 노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에서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철도·도로 연결사업,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

우리 정부는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갈 것을 제안했다.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2)에서는 남과 북이 생명공동체라는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왔다. 우리 정부는 2020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

년 제43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6.22),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11.18)와 본회

체’ 창설을 제안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과 함께 1.5트랙

의(12.16)의 북한인권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12.29)를 개최해 이 협력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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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고 있다. 관련국과의 다양한 협의를 계기로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강제송

속해 왔다. 우리 정부가 2019년 350만 달러를 공여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모자

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제43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및 제75차 유

(母子) 보건사업은 2020년 5월에 완료됐으며, 8월에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북

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참여했다.

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를 공여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전 해외에서 대기하는 동안 정신적·육체적

3)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

전 적응 교육 및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
한다는 원칙 아래, 체류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들의 안전한 국
내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약 20%

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에 불과한 22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입국 누적
인원은 총 3만 3,752명이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대면 협의 제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규모

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 및 남북 간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위: 명)

33,752

한·미 간 각급에서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타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했으며, 다자 외교무대도 적극 활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
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1)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소통 지속

7,699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 통화(3.2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4.18, 6.1)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했다. 특히 4월 정상 통
22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출처: 통일부

화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 노력을 높이 평가했고, 미국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양국 정
상은 코로나19 관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과 일본은 정상 통화(9.24) 및 외교장관회담(1.14, 2.15) 등을 계기로 소통을 계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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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

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 개선, 코로나19 방역물품 배포, 입국 전 사

제3장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

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2차례 정상 통화(2.20, 5.13)와 외교장관회담(2.15, 11.26) 등을 계기
로 소통을 지속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이루어진 정상 통화(9.28)에서 한반도 평

위해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고, 러시아 측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교착 상태
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만이 평화정착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
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이에 따라 주요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
가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2)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프로세스
의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종전선언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연례 만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노력에 대한 지지사례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2020.9.13)
The Ministers stressed the importance of sustained and peaceful dialogue amongst all concerned parties in
order to realise complete denuclearisation and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ers recognised the efforts and achievements made by all the parties concerned for advanc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over the last two years and urged all concerned parties to resume
peaceful dialogue and continue working constructively towards the achievement of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rough the full and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Joint Statement by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 The Minister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ted the ROK’s proposals to advance Inter-Korean relations.
EAS / 아세안+3 의장성명(2020.11.20)
We recognized the efforts and achievements in advanc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over
the last three years. We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ntinued dialogue and peaceful resolution among all
parties concerned in order to realise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a denuclearised Korean Peninsula.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2020.11.21)
We stressed the importance of resuming peaceful and sustainable dialogue amongst all concerned parties in
order to realise complete denuclearisation and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rough the full and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by the U.S.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Leaders,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 The ROK briefed the meeting on proposals to advance inter-Korean relations such as strengthening interKorean cooperation in fields of healthcare and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s well as declaring an end to
the War and transforming the Demilitarized Zone (DMZ) into an international peace zone.

찬 기조연설(10.8)에서도 202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
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
지를 표명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동아시아정상
회의(EAS: East Asia Summit)/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9.13~15), EAS/아세
안+3 정상회의 의장성명(11.20),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11.21) 등 주요 다자 고
위급 회의 결과문서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이 반영됐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은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2018.6.12), 판문점 선언(2018.4.27), 평
양 공동선언(2018.9.19)을 명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국 간 대
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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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1.7)를 통해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노력
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고, 신년 기자회견(1.14) 자리에서는 남북 관계 발전이 북·미 대
화에 좋은 결과를 미치는 선순환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도 트럼프 대
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정상 간 친분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며,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독려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남·북·미 간 대화 국면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주력하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에 소극
적인 태도를 취했고, 3월에는 오히려 4차례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시험을
감행(3.2, 3.9, 3.21, 3.29)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대해 한·미 양
국은 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

1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동을 중단할 것을 단호히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동
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대북 관여 노력을 지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1) 코로나19 사태 및 남북 관계 경색 속 비핵화 대화 동력 재점화 노력

남북 간 보건협력을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3월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북한은 3월 초 김정은

북한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친서를 교환했으며, 3월 22일 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정면 돌파하

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명

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

했으나 한·미 양국의 협력 제안에는 호응하지 않았다.

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

코로나19로 인한 대외 환경 악화와 북한의 도발 및 대화 제의 불응에도 불구하고

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세상은 곧 멀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한·미 양국은 긴밀히 공조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에 관여하기 위한

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도, 억제력 강

노력을 지속했다. 특히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는 가운데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

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4가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

는 입장을 다양한 계기에 여러 차례 표명했다.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이 우리의 협력 제

면서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 개

안에 호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

발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8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이며, 북·미 대화가 재개돼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북한에 대한 관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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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감을 표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대북 관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시사했으며, 뒤이은 6월 9일에

더욱 격화시키는 행위를 감행했다. 북한은 6월 13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

는 남북 간에 유지돼 오던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소통을 위

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의지를 시사했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담화를 통해서

한 기본 수단인 남북 간 통신선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북 합의를 준수하

는 북·미 대화가 없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

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또한 언

정부의 북·미 대화 재개 견인 노력을 비난한 데 이어, 급기야 6월 16일에는 2018년 ‘판

제나 남북 관계의 진전을 지지해 왔음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

문점선언’에 따라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에 더해 북한

기를 촉구했다.

은 6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6월 11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히고,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

당국장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북 관계 사안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이어서 싱

동선언 20주년 기념 축사를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6월 12일에는 리선권 외무상이 1월 23일 임명된

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의

이래 최초로 담화를 발표해 핵실험장 폐기, 미군 유해 송환, 억류 미국인 송환, 핵실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와 같은 북한의 선제 조치에 대한 미국의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또한 남북 관계

호응이 없으며, 전략자산 배치와 남측의 첨단무기 도입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와 관련해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역효과를

지속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를 바탕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으로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6월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대미 공세에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한반
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이어나갔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

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를 통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면서 한반도에
서의 추가 긴장 악화는 방지됐다.

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며, 북·미 대화의 조

남북 관계 악화 국면이 진정된 이후, 국내외 일각에서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

속한 재개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두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미 대화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정은

재점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실질적으로 진전

위원장과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의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도 소통을

미국 측 핵심 인사인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아가려 해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표의 방한(7.7~10)이 추진됨에 따라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됐다. 북한은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7.4)를 통해 대북 적대시 정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

책에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는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권정

제는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담화(7.7)를 통해서는 우리 정부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을 비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워나갈 것을 촉구했다. 미국 역시 북한의 최근 행동과 담화에

난했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을 계기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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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언제든 관여할 의향이 있음을

약속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통지문을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

재확인했다.

로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며 직접 사과했다. 우리 정부
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 북·미 정상회담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의 주제가 ‘비핵화 조

도 북한에 남북 공동 조사, 군사통신선의 복구·재가동을 제안하며 대화와 소통의 불씨

치 대 제재 해제’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북·미 협상 재개’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존

를 살려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또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완전한 지지를 표

의 입장을 경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이후 미국 정권,

명하고, 북한의 사과를 도움이 되는 조치라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

나아가 미국 전체를 상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11월 미 대선 이후의 상황도 염두에

구적 평화 달성,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언제든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장을 재확인했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과 타국의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미 양 정상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2) 미국 행정부 교체기 대화 국면 유지를 위한 노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비핵
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지속해서 독
려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을
거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대외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 북한 또한

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고,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

8월과 9월 연이은 홍수·태풍에 따른 수해 피해와 경제 문제 등 대내 현안 대응 및 내부

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

결속 강화에 집중하면서 대화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

상황에서도 대화 재개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관여 노력을 멈추지 않

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앞선 10월 3

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변함

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발송했다. 열병식을 계

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 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

기로 북한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도발은 자제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으로서 종

하루빨리 보건위기를 극복해 남과 북이 다시 손잡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는

전 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등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관리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재확인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지하게 나선다면 당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뒤이은 11월 3일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
됐다. 미 대선에 따른 미 행정부 교체기에도 한·미 외교당국은 긴밀한 공조를 변함없

이러한 가운데 9월 22일 서해 북측 수역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

이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

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됐다. 우리 정부는 9월 24일 북한의 행

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

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마지막까지 협력해 나갈 것이며, 차기 정부와는 그동안 축

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당국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

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하루 만인 9월 25일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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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 대선(11.3) 이후에도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바꾸려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 가장 불행하고 현명하지 못한 행동

세스 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 의회, 학계 등 다각도로 폭넓은 소통

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계속 유지

을 이어갔다. 대선 직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11.9)에서 양국 외교장

될 것이라는 점을 확언했다. 한편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도 1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관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자고 합의

과의 통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했다. 또한 회담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장관은 미국 의회 및 학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12월 15일 바이든 당선

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외교

인 축하 서한 발송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당선인과 함께 협

장관회담을 계기로 개최됐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11.9)에서도 양국 대표는 남북

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및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이후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한·미 양국은 긴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의회 외교를 추진했다. 더

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략적 오판에 따른 도발을 억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불어민주당 한반도TF 대표단 소속 의원들은 미국 대선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외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대화 국면도 계속 유지됐다.

교·안보 분야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공감대
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3) 각급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굳건한 한·미 공조 유지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흔
들림 없는 공조를 유지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

2 한반도 대화와 평화 패러다임 유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운데 유선협의(4.18)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
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양국 외교장관 및 북핵 수석대표 역시 빈틈없는 소통과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비핵
화 전략을 지속 발전시켰다. 먼저 양국 외교장관은 2020년 4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수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외교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유선통화·화상협의

시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코로나19의 제약 속에서도 3차례 대면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주변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

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의를 각급에서 계속하기로

전을 위한 주요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소통·협력했다.

합의했다. 양국은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6.16), 노

일본과는 양국 간 여러 현안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동당 창건 75주년(10.10)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굳건한 동맹과 긴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양국은 정상·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한반도 정

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에도

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이

활발한 대면·유선협의를 이어가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

루기 위한 협력 방안을 수시로 협의했다. 2020년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에서는 한

전을 이루기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향후 북·미 비핵화 협

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외교

상 재개에 대비해 협상안을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켰다.

장관 간 대면·유선협의, 북핵 수석대표 간 수시 협의를 통해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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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했다.

환했다. 러시아 측은 9월 한·러 정상 통화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1월 14일 샌프란시스코, 2월 15일 뮌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지속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EU 및 주요 유럽 국가와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6월 한·EU 화상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가는 외교적 노력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

정상회담 및 2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EU 방문 등 주요 외교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북핵 문제 관련 3국 간 공조 방안 및 역내외 현안·정세에 대해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EU 측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2월 한반도본

협의했다. 한·미 및 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

부장-독일 외교부 정무차관 및 아태총국장 간 협의, 9월 한반도본부장-스웨덴 한반도

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확인하고 강조

담당특사 간 유선협의, 11월 북핵 대응 관련 한·프랑스 고위급 협의 등을 계기로 주요

했다.

유럽 국가와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협력을 지속해 나갔다.

중국과도 2차례 정상 통화를 포함해 외교장관회담 및 유선협의, 북핵 수석대표 협
의 등 각급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갔다. 중국 측

2) 다자・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

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각 계
기마다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거듭 밝혔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저하될 수 있는

러시아와도 정상 및 북핵 수석대표 등 고위급 대화 채널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요 다자·국제무대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스의 진전과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등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

주의를 환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굳건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을 지속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한이 참여하는 ARF 등 국제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2020년 6자 관련국 간 협의 현황

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를 지지하는 다수의 결과문서가 채택
•한·미·일 외교장관회담(1.14, 2.15)

됐다. 아울러 유엔, 아세안, EU 등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정상 통화(3.24, 4.18, 6.1)

•한·일 정상 통화(9.24)

•한·미 외교장관회담(1.14, 2.15, 11.9),

•한·일 외교장관회담(1.14, 2.15),

한·미 외교장관 통화(5.6, 10.5, 10.21, 10.22)

미

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1.16, 4.2, 6.18,

한·일 외교장관 통화(6.3)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4.8, 9.4, 10.29,

7.8, 9.28, 11.9, 12.9, 12.11 등)

12.23)

한

2020년 북핵 문제 관련 주요 국제회의 문서
러

중

•한·일·중 외교장관 화상회의(3.20)

•한·러 정상 통화(9.28)

•한·중 정상 통화(2.20, 5.13)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12.29 등)

•한·중 외교장관회담(2.15, 11.26),
한·중 외교장관 통화(1.28, 2.26)
•한·중 북핵 수석대표 협의(9.10, 12.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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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채택 문서

2.25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공동성명

6.30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

9.13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9.15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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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양국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2020년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3차례 정상 간 통화를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당선 확정 직후 4일 만
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하는 등 한·미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
가 유지됐다. 또한 외교장관 간 대면 회담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 2회
에서 2020년 3회로 증가했고, 2019년에 개최되지 못했던 외교차관 간 대면 회담이
2020년에는 3회 개최되는 등 지속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
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관계는 더욱 빛났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
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항공편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간 필수적
인 인적 이동을 위해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국 정부의 방역
목적 입국 제한 조치가 우리 국민에게는 도입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
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우리의 방역물품을 미국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했다.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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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협력을 강화하는

차관 간 교류

등 한·미 동맹을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왔다. 양국은 11월 14일 개
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개발협력, 인프라, 에너지, 스마트시티, 반부패,

2020.7.8, 서울

외교차관 전략대화

2020.9.10, 워싱턴 DC

한·미 외교차관회담

2020.12.9, 서울

한·미 외교차관회담

기후변화, 보건·코로나19, 물안보 등 지난 1년간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 연
계협력 관련 실질협력사업의 성과를 총망라한 제2차 설명서(Fact Sheet)를 발표했다.

2 한·미 동맹의 지지 기반 확대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

또한 경제·인프라 협력을 포함해 여성 역량 강화,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글로
벌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 공조를 통해 협력의 외연을 확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비밀문서의 추가 해

2020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미 방

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2020년에 미 국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43건 143

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미 의회에 적극 설명하면서 미 의회

페이지에 대한 비밀 해제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실 규명에 기

와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미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정책공공외교활동도 활발히 전개

여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 간 우호와 협력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했다.
2020년 미 의회에서는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 2건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
으며, 그 외에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노
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다수 발의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미 의회 인사들과의 교류는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활발히 이
어졌다. 미 의회 보좌관단(6월),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 동아태소위원장(7
월), 애덤 스미스(Adam Smith) 하원 군사위원장(10월) 등 의회 인사들과의 화상면담

한·미 정상 통화(2020.6.1)

한·미 외교장관회담
(2020.11.9, 워싱턴 DC)

한·미 외교차관회담
(2020.9.10, 워싱턴 DC)

이 이뤄졌다. 우리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 대표단(1월), 국회사무총장(2월), 여당 한반도
TF(11월) 등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며 양국 의회 간 교류를 꾸준히 이어나갔다.

한·미 간 주요 인사 교류

한편 미 학계와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반도 평화프로세
스 등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공공외교활동도 적극적으로 이

구분

일자/장소

내용

2020.3.24, 4.18, 6.1

한·미 정상 통화(총 3회)

2020.11.12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축하 통화

2020.1.14, 샌프란시스코

한·미 외교장관회담

2020.2.15, 뮌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2020.11.9, 워싱턴 DC

한·미 외교장관회담

2020.5.6, 10.5, 10.21, 10.22

한·미 외교장관 통화(총 4회)

정상 간 교류

외교장관 간 교류

074

루어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공동 주최 한·미 전략포럼(6월), 아시아소사이
어티 주최 화상세미나(9월),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2020년 연례 갈라 행사(화상, 10
월), 아스펜안보포럼(12월), 미국유태인위원회(AJC: American Jewish Committee) 화
상간담회(12월) 등 주요 싱크탱크 행사에 우리 고위급 인사가 참여해 한·미 관계와 우
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여론주도층의 이해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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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미 대선에 대비해 외교부 내 TF를 운영하며 미 대선 동향과 차기 행

속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2020년 5월 제12차 한·미·일 안보토의(DTT: Defense

정부 대외정책 변화 방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주·공화

Trilateral Talks)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 지역안보, 코로나19 대응 및 3국

대선 캠프와 신행정부 참여 가능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차기 정부와의

간 안보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2020년 7월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
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했다. 이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등 한인

써 액체연료는 물론 고체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해 민용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outreach)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한·미 동맹 지지

됐고, 우리 민간기업과 개인이 우주산업 분야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됐다. 나아가 한·미 동맹의 협력 무대를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하
는 계기가 됐다.
우리 정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기존 협
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코

3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및 동맹 현안 해결 노력 경주

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협상 대표단 간 7차 회의를 2020년 3월 미국에서 대면 협
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등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가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다양한 정례 안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례 없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보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발전시켰다. 2020년 4

무급휴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 장기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

월과 9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17차, 제1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는 데 중점을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 우선 인건비 선지급을 통해 무급휴직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10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

상황을 조기에 해소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무급휴직 기간

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중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생계 지원을 제공했다. 이후 한·미 간 협상은 11월 말 화상회

계획과 관련해 커다란 진전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의를 통해 재개됐다.

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제반 사항을 종합
적으로 감안해 연합훈련을 조정해 실시했다. 2020년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CCPT:

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현안 관리 및 운영 개선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시하지 못했지만, 양
국은 철저한 방역대책 아래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도 지

076

2020년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안정
적으로 운영해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
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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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펼치며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2019년에 이어 미군기지 인근

기지를 포함한 12개 미군기지1) 반환에 합의했다. 이들 기지는 오염정화 기준과 정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2차 인식조사를 실시해 민군관계 정책을 수립

책임에 관한 한·미 간 의견이 달라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던 곳이다. 이로 인해 해

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했다. 또한 국민 체감형 교류 플랫폼을 활용해

당 지역은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 지역 개발계획 차질 등 지역사회 차원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교류를 확대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한·미 청장년

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정부는 이들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범정

간의 민군 교류 및 한·미 동맹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한미군 서포터스

부 TF, 주한미군 SOFA 채널, 고위급 외교·국방 채널2)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대미 협의

를 발족하고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다양한 SOFA 사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미 양측은 ① 오염정화 책임 ②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

이해와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업

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③ 우리 측에서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을

을 최초로 시행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가 소재한 평택시에 자치단체경상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전국 12개 기지의 반환에 합의했다. 이는 2008년 이래 단일

보조금 국비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민군 교류사업을 지원했다.

연도에 가장 많은 기지가 반환된 것이며, 특히 2019년 용산기지 반환 절차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기지 일부 반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용산공원 조성의 기틀이 마련됐다.

한·미는 2020년에도 SOFA 합동위원회(외교부 북미국장·주한미군 부사령관), 특
별합동위원회(외교부 북미심의관·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와 20여 개 분과위원회 협

또한 외교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지역사회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

의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소통했다. 양측은 주한미군 훈련 과정에서의 안전 및 사건·

하기 위해 주한미군 및 질병관리청 등과 긴밀한 방역협력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SOFA

사고 방지, 주한미군 관련 범죄 예방 및 미군기지 주변 소음 피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 질병관리청과 유기적인 소통·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주한미

함께 해 나가기로 했으며, 총 26건의 SOFA 합의문을 대외에 공개했다.

군의 전적인 책임 아래 신규 입국 장병을 관리(입국 직후 검사 및 미군기지 내 격리 등)
하도록 합의하는 등 주한미군과 체계적인 방역협력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한미군은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 중 가장 낮은 코로나19 발생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2020년 8
월 당시 반환 협의 중이던 니블로배럭스 미군기지(서울 용산)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로 임시 사용하도록 해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한·미 협력이 코로나19 대응 협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20년에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민군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루어
졌다. 제3차 한·미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협의 채널을 활성화했으
며, 서울 및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에서는 주한미군 관련 법률상담 및 현장 지원 활

1) 캠
 프 모빌 1구역(동두천), 극동공병단(서울 중구), 8군 종교휴양소(서울 용산), 니블로배럭스(서울 용산), 서빙고 부지(서울
용산), 성남 골프장(하남), 캠프 잭슨(의정부),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해병포항파견대(포항), 필승사격장 일부(태백), 캠프
킴(서울 용산), 용산기지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장).
2) 한
 미통합국방대화(KIDD, 2020.9.9), 제1차관 방미 고위급 협의(2020.9.9~10),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0.10.14), 북
미국장,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2020.1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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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정지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고, 2020년 6월 2일 3개 품목(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
드) 관련 일본 측 조치에 대한 WTO 제소절차 재개를 발표했다.
코로나19의 본격적 확산 이후에는 양국 간 현안과는 별개로 초국경적 방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일 공동으로 재외국민의 귀국

받은 우리 국민 어린이가 일본 정부가 주선한 임시항공편에 탑승해 무사히 귀국(5.5)
한 것에 대해 강경화 외교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 앞으로 감사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2020년 9월 16일 일본 신내각 출범을 맞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
를 이끌어내고 한·일 관계 개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했다. 문재인 대통
령은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에서 스

1 한·일 관계

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을 계기로 강제
징용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하고, 가까운

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

이웃으로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실질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분해 추진하는 투 트

를 기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후 한·

랙 기조에 입각해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해 왔다.

일 특별입국절차 시행(10.8), 한·일 국장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

대면 협의(10.29, 서울), 한·일 외교차관

하면서 초래된 한·일 관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19년 12월 한·

통화(11.12) 등 당국 간 소통 강화 및 한·

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2020년

일 의원연맹 신임회장단 방일(11.12~14) 등 정·재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한 긍정적 흐름

1월 14일 및 2월 15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외교당국은 현안 해결을 위

이 이어졌다.

한 대화와 협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한·일 외교장관 통화(6.3)
를 비롯해 각급 차원에서 소통이 이루어졌다.

한·일 정상 통화(2020.9.24)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언행에는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을 지속
했다. 일본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1.20),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이전 개관(1.20),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지속해서 촉구하며 정책대화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2.22),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3.24), 외교청

개최, 캐치올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수출관리 조직·인력 확충 등 일본 측이

서(5.19)와 방위백서(7.14) 발표 등 계기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

당초 문제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력히 항의했다. 또한 침략전쟁 미화의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일본 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2019년 11월 당시 세계무

도층 인사의 공물 봉납과 참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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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했다. 아울러 6월 15일 공개된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 내용에 2015년 일본의

의 제3위 교역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의 대일본 투자는 2019년 약 13억 3,000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가 약속한 강제노역 희생자 추모 등 후속

만 달러에서 2020년 약 16억 1,000만 달러로 21% 증가했으며,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

2019년 약 14억 3,000만 달러에서 2020년 약 7억 3,000만 달러로 49% 감소했다.

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

2 한·중 관계

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축소된 양국 간 민간교류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
려움을 겪었다. 2020년 인적 왕래 총인원은 약 91만 9,000명으로, 2019년 약 885만

한·중 양국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통적인 대면 방식뿐 아니라 화상협의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
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켰다.

8,000명에 비해 89.6% 감소했다. 대면 교류는 크게 줄었으나, ‘한·일 축제한마당’을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두 차례의 전화통화(2.20, 5.13)와 여러 차례

비대면으로 개최(11.10)하는 등 우호협력 증진 차원의 정례적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노

서신 교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방역, 경제·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

력이 이어졌다. 한편 10월 8일부터는 한·일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돼 기업인 등 필수 인

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력을 시작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 재개의 물꼬가 트였다.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간 대면 교류도 이어나갔다. 서

2020년 한·일 간 총 교역액은 2019년의 약 760억 달러(수출 약 284억 2,000만 달

훈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위원과 회담(8.22)을 열고

러, 수입 약 475억 8,000만 달러)에서 8.3% 감소한 약 711억 2,000만 달러(수출 약

양국 간 현안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제츠 위원

250억 9,000만 달러, 수입 약 460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양국 모두 서로

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 대면 소통을 통해 교류·

한·일 간 주요 인사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장관은 11월 방한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

구분

일자/장소

내용

(11.26)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전략적 소통의 동력을 유지해 나갔다. 이 회담은 연초

정상 간 교류

2020.9.24

한·일 정상 통화

뮌헨안보회의 계기 회담(2.15)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 이루어진 양국 외

2020.1.14, 샌프란시스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교장관 간 대면 회담이라는 데 의미가

2020.2.15, 뮌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있다. 양국 장관은 2022년 한·중 수교

2020.6.3

한·일 외교장관 통화

30주년을 앞두고 한·중 관계 향후 30년

2020.11.12

한·일 외교차관 통화

의 청사진을 제시할 ‘한중관계 미래발전

2020.1.9~11, 도쿄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 방일

위원회’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2020.10.17~19, 서울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 방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적

2020.11.12~14, 도쿄

한·일 의원연맹 신임회장단 방일
-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간사회(11.12)

2020.11.27, 화상

제52회 한·일 경제인회의

장·차관 간
교류

기타 인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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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면 형식의 다양한 고위급 교류·

한·중 정상 통화(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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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류가 어려운 가운데 다양한 비대면 교류사업

협의(4.17, 12.23)가 있었다.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돼, 박병석 국회의장

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했다. 특히 중국 주재공관은 SNS 홍보 서포터스인 ‘한중우

과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 간 화상회담(12.21) 및 송영길

호수호천사단’을 발족하고, 한·중 수교 28주년 기념 온라인 걷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장예쑤이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간 화상회담(9.28)이

현지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류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 양국 정상 및 고위급 대면·비대면 소통은

으로 11월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계기,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데 기

해’로 지정·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정서 증진을

여했다.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교류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한·중 코로나19 대

전년 대비 전 세계 교역량이 5.3% 감소하고 글로벌 교역 및 경제협력이 크게 경색됐으

응 방역협력 대화’를 두 차례 개최(3.13, 4.29)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나, 한·중 간 교역량은 약 2,414억 5,000만 달러(수출 약 1,325억 7,000만 달러, 수입

경험을 공유하고 필수적 경제·인적 교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약 1,088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8% 정도 감소하는 데 그치는 등 코로나19로
한·중 간 주요 인사 교류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그 결과 중국은 우리의 제1위 수출·수입 대상
국,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수출 4위, 수입 2위)의 지위를 유지했다. 또

구분

일자/장소

주요 내용

한 2020년 우리의 대중 투자는 46억 9,000만 달러로 2019년 58억 1,000만 달러에 비

정상 간 교류

2020.2.20, 5.13

한·중 정상 통화(총 2회)

해 약 19% 감소했고, 중국의 대한 투자는 19억 9,000만 달러로 2019년 9억 8,000만

2020.1.28

한·중 외교장관 통화

달러에 비해 약 103% 증가했다.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020.2.15, 뮌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2020.2.26

한·중 외교장관 통화

2020.4.17

한·중 외교차관 화상협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연

2020.11.25~27, 서울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공식 방한

계협력 추진에 대한 한·중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2020년 제

2020.12.23

한·중 외교차관 화상협의

24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8.1), 한·중 경제장관회의(10.16), 제24차 한·중 경제협력

2020.3.13

한·중 공동방역협력 메커니즘, 1차(국장급)

종합점검회의(12.9)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2020.4.29

한·중 공동방역협력 메커니즘, 2차(국장급)

2020.7.23

김건 외교부 차관보, 뤄자오후이 외교부 부부장 화상협의

2020.8.21~22, 부산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위원 방한

2020.9.28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장예쑤이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화상회담

2020.11.9, 화상

김건 외교부 차관보, 뤄자오후이 외교부 부부장 화상협의

2020.12.21, 화상

박병석 국회의장,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화상회담

상호 방문객이 모두 급감했다.
2017년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중 및 2019년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장·차관 간 교류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
을 전개했다. 먼저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9.27)’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2014년부
터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해 온 중국군 유해 송환 사업을 양국 간 우호협력의

기타 주요 고위급
인사 교류

상징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상하이 임시정부청사기념관, 하얼빈 안중근
의사기념관 등 중국 내 우리 독립사적지 운영·기념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협력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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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중 3국 협력

한편 서울 소재 3국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은 한·
일·중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공개 웨비나(7.2) 및 스마트시티

2020년 한국은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
로 중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복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2020년 3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직후 한국은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화

관련 협력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8.5)를 진행했다. 또한 아세안+3 국가 출신 학자들을
초청해 ‘코로나19와 미래지향적 3국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지역 간 대화
(East Asia Inter-regional Dialogue)(10.28)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

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담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이 경제·인
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보건·방역 분

4 한·러 관계

야의 협력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2020년 12월 ‘동북아평화협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러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비

력포럼’을 개최해 한·일·중 3국과 미

대면 방식으로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활발하게 지속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전략적

국·러시아·몽골 등 역내 주요 국가들이

소통과 호혜적 협력 토대를 강화했다.

참여한 가운데 한·일·중 3국 간 신뢰 구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

축 및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 구

령과 통화하고 수교 30주년을 축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수교 이래 지난 30년

상 등을 논의했다.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관계

한·일·중 3국은 교육장관회의(1.10,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 특별화상회의(2020.3.20)

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

베이징) 개최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선, 산업

서도 외교장관 특별화상회의(3.20)를 비롯해 보건장관회의(5.15), 교통물류장관회의

단지,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6.29),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9.18), 특허청장회의(12.1) 및 스포츠장관회의

Free Trade Agreement) 등 ‘9개 다리

(12.24) 등 6개 장관급 협의를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 다수의 3국 정부 간 협의를 추진

(9-Bridge)’ 중점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했다.

한 실질협력 강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국 민간 협력사업이 대다수 연기되거나 취소된 가운

위한 전략적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

데 국민 체감형 3국 협력 홍보사업을 적극 실시했다. 외교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영

편,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분야에서도

된 ‘한·일·중 비정상회담(8.11)’에는 국가별 청년 대표 3인이 참가해 포스트 코로나19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수교 30주년 계기 한·러 정상 통화(2020.9.28)

시대 인적 교류, 청년 해외 취업 및 국제협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도 2020년 6

한 외교부는 한·일·중 3국 협력 UCC 공모전(6.29~9.11)을 개최해 총 38편 중 수상작

월 3일 통화해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 및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코로

24편을 선정했으며, 시상식 및 상영회(11.2, 서울)를 개최해 3국 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

나19 상황에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수교 30주년

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을 기념하는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양국 간 교류 및 실질협력 진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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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경제과학기술공동

2020.9.30

한·러 외교장관 간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

2020.12.13~19, 모스크바

우윤근 대통령 특사 러시아 방문
- 볼로딘 하원의장 및 라브로프 외교장관 면담

2020.12.18, 화상

제14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 김건 외교부 차관보, 크루티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제1차관

장관급 교류

위원회 수석대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러시아 부총
리는 2020년 10월 27일 화상회담을 갖고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

차관급·
차관보급 교류

로 점검했으며, 주요 경제협력사업의 진전 상황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

우윤근 대통령 특사는 2020년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뱌체슬

한편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류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교류 방식을

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 러시아 하원의장 및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적극 활용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혁신, 극동 개발 등 주요 실질협력 분야에서 우호관계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 등 러시아 측 주요 인사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러 관계

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10월 19일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외교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우윤

초청된 러시아 ‘열린혁신포럼’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근 특사의 파견은 한·러 관계 발전 동력을 이어나가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월 27일 한·러 경제협력의

정착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기본 틀을 확대 개편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9개 다리 행동계획 2.0’에

강경화 외교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020년 9월 30일 수교 30주년 축

서명했다. 이 서명을 계기로 양국은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

하 서한을 교환하며,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

에서 제안한 ‘9개 다리 전략’을 발전시켜 9개 다리 분야를 확대·재조정함으로써(에너

고 더욱 상호 호혜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해, 농림·수산, 보건, 투자, 혁신 플랫폼, 문화·관광) 경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도 긴밀히 이루어졌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러시
아 상·하원 외교위원장과 각각 통화하고 한반도 이슈와 양국 실질협력 진전 방안에 대
해 활발히 소통했다.

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
아울러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알렉산더 크루티코프(Alexander Krutikov)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제1차관과 2020년 12월 18일 제14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9개 다리 협력의 핵심 지역인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주요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 분과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간 ‘연해주 한·러시아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업이행

구분

일자/장소

주요 내용

정상 간 교류

2020.9.28

한·러 정상 통화

2020.6.3

한·러 총리 통화

2020.10.19~21, 화상

정세균 국무총리, 열린혁신포럼 기조연설
-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함께 ‘위기 극복과 지역·국제 수준에서
경제회복 방안 세션’ 참석

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했다.

2020.10.27, 화상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경제과학
기술공동위원회 수석대표 간 회의
- 홍남기 경제부총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참석

해 상호 협조했으며, 러시아 내 우리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 재가동 허용을 보장

총리급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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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도 체결해 우리 중소기업의 극동 진출 및 양국 인프라 협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양국은 제29차 어업위원회(2.17~19), 제4차 북극협의회(11.19), 한·
러 서비스·투자 FTA 3~5차 협상 개최, 전력·가스·철도 분야 공동 연구 등 실질협력 진

한편 양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협력했다. 자국민 귀국 지원을 위

받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 측은 K-방역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웨비나 및 우리의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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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했다. 또한 양국 국민 상호 귀국 지원, 방역물자
등 인도적 지원, 방역 정보 공유 등 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했다.

달러로 다소 감소했으나, 한국은 2020년 러시아의 9대 교역 대상국이자 러시아 극동
지역 기준 2위의 교역 대상국이 됐다.
민간 차원에서도 ‘한러대화(KRD: Korea-Russia Dialogue)’를 중심으로 대면 방
한반도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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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교류가 이어졌다. 한러대화는 2008년 9월 양
국 정상 간 합의로 민간 부문의 교류 증진을 위해 출범한 민간협의체로 정치·국제관
계, 경제·통상, 문화·예술, 교육·과학, 언론·사회, 차세대 등 6개 분과에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20년에도 한러대화는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러시아영화 세

한·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로고

한·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
(2020.10.8, 울란바토르)

한·몽골 외교장관 화상회담
(2020.12.21)

미나(10.23, 화상), 제6차 차세대 홈커밍데이(10.31, 서울), 온라인 한·러 정경컨퍼런스
(11.6, 서울), 온라인 제2회 박경리문학제(8.21, 화상), 수교 30주년 기념음악회(11.12, 서
울) 등을 개최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냠체렌 엥흐타이왕(Nyamtseren Enkhtaivan) 몽골 외교장관
은 화상회담(12.21)을 개최해 한·몽골 수교 30주년의 의의를 평가하고, 코로나19 대

또한 양국 국민들이 참여한 1,144건의 응모작 중에서 선정된 슬로건 ‘우정과 신뢰

응협력 및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다자

로 함께 빚는 미래(Дружить. Доверять. Действовать. 우정, 신뢰, 행동)’를 주제

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제5차 차관급 한·몽골 공동위원회

로 다양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과 러시아에

(11.24)를 화상으로 개최해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서 각각 62개, 32개 행사가 온라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돼 양국 국민

등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갔다.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한·몽골 양국은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이외에도 국민 참여형 공공 외교사업으로 ‘신북방청년미래개척단’ 제2기를 선발해,

인접한 주변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러시아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 세대의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고, 러시아

총회 계기에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출범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역내 방

기업인 및 언론인들과의 교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역·보건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부에 러시아를 전담하는 유라시아1과가 신설돼 한·러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조직 기반도 확충했다.

6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5 한·몽골 관계

동북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
동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동북아 역

한·몽골 양국은 2020년 한·몽골 수교 30주년(3.26)을 맞이해 수교 기념 특별 명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역내 협력과 번영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동북아

(한·몽 우정의 해) 및 기념 로고 발표,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축하 서한 교환 등 코로나19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내 주요 국가 간 대화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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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행을 축적하고 다양한 실질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리한 여건에서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을 적극
활용해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역내 다자협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2020 동북아평화협력포럼(2트랙 차원)이 역내 주요국인 우리나라, 일
한반도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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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중국, 미국, 러시아, 몽골과 역외 대화 파트너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아세안,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민간 인

2020 동북아평화협력포럼(2020.12.3~4)

2020 동북아평화협력 정부 간 협의회(2020.12.15)

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12.3~4, 서울)됐다. 주요 의제는
① 유럽 사례로 본 동북아 신뢰 구축의 미래 ② 한·일·중 초기 신뢰 구축 조치 탐색: 실
현가능성을 중심으로 ③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역 내 협력 구상 등이 다루어졌다.
포럼에 이어 2020 동북아평화협력 정부 간 협의회(1트랙 차원)가 역내 주요국인 우
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몽골 외교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화상회의
로 개최(12.15)됐으며, 우리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을 소개했다. 이 회의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유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추진
을 위한 역내 국가 간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위해 국가 간 신뢰 구축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기회가 됐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자생적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내외 민
간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기관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의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 동북아 역내 협
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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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고도화

기로 발표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을 통해 한국의 신남방
정책플러스를 환영했으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4강과 유사
한 수준으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전방위적으로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및 2019년 2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국빈 방한 등을 통해 정상 간 형성된 각별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양국은 2020년 코

을 지속했다. 이와 함께 인적·문화교류, 실질협력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1 신남방정책의 목표 및 추진 현황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에서 신남방정책을 천명

2 동남아시아 지역 외교

한 이래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인도 등 신남방 지역 국가와 3P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1) 정상 외교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1) 특히 2019년에는 한·아
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 캄보디아 총리 면담

를 개최했으며, 이와 연계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해 신남방정책 추진 동력

문재인 대통령은 월드 서밋 2020 참석차 방한한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을 배가했다.

2020년 2월 4일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합작 투자한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 기존 신남방정책을 고도

유통센터가 준공된 것을 언급하면서, 캄보디아 인프라 구축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

화해 7대 전략 방향2)을 제시한 ‘신남방정책플러스’를 한·아세안 정상회의(11.12)를 계

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
극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훈센 총리는 농업 강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

1) 3
 P는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② 호혜적

과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③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총 16개 세부 추
진 과제를 설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신
 남방정책플러스 7대 전략 방향: ①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② 인적 개발 지원 및 지식 공유 ③ 쌍방향 문

(2) 한·베트남 정상 통화

화교류 증진 ④ 상호 호혜적 무역투자 기반 구축 ⑤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⑥ 공동 번영의 미래 산업 육
성 ⑦ 비전통적 안보 분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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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폭넓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

양 정상은 코로나19 대응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성공리에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2019년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스마트시

한·메콩 정상회의로 마련된 모멘텀을 토대로 한국과 아세안, 메콩 간 협력을 더욱 강

티, 공항, 항만, 철도 등 베트남 내 인프라 개발협력과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력사업

화하기로 했다.

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 미얀마 제2부통령 면담
(3) 한·인도네시아 정상 통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월드 서밋 2020 참석차 방한한 헨리 반 티오(Henry Van Thio)
미얀마 제2부통령과 2020년 2월 6일 면담했다. 정 총리가 신남방정책 기조 아래 미얀

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

마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자, 헨리 반 티오 부통령은 적극 동

국의 성공적인 방역 경험을 공유했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방역물품 지원에 사의

의하면서 양 정상 간 합의된 경제 분야의 성과 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

를 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에 양국이 함께하자는 의지를

고 했다.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인력의 이동보장 필요성에 공
감했으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3) 장관급 외교

Partnership Agreement) 조기 발효 등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 베트남 공식 방문
(4) 말레이시아 총리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19일 무히딘 빈 모하마드 야씬(Tan Sri Muhyiddin
bin Mohd.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과 다자무대에서의 협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9월 17~18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팜빙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주요 양자·다자 현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양 장관은 기업인 등 예외입국, 방역물품 지원 등을 통해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

리더십 하에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히딘 빈 모하마

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협력은 물론이고 포스트 코로나

드 야씬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양자 현안을 논

19 시대의 경제협력까지 양국 파트너십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와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 총리급 외교

(2) 베트남 장관 통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팜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2차례 통화(2.28, 7.23)하

(1) 캄보디아 총리 면담

고, 한국과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월드 서밋 2020 참석차 방한한 훈센 총리와 2020년 2월 4일 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를 가능한 한 조속

찬을 하며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와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총리

히 재개하고,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기업인 등 필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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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향후 보건 분야에서의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역할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
다. 팜빙밍 부총리는 이에 공감하면서 특히 메콩 관련 어업·에너지·수자원 관리 분야
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5) 한·미얀마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미얀마 수교 45주년을 맞아 2020년 5월 15일 쪼틴(Kyaw
Tin)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과 통화했다.
양 장관은 1975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한·미얀마 간 협력 관계가 크게 증진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쪼틴 장관은 우리 정부 및 민간 기업이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준 데 대해 사

강경화 외교장관은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 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의를 표했으며, 강 장관은 미얀마 측과 방역협력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4차례 통화(3.3, 3.28, 8.12, 9.24)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했다.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방역 경험 공

(6) 한·브루나이 외교장관 통화

유 및 방역물품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7월 29일 에리완 유소프(Erywan Yusof) 브루나이 제2

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입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아세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이 사실상 중단됐던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 장관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경제, 국방·방산, 국제기구 등에
서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에리완 유소프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세안 각국을
지원하고, 아세안 주도의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도 100만 달러를 기여하는 등
역내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은
향후 역내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여와 연대, 그리고 공조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

(4) 한·태국 외교장관 통화

다는 뜻을 표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3월 5일 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외

강 장관은 브루나이가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한·아세안 간 소통과 협력을

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관련 우리 정부의 방역 노력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에리완 유소프 장관은 2021년 아세

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안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다양한 역내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뛰어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돈 쁘라맛위나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우수
한 방역 역량을 바탕으로 조만간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7) 한·싱가포르 외교장관 통화

밝히고, 다수의 태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한국 내 태국인 보호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9월 2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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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
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 허가서를 소지해 출국하고, 싱가포르 도착 후

스탠리 로(Stanley Loh)
싱가포르 외교부 제2차관,
응 텍 힌(Ng Teck Hean)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보

•싱가포르 방문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
역내 신속통로 연계 및 확대 필요성,
P4G 정상회의 등 논의

2020.
9.28~9.29,
인도네시아

김건
외교부
차관보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데스라 퍼르차야(Desra Percaya)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 총국장,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

•인도네시아 방문
- 한·인도네시아 및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2020.10.15,
서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 개최
- 한·아세안 협력 방안, 신남방정책
고도화 방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대비 동향 등에 대한 의견 교환

2020.11.4,
서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면담
- 고위급 대면 교류 재개 및 정무·경제·
국방·방산 등 실질협력 방안 모색

2020.11.23,
서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 개최
- 신남방정책플러스 구상에 대한 의견
교환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19 PCR 검사에서도 음성임이 확인될 경우 격리조치 없이 기
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4) 기타 고위급 교류
우리 정부는 정상 및 장관급 회담 이외에도 다양한 고위급 협의를 개최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일자/장소

면담자

면담 대상

주요 내용

2020.2.5,
서울

김건
외교부
차관보

소 한(Soe Han)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 한·미얀마 양자 관계,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정세 등 논의

2020.11.25~26,
미얀마

김건
외교부
차관보

쪼틴(Kyaw Tin)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
찬 에(Chan Aye)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 면담 및
제2차 한·미얀마 정책협의회 개최
- 양자협력 방안 논의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등에 대한 의견 교환

2020.2.28,
서울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동남아 11개국 주한 대사
(아세안 10개국 및 동티모르)

•동남아 11개국 주한 대사 면담
- 코로나19 대응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
설명 및 협력 당부

2020.11.30,
서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모하맛 아쉬리 무다
(Dato’ Mohd Ashri Bin Muda)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면담
- 신남방정책플러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당부

2020.3.3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무하마드 샤룰 이크람 야콥(Dato' Sri
Muhammad Shahrul Ikram Bin Yaakob)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

•한·말레이시아 외교차관 통화
- 코로나19 대응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
설명 및 협력 당부

2020.12.3~5,
베트남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팜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레호아이쭝(Le Hoai Trung)
베트남 외교부 차관

•베트남 외교부 장관 및 차관 면담
- 한·베트남 간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
및 신남방정책플러스 강화 방안 논의

2020.3.4,
서울

김건
외교부
차관보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대사

•주한 싱가포르대사 면담
- 코로나19 관련 입국금지 조치 철회
요청

2020.4.5~6.16,
화상

김건
외교부
차관보

아세안 10개국 고위관리회의(SOM) 대표

•아세안 10개국 고위관리회의 대표와
양자 화상회의 연쇄 개최
- 코로나19 대응 현황 정보 공유,
한·아세안 협력 방안 및 전망 논의

2020.6.15,
서울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응우옌 부 뚜(Nguyen Vu Tu)
주한 베트남대사

•주한 베트남대사 이임 접견
- 재임 중 노고에 사의 표명, 한·베트남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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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호주 정상 통화

부 주최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굳건히 지속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7일 스

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

양 정상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생산, 투명하고 공정한 백신 공급 등을 위해 함

와 통화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소재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

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에 뉴질랜드의 참여를 요청했다.

은 감염병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각
기 자국 내에서 방역 노력을 지속하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그린 경제로 전환해 지속가능하고 회
한·호주 정상 통화(2020.4.7)

두 나라 간 공조도 강화하는 것이 중요

복력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19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인도적 목적의 방문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3) 한·인도 정상 통화 및 영상 메시지

양국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모리슨 총리도 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2차례 통화(4.9, 10.21)를 통해 특별 전

적 충격 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두 나라가 이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다자협

할 것을 희망했다.

력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양 정상은 2020년 8월 14일 다시 한번 통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경제위기를

모디 총리는 6.25전쟁 70주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60공정야전병원 파견 등 인도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공급 등과

의 기여를 상기하는 한편, 한국 국민들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훌륭한 나라를 이룩해 냈

관련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에 출범 8년 차를 맞은 믹타(MIKTA)의

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

발전 방안과 주요 7개국(G7)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서 이에 대한 인도 정부와 국민들의 기원을 전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10월 3일 개최

호주가 함께 참여한다면 기존의 G7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G7의 지역적 대표성을 제

된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웨비나 축사를 통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양국이 기여

고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다양한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

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했다.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가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4) 한·부탄 정상 통화

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은 로테이 체링(Lotay Tshering) 부탄 총리와 2020년 4월 13일 통

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호주 정부가 계속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했다. 문 대통령은 부탄 측의 진단키트 지원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코
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2)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

보건의료 취약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28일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와

은 앞으로도 부탄이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국제기구 진출 등을 지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제약된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속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조된 뉴질랜드 군수지원함이 뉴질랜드에 무사히 인도되고, 아던 총리가 뉴질랜드 정
104

105

외교지평 확대

하다고 강조했다.

제4장

외교지평 확대

2) 총리 외교

제1절 | 신남방정책 고도화

(3)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외교가 다소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10월 20일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

어려워짐에 따라 강경화 외교장관과 수

랑카 총리와 통화하고 코로나19 방역협력, 경제교류 확대,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 현안

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양 총리는 한국과 스리랑카가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발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은 통화(3.3)

전시켜 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및 화상회의(5.19)를 활용했다. 양 장관
은 사증 효력 및 발급 등 코로나19 관련

3) 장관급 외교

대응에 정부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한·인도 외교장관 화상회의(2020.5.19)

(1)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

나19 관련 양자·다자협력 방안과 향후 양국 관계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5월 19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장관과

환했다.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 및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와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두

(4) 한·몰디브 외교장관 통화

나라 모두 감염병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

강경화 외교장관은 압둘라 샤히드(Abdullah Shahid) 몰디브 외교장관과 3차례 통

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

화(3.2, 4.22, 10.22)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

이하는 한편, 취약 국가 지원과 역내 방역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다. 양 장관은 자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 재개

아울러 양 장관은 2021년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자 및 믹타 등 다자 차
원에서 협력 강화를 다각도로 모색하기로 했다.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3차례 통화가 이루어지는
등 두 나라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국 정부 간 활발한 교류
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2)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4월 16일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부

(5) 한·파키스탄 외교장관 통화

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4월 10일 샤 메흐무드 쿠레시(Shah Mahmood Qureshi)

다. 피터스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총선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을 축하하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

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양국이 방역 분야에서 긴

했다. 강 장관은 파키스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

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국 간 협력과 대처 경험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교류하기로 했다.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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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방글라데시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0월 6일 압둘 모멘(AK Abdul Momen)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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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우리 기업 지원,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활히 활동
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7) 한·스리랑카 외교장관 통화
외교지평 확대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5월 4일 디네쉬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
의했다. 강 장관은 투명성을 원칙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19에 대처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 간 필수 경제적·인적 교류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과 공유

1 신북방정책의 목표 및 추진 현황

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소통·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은 우리

4) 여타 고위급 양자협의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전략이자 대외 경제전략으로, 신남방정책과 함께 우리 협력의 획
기적인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라시아 지역과 정치·경제·안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020년 12월 23일 리바 강굴리 다스(Riva Ganguly Das)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연계성과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한반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차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양국 관계, 코로나19 대응, 국제무대

고, 동북아 평화 기반을 구축하며,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에서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2020년 11월 10일 마크 싱클레어(Mark Sinclair) 뉴질랜드

특히 우리 정부는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정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면

외교부 아주·미주담당 차관보와 제21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화상)를 개최하고 코

에서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5개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갔다. 대면

로나19 대응, 양국 관계(방산, 경제·통상 등),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무역·기후변화 등

외교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중앙아시아 정상들과 활발한 전화협의를 통해 신뢰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관계를 굳건히 했다.

또한 김건 차관보는 2020년 11월 11일 저스틴 헤이허스트(Justin Hayhurst) 호주 외

실질협력 차원에서는 코로나19를 포함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조선·에너지·인프

교부 인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제7차 한·호주 전략대화(화상)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라 등 기존 중점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혁신·의료보건·환경 등 분야까지 협력 확

대응 및 인적 교류, 실질협력(수소에너지, 국방·방산, 인프라 등),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대를 추진했다. 또한 신북방 국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자국민 귀국을 상호 지원하

역내 협의체를 통한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는 한편, 방역 경험 및 물자 등을 공유하며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협력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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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아 분과위원회를 화상 개최해 인적 교류와 실질협력 및 투자 증진 방안에 대해 폭

이밖에도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11.25, 서울)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

넓게 논의했다. 특히 분과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러시아 극동개발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지속 확보하는 한편,

공사 간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업이행 약정’을 체결해 우리

향후에는 포럼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중앙아시아 다

기업의 러시아 극동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은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

자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불어 보건·의료, 농업·어업, 교통·물류·에너지, 혁신, 북극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가시적
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지평 확대

2 러시아와의 극동 개발 실질협력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3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포괄적 협력 증진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상 및 총리 간 통화, 대통령 특사 러시아 방문 등
대면·비대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며, 그간 5차례의

1) 한·중앙아시아 5개국 간 양자협력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간 통화(9.28)

(1) 우즈베키스탄

및 정세균 국무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 간 통화(6.3)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를 계기로 조선, 산업단지, 서비스·투자 FTA 등 ‘9개 다리’ 중점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한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차례 정상

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통화와 외교장관회담 등 대면·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러시아 부총리는 2020년 10월

문 대통령은 샵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화상회담에서 주요 경제협력사업의 진전 상황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

2020년 4월 13일, 10월 6일 2차례 통화하고, 2019년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후속 조

의하고, 유망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갱신된 ‘9개 다리 행동계획 2.0’에 서명했다. 이로

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공조 강화, 교역·투자, 보건·의료, 에너지·인

써 기존의 협력 체계(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교

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10월 6일 통화에서는 무역협정 체결을

육, 보건의료, 환경 분야)를 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해, 농림·수산, 보건, 투

위한 협상을 본격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자, 혁신 플랫폼, 문화·관광 분야로 개편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신북방 협력

강경화 외교장관은 3월 21일 압둘라지즈 카밀로프(Abdulaziz Kamilov) 우즈베

을 가속화할 기반을 강화했다. 우리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고위급 간 활발

키스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현안 및 코로나19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

한 교류를 통해 구축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6조 원 규모의 LNG 쇄빙선·환적 설비

다. 또한 7월 6일 경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Sardor

수주, 서비스·투자 FTA 3~5차 협상 개최 등의 성과를 거뒀다.

Umurzako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관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아울러 양국은 제29차 어업위원회(2.17~19), 제4차 북극협의회(11.19, 모스크바) 등

대해 논의했다. 우무르자코프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3월 이후 방한한 최

각 분야별 협의체를 가동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12월에는 제14차 한·러 극동시

초의 고위급 인사였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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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만나 협력 성과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후속 조치 이행과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양국은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구축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원회 수석대표 간

하고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국내 절차 완료, 우즈베키스탄

화상회의(6.24), 제4차 정책협의회(10.29), 제8차 경제공동위원회(11.23) 등이 개최됐다.

부하라 정유공장 기본 설계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임시
항공편을 수차례 운항해 재외국민의 귀국을 상호 지원하고, 방역 경험과 방역물품을

(4) 키르기스스탄

적극 공유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9월 26일 칭기즈 아이다르베코프(Chingiz Aidarbekov)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

동위원회 워킹그룹회의(7.6), 경제부총리회의(7.7), 제14차 정책협의회(11.5), 제10차 무

견을 교환했다. 아이다르베코프 장관은 한국 정부가 키르기스스탄의 코로나19 극복을

역경제공동위원회(11.6)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 채널을 가동해 소통을 이어

위해 인도적 지원, 선거역량 강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 점에 각별한 사의를 표

나갔다.

명했다.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임시항공편을 편성해 재외국민의 귀국을 상호 지원했

(2) 카자흐스탄

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2020년 12월 무상원조기본협정 보충약정에 서명해 향후 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2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통화하고, 2019년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후속 조치
이행 등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에서

(5) 타지키스탄

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6월 2일 시로지딘 무흐리딘(Sirojiddin Muhriddin) 타

우리 정부는 진단키트 수출 및 방역

지키스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물품 인도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무흐리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타지키스탄에 대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

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양자뿐 아

으며,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니라 한·중앙아 협력포럼 등 다자 차원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알마티 시(市)정부의 지원 하에 한국형

아울러 2020년 11월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한 무흐리딘 장관은

코로나19 신속 검사 시스템인 자동차

한·타지키스탄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 및 한·타지키스탄 외교관 교육훈련 분야 협력

이동형 선별 진료소를 설치(5.11)하기도

한·카자흐스탄 정상 통화(2020.10.22)

강화를 위한 MOU에 서명했다.

했다.

2) 중앙아시아 공공·국민외교 강화
(3) 투르크메니스탄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28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사업인 ‘유라시아 청년아카데미’가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통화하고, 2019년 문 대통령의 국빈 방

국 주관으로 개최돼,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언어 및 지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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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20년 6월 26일 안드레이 답큐나스(Andrei
Dapkiunas) 벨라루스 외교차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과 신북방 협력 강
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정례 협의체 등을 통해 경제·통상뿐 아니라 국제무대 협력 분야에서 호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4 여타 신북방 대상국과의 협력 증진

5) 아제르바이잔
1) 우크라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위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호혜적 협력 강화, 개발협력 지속, 보건·의료 및 정보통신기
술(ICT) 분야 등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다변화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은 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1992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온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 조지아

6) 아르메니아
2020년 2월 아르센 토로샨(Arsen Torosyan) 아르메니아 보건부 장관이 방한해 보
건의료 재정관리 등 우리나라의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2020년 12월 우리 건강보험심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21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

사평가원과 아르메니아 보건부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지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3) 몰도바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4월 7일 올렉 툴레아(Oleg Tulea) 몰도바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험 공유 및 향후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4)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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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한·EU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화상 정상회담은 2019년 말 출범
한 EU 신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19 국면 이후 2020년 최초로 개
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 양측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
색하고, 글로벌 협력 동반자로서 코로
나19 등 전 지구적 위기, 기후변화, 다자
한·EU 화상 정상회담(2020.6.30)
외교지평 확대

무역주의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2) 한·터키 정상 통화
1 정상외교
문재인 대통령은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ǧan) 터키 대통령과

1) 한·EU 화상 정상회담

2020년 3월 6일과 6월 23일 2차례 통화했다. 3월 6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로 터키 답방 일정을 연기한 것에 양해를 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 등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0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인력 교류를 위해 터키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 완화 및 항공편 재개를 요청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교

개최하고, 한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

류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6월 23일 개최된 두 번째 정상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두 나라 사이에 인프라 등 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질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양국 기업으로 구성된

표명했으며,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

컨소시엄이 건설 중인 터키 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낙

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칼레 대교가 양국 간 협력의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터

양측 정상은 한국과 EU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참여 기본협정)을

키가 그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고, 에르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왔음을 환영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

도안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

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

했다.

력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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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
가 필요하며, 우리의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문재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2020년
3월 13일과 12월 3일 2차례 통화했다. 3월 13일 정상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은 양국 간 필수 인적·경제적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산체스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나라와 코로나19 위기관리 경험 공유 및 G20 차원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문

이어 문 대통령은 6월 4일 펠리페 6세(Felipe VI) 스페인 국왕과 통화했다. 펠리페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쌓은 경험 및 임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의지가 있

6세 국왕은 문 대통령이 질병 퇴치를 위해 보여준 국제연대의 리더십에 존경을 표하고,

다고 전하고 양자협력과 더불어 G20 차원의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양국의 보건의료 및 기업 간 투자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3일 개최된 두 번째 정상 통화에서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서도 지속 공조해 나가

외교지평 확대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

6) 한·리투아니아 정상 통화

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및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수립 의
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3월 27일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
니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우

4) 한·스웨덴 정상 통화

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의료물품 구입에 관심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 한국산 진단키트 및 의료물품 수출과 관련해 협력해 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3월 20일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스웨덴 총리와 통
화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국제사회의 협력 및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가자고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
리의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 백신·치료제 개발, 세계 경제 회복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양국이 함께 기여해 나가

양국 정상은 1991년 수교 이래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가 지속해 증진되고 있음

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경제인 간의 필수적 교류가 필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21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한층 확

요하다고 언급했다. 뢰벤 총리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 진단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대되기를 희망했다.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축적된 경험 및 임상 데이터 공유
는 스웨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

5) 한·스페인 정상 통화

7) 한·불가리아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3월 31일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불가리아 총
리와 통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3월 24일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와

문 대통령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수교일(3.23)에 양국 대통령 간 축하 서한을

통화했다. 산체스 총리는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축하하며 그 경험을

교환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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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현지 공장 건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제인의 폴란드 입국에 대해

보리소프 총리는 한국의 방역 체계가 모범 사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

두다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의 폴란

서, 불가리아는 코로나19 검사 수요 증가로 진단키트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드 입국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히고, 폴란드와 한국 기업 간 협력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불가리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 30년 동안 한·불가리아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것처럼 코로

한편 두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나라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구매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8) 한·덴마크 정상 통화

10) 한·에스토니아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2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
리와 통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8일 케르스티 칼률라이드(Kersti Kaljulaid) 에스토니
아 대통령과 통화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

예의주시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장비로 대규모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

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를

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험이 에스토니아의 대응에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2021년으로 연기하게 된 점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국이 제2차

했다.

P4G 정상회의를 연기해서라도 개최하기로 한 결정은 문 대통령의 ‘녹색 리더십’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
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안보

프레데릭센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고 우

리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니아와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리의 진단키트와 의료기기 구입에도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적극 검

상황 이후에도 바이오의약 분야와 디지털 경제 강국인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토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했다.

국가 간 교역이 계속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1) 한·핀란드 정상 통화
9) 한·폴란드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22일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ö) 핀란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7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통
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 통화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며 우리의 대응 경험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많은

문 대통령은 폴란드 측이 2019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를 고려해 우리

인원을 진단 검사해 확진자를 격리 조치한 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의 자

기업의 필수 인력이 폴란드에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 우리 대응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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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서 필수 기업인 등 인적 교류를 허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핀란드의 코로나19 검체 샘플을 우리 임상연구소에서 진단 검사하는
것이 방역협력의 좋은 사례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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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아일랜드가 한반도에 파병한 것과, 전쟁 이후에
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에 버라드커 총리는 아일랜드 평화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이 한
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양국 간 항공 노선 재개 등 인적·경제적 교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14) 한·벨기에 정상 통화
12) 한·오스트리아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15일 벨기에 국왕과 통화했다. 벨기에 국왕은 한국의
방역 및 대응을 세계적 성공 사례로 평가하며, 우리의 진단키트 수출, 6.25전쟁 참전

아 총리와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쿠르츠 총리는 한국을 코

용사 대상 마스크 지급 등 협력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벨기에 측의 적극적인

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평가하고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경험의 공유를 요청했다.

협조와 지원으로 말리에 고립돼 있던 우리 국민들이 4월 중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

문 대통령은 한국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으나 집중적인 검사와 추적 등을

던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방역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양국 경제인 등의 필수 교류가 지

또한 쿠르츠 총리는 2차 대유행 방지를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속될 수 있도록 국왕의 관심을 요청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대응에 국제연대와 협력

문 대통령은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일

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2021년에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양국이 조속

정 수치 이하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교류가 재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연대를 통한 예방 노력도 긴요하다고 했다.

15) 한·스위스 정상 통화
13) 한·아일랜드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6월 26일 시모네타 좀마루가(Simonetta Sommaruga)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4일 리오 버라드커(Leo Varadkar) 아일랜드 총리와 통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한반도 정세, 양국 관계 등에 관해 협

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관계 등을 논의했다. 버라드커 총리는 한국의 코로나19

의했다. 좀마루가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확진자를 감소시킨 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확진자 동선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월 말에서 3월 초 한국이

개발했다며 양국이 민주성 원칙에 기반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내 신규 감염 증가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스위스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유전

접근법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여타 유럽국가와 달리 강제

자 추출 자동화 시약을 적시에 공급해 한국 내 코로나19 초동 대응에 큰 도움을 준 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을 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대해 사의를 표했다.

3원칙과 일맥상통한다며, 양국이 비슷한 정신과 철학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쁘다
고 했다.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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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마루가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남북 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스위스는 남북

환했다. 문 대통령은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

대화를 지원할 의지가 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장에 대한 룩셈부르크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

대통령은 스위스 정부가 중립국 감독위원회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해 왔

명하면서 코로나19 극복,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공평한 배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으며, 북한 취약계층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텔 총리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룩셈부르크가 글

한편 좀마루가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이

로벌 무역·금융 중심지가 되고 있다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끌어내면서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했다.

18) 한·이탈리아 정상 통화
16) 한·독일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1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통
화하고 WTO 사무총장 선거, 코로나19 대응, 독일 통일 30주년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논의했다.

와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
고, 콘테 총리는 한국 측 후보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

문 대통령은 10월 3일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와

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며, 특히 치료제·백신 개발과 공평한 배급을

통일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했다. 메르켈

위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콘테 총리는 그간 한국 정부가 보여준

총리는 독일 통일 30주년에 뜻깊은 감회를 갖고 있고, 통일에 대한 한국의 꿈을 잘 알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 있다고 전했다.

콘테 총리는 이탈리아가 2021년 G20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의장국

문 대통령은 그간 독일 정부가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 아래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을

수임을 위한 한국 측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의

보인 것에 경의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면서 콘테 총리의 지도력 아래 G20 체제가 국제 연대와 협력을

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대응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방식에 큰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양국 정상은 백신·치료제 개발, 국제백신연구소
(IVI) 참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간 필수 입국 보장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19) 한·덴마크 정상 통화

두 정상은 WTO 사무총장 선출 선거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WTO를 기반으로 한 다
자무역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1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통화하고,
WTO 사무총장 선거 및 P4G 정상회의에 대해 논의했다.

17) 한·룩셈부르크 정상 통화

문 대통령은 WTO 사무총장 선거 관련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프레데릭
센 총리는 우리 후보의 선전을 기원했다. 또한 2021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0일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
와 통화하고 WTO 사무총장 선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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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제1차 P4G 개최국이자 환경 분야 모범국인 덴마크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국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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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창립회원국이자 녹색성장 선도국인 노르
웨이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으며, 양국이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 등 글로벌 현안에 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1월 10일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와 통화

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했다. 존슨 총리는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 초청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에 문 대
통령은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영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대

(2) 한·리투아니아 외교장관회담

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인 영국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2월 14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리나스 린케비추스

대응을 선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2021년 제2차 P4G 정상회의에 존슨 총리가

(Linas Linkevičius) 리투아니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고위인사 교류, 실질협력, 국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정상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

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강화 등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환영하는 한편 교역·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이어서 사이버안보, 국방·방산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리투아니아가 강점을 지닌 생명과학, 정보
기술(IT) 분야 협력 및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 장관급 외교

(3) 한·핀란드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2월 14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페카 하비스토(Pekka

1)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

Haavisto) 핀란드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국제 현안 대응에서의 협력 강화 및 실
질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제56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핀
란드, 덴마크, 스페인 외교장관 및 독일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었다.

양국 장관은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 방문 이후 후속 조치가 원만
히 이행되면서 혁신 및 스타트업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높
이 평가하고, 기후변화 및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 현안 대응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

(1) 한·노르웨이 외교장관회담

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2월 14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이네 에릭센 쇠레이

특히 두 장관은 2020년 부산-헬싱키 직항편 취항, 헬싱키 내 ‘코리아 스타트업 센

데(Ine Eriksen Søreide)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양 장관은 2019년 문

터’ 설치 추진 등의 성과를 환영했다. 또한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2020년 6월 P4G 정

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해 양국의 전통적

상회의 개최 예정임을 소개하고 핀란드 측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녹색성장, 기후변화,

우호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됐음을 긍정 평가하고, 향후 한·노르웨이 정상

북극 협력 선도국인 핀란드와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방산·북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강 장관은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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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덴마크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예페 코포드(Je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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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od) 덴마크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었다. 두 장관은 2019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강 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돼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의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크람

고, P4G의 주창국이자 제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인 덴마크와 제2차 P4G 정상회의

프-카렌바우어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재확

개최국인 한국이 기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했다.

강 장관은 양국 간 신규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 채택을 계기로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2020년 GGGI 창립 10

2) 제2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계기 한·독일 외교장관회담

주년을 맞아 P4G 정상회의와 연계해 기념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히고 GGGI 창립회
원국인 덴마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고,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를 통해서도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월 25일 베를린에서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코로나19
대응, P4G 정상회의,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
로 격상시켜 범정부적 대응 체제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5) 한·스페인 외교장관회담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 장관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이와 관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아란차 곤살레스 라

련해 우리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야(Arancha González Laya) 스페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두 장관은 2019년 스

강 장관은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P4G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 분

페인 국왕 방한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양국 간 실질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마스 장관

환영하고, 이러한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는 한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원만한 이행을

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P4G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했다.

강 장관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2019년 유

강 장관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마스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스페인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으며, 곤살레스

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고, 독일은 앞으로도 우리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P4G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

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하겠다고 전했다.

3)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6) 독일 국방장관 면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안네그레트 크람프-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2월 26일 매슈 행콕(Matthew Hancock) 영국 복지부

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독일 국방장관과 면담했다. 양측은 두 나

장관을 면담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범정부적이

라가 그동안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특히 양국 간

고 투명한 대응 체제를 구축했음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국 정부가 긴밀히

체결된 국방 분야 주요 협정을 기반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 중인 것을 환영했다.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행콕 장관은 선진 의료 및 방역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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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갖춘 우리 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4) 한·헝가리 외교장관회담

5) 제2차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8월 10일 베를린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과 제
2차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열고 양국 관계, 코로나19 대응 협력, 한반도 정세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7월 27일 한국을 방문한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이후 실질협력 증진 및 2019
년의 헝가리 선박 침몰사고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 기업인을 포함한 필수 인력

15일부로 한국발 헝가리 입국을 제한 없이 허용한 점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핵심 우방국으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밀히 협력 중인 것을
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보급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업인·유학생·인도적 방문 등 필수 인력의 교류
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마스 장관은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 강화 필요성을

양 장관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에 만족을 표하고,

강조하고, 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씨야르

파트너라고 했다. 아울러 마스 장관은 2020년 가을 G7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우 한국

토 장관은 2019년에 한국이 헝가리 내 최대 투자국이 됐으며, 헝가리 정부는 한국 기

이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 장관은 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

씨야르토 장관은 헝가리 측이 헝가리 선박사고 추모 조형물 제막식을 추진 중이며,

청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

제막식에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

다. 마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하며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하고, 철저한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한·비세그라드 그룹(V4: Visegrad Group, 폴란드·헝가리·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 협력과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
을 교환했다.

한·헝가리 외교장관회담(2020.7.2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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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핀란드 외교장관 화상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9월 29일 방한한 도미닉 라브(Dominic Raab) 영국 외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0월 19일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장관과 화상회담

교장관과 제5차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및 WTO 사무총장 선출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두 장관은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해 온 점을

가기로 했다. 특히 라브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는 대아시아 외교를 매우 중요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WTO 사무

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경제, 보건, 과학기술, 5G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총장 선거에서 핀란드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하비스토 장관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두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그간 양

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이 정보 공유,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귀국, 백신·치료제 개발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및 재건에 양국 모두 적극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아프간 공여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그간 양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지속해 오
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기후변화, 개발, 사이버안보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협력을

9) 한·덴마크 외교장관 화상회담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강 장관은 2021년에 양국이 P4G 정상회의와 유엔기
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각각 개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0월 20일 예페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화상회담을

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P4G 정상회의가 COP26를 위한 디딤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제2차 P4G 정상회의, WTO 사무총장 선출 등 상호 관심사

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국 측의 관심 및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2019년 한·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국민 간 우의가 증진됐으

7)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 화상회담

며, 2021년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녹색성장동맹’ 10주년인 만큼 양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0월 19일 안제 로가르(Anže Logar) 슬로베니아 외교장
관과 화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WTO 사무총장 선출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유럽의 물류 거점인 슬로베니아 코페르(Koper)항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속에서도 고
위인사 교류 및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로 했다.
강 장관은 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

강 장관은 양국이 녹색성장동맹을 기반으로 환경 분야 협력을 특별히 강화해 온 점
을 언급하고, 2021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덴마크 측의 관심과 지원
을 요청했다. 이에 코포드 장관은 덴마크가 제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인 만큼 제2차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한 강 장관은 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
장에 대한 덴마크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코포드 장관은 유 본부장의 역량을 높이 평가
했다.

한 슬로베니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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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호·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
해 나가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2월 28일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라브 장관은

12)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통화

한국의 투명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2020년이 기후변화 대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3월 23일 스테프 블록(Stef Blok)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응에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며 COP26 및 P4G 정상회의 등에 긴밀히 협력해 나

통화했다. 블록 장관은 한국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가기로 했다.

하고, 네덜란드 내 코로나19 확산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경험 공유
와 방호용품 지원 등을 요청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 간 필수 인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간 직항 유지 및 관련 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적 교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덜란드의 협조를 요청했고, 양국이 국제사회와

라브 장관은 영국 내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산 진단키트 구매 확대를

함께 코로나19의 도전을 극복하고 인적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강조했다.

뒤이어 6월 10일 개최된 외교장관 통화에서 강 장관은 영국 측이 해외 입국자에 대
한 방역 조치 도입을 사전에 우리 측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준 것에 대해 사의

13) 한·핀란드 외교장관 통화

를 표했다. 또한 영국이 개최한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목표 이상의 백신 개발기금
을 확보한 데 대해 축하를 전했다. 이에 라브 장관은 이 회의에 강 장관이 참여해 기여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4월 8일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입장을 밝혀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간 보건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두

강 장관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설명했으며, 하비스토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

장관은 브렉시트 전환기 내에 한·영국 FTA 발효 및 항공협정 개정 관련 절차를 마무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과 양국이 방역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리해 양국 간 경제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높이 평가했다. 두 장관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로 했으며, 특히 강 장관은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자고 했다.

11) 한·노르웨이 외교장관 통화
14) 한·EU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3월 13일 이네 에릭센 쇠레이데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쇠레이데 장관은 한국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했으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4월 16일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며, 노르웨이 측의 입국 제한 조치가 유럽 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고위대표와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협의했다. 강 장관은 신규 확진자 수가

조치임을 설명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감소하는 등 호전되고 있는 한국 내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보렐 고위대

했다. 강 장관은 한국이 수준 높은 진단 역량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인 방역관리

표는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공유하면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산세

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가 둔화된 일부 국가에서 봉쇄 조치 완화 움직임이 있으나 여전히 국민의 건강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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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그리스 수출 등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
는 점을 환영했고, 2021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강화될

15) 한·에스토니아 외교장관 통화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강 장관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5대 참전국인 그리스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4월 24일 우르마스 레인살루(Urmas Reinsalu) 에스토
니아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레인살루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방산 분야 협

를 잊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덴디아스 장관은 참전용사 대상 마스크 지원에 사의
를 표했다.

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강 장관은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국

18) 한·헝가리 외교장관 통화

방역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이 디지털 강국으로서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헝가리 선박 침몰사고 1주기 즈음인 2020년 6월 8일 페테르 씨
야르토 헝가리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16) 한·체코 외교장관 통화

강 장관은 선박사고 1주기 추모행사가 부다페스트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된 것을 의
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씨야르토 장관은 재차 애도를 표하고 추모행사 개최 및 사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5월 4일 토마스 페트리첵(Tomáš Petříček) 체코 외교
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페트리첵 장관은 한국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측이 진단

고 책임 규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헝가리 측이 우리 국민 귀국을 지원하고 기업인
의 예외적 입국을 전면 허용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밖에 두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가 조속히 종식돼 양국 간 교류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키트 수출 및 경험을 공유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강 장관은 양국 간 재외국민 귀
국 지원과 우리 기업인의 체코 입국 등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19) 루마니아 재외공관장 화상회의 참석 및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통화

높이 평가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2차 유행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 관련 국제협력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9월 8일 보그단 루치안 아우레스쿠(Bogdan Lucian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

Aur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루마니아 재외공관장 화상회의 특별세션에

기로 했다.

연사로 참석했다. 아우레스쿠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과 방법에
큰 영감을 받아 강 장관을 초청했다고 밝히면서, 아시아 국가의 외교장관이 루마니아

17) 한·그리스 외교장관 통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하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5월 8일 니코스 덴디아스(Nikos Dendias) 그리스 외교
136

는 외교환경 진단 및 외교적 대응 방안에 대해 연설했다. 강 장관은 특히 지난 수십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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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국제평화와 번영의 근간이 됐던 다자주의의 위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극명히 나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

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했다. 양국 장관은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아울러 강 장관은 회의 시작 전 아우레스쿠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수교 30주

높이 평가하고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년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라우 장관은 한국은 폴란드의 주요 경제·교역 파트너라며 양자협력이 사이버안보,

방안, 코로나19 대응 협력, 실질협력, 국

수자원 관리, 보건 등의 분야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강 장관은 라우 장관의 제안에

제무대 협력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공감을 표하고 폴란드 내 우리 기업 활동과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나눴다. 두 장관은 양국이 수교 이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라우 장관의 관심을 당부했다.

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 온 점을

또한 강 장관은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라
우 장관은 한국 측 후보의 자질을 높이 평가했다.

외교지평 확대

환영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진단
키트를 비롯한 방역물품 관련 협력이 이
루어지는 등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루마니아 재외공관장 화상회의 특별세션(2020.9.8)

22) 한·스웨덴 외교장관 통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0월 21일 안 린데(Ann Linde) 스웨덴 외교장관과 통

20) 한·오스트리아 외교장관 통화

화했다. 강 장관은 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에 대해 스웨덴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린데 장관은 유 본부장의 전문성과 탁월한 역량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0월 20일 알렉산더 샬렌베르크(Alexander Schallenberg)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WTO 사무총장 선출,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관
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4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
는 등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코로나

을 평가했다.
양국 장관은 2019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고위급 인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19 재확산 추세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샬렌베르
크 장관은 한국 측 후보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21) 한·폴란드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0월 20일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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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한국이 축적한 경험을 페루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바탕으로 한·페루 우호협력 관계를 보건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 한·온두라스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6월 12일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알바라도(Juan
Orlando Hernández Alvarado) 온두라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코로나19 이후 양자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지평 확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
리 국민의 무사 귀국을 위해 협조해 준
온두라스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현지
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

1 중남미 지역 외교

전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에

1) 정상 외교

르난데스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전자
정부, 교통, 농업, 교육 등 분야에서 협

(1) 한·콜롬비아 정상 통화

한·온두라스 정상 통화(2020.6.12)

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2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Iván Duque Márquez) 콜
롬비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방역 경험 공유,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

(4) 한·아르헨티나 정상 통화

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콜롬비아 FTA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3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

ICT·과학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헨티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

(2) 한·페루 정상 통화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6일 마르틴 비스카라 코르네호(Martín Vizcarra

기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데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방역 및

Cornejo) 페루 대통령과 통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

치료 경험 등을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공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견을 교환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처

비스카라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체계와 대응 방식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대응 경험 공유 및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
140

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과학·의료 분야를 비롯해 더욱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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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친서를 전달하고 호혜적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5) 한·브라질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2)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특사 파견

대통령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교역, 인프라,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다

박명광 대통령 특사는 2020년 2월 29일~3월 2일 우루과이를 방문해 루이스 라카

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2019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예(Luis Lacalle) 우루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3.1)에 참석했다. 박 특사는 양국 간 우

평가하고 새로운 60년을 맞아 교역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한·메르코수르

호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

(MERCOSUR) 무역협정의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고 우루과이 신정부 출범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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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칠레 정상 통화

3) 총리급 외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2일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
통령과 통화하고 코로나19 공조, 한·칠레 FTA 개선 협상,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1) 국무총리, 콜롬비아 부통령 통화

대해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6월 11일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Marta Lucía Ramírez)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

콜롬비아 부통령과 통화하고 코로나19 관련 경험 공유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으며, 피녜라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가 자국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언급

교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중요성

했다. 양 정상은 한·칠레 FTA 개선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과
학기술·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 특사 외교
(2) 국무총리, 콜롬비아 대통령 통화
2020년에는 과테말라(1월), 우루과이(3월), 수리남(7월), 도미니카공화국(8월), 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10월 19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통화

이아나(8월), 볼리비아(11월) 등 6개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했다. 우리 정부는 과테말라

하고 WTO 사무총장 선출, 통상투자 협력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관해 논의했다. 특

와 우루과이의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중남미 국가들과 공고한 우호

히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콜롬비아 FTA 활용 강화, 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환경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등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1)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특사 파견

(3) 국무총리, 과테말라 부통령 통화

신기남 대통령 특사는 2020년 1월 11~16일 과테말라를 방문해 알레한드로 쟈마테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10월 20일 세사르 기예르모 카스티요 레예스(César

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1.14)에 참석했다. 신 특사는

Guillermo Castillo Reyes) 과테말라 부통령과 통화하고,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

취임식에 앞서 쟈마테이 대통령을 별도 예방(1.14)해 양국 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발

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과테말라와의 보건·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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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력, 과테말라 독립 200주년(2021년) 및 양국 수교 60주년(2022년)을 맞아 문화

(3) 한·코스타리카 외교장관 통화

교류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4월 1일 로돌포 솔라노(Rodolfo Solano) 코스타리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

4) 장관급 외교

해 의견을 교환했다.
솔라노 장관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이 역내 회원국을 위해 한국산 진단키트 구매를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우

페루, 자메이카 등 8개국 외교장관과 9차례 통화하고 양국 관계 증진, 국제무대 협력

수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갖춘 한국의 경험 공유와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했다. 강 장

강화,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강 장관은 한·중남미 미래협

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따라 코스타리카에 대한 지원 방안

력 포럼(11.23~24)에 참석차 방한한 루이스 가예고스(Luis Gallegos) 에콰도르 외교장

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을 만나 면담했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공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1) 한·엘살바도르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3월 3일 후아나 알렉산드라 힐 티노코(Juana Alexandra
Hill Tinoco) 엘살바도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관련 엘살바도르 정부의 우
리 국민 대상 입국 금지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장관은 특히 우리

(4) 한·에콰도르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4월 17일 호세 발렌시아(José Valencia) 에콰도르 외교
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 및 기업의 출입국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국

발렌시아 장관은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금지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에 힐 장관은

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진단키트 구입 등 의료 분야에서 양국 간

한국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협의해 나가겠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다고 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
임을 강조하고, 에콰도르 측이 희망하는 진단키트 구입 등 의료물품 지원도 적극 검토

(2) 한·멕시코 외교장관 통화

하겠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3월 7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양국 간 교류·협력이 불필요하게 제한

(5) 한·과테말라 외교장관 통화

되지 않도록 멕시코 측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요청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4월 22일 페드로 브롤로 빌라(Pedro Brolo Vila) 과테

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하고, 멕시코는 WHO 권고 기준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과 코로나19 협력을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144

말라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
특히 강 장관은 과테말라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준 데
감사를 표명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7,000여 명의 우리 동포와 기업인에 대한 각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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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브롤로 외교장관은 한국의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적극 희망했고, 강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방역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9) 한·자메이카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0월 17일 카미나 존슨 스미스(Kamina Johnson
Smith) 자메이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9월 16일 클라우디아 블룸 카푸로 데 바르베리(Claudia

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존슨 스미스 장관은 WTO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

Blum Capurro de Barberi) 콜롬비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WTO 사무총장 선출, 코

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한 코

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실질협력 강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요구되고

양 장관은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콜롬

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뉴노멀에 적응해 가면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

비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청정성장 정책 간 유사점에 주목하고 보건의료, ICT 및 과학

가자고 했다.

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0) 한·에콰도르 외교장관 면담
(7) 한·에콰도르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1월 25일 2020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9월 24일 루이스 가예고스(Luis Gallegos) 에콰도르 외

한 루이스 가예고스 에콰도르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방역·보건협력,

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국 간 협력, WTO 사무총장 선출 등에 대해

사회기반시설 건설협력, 개발협력, 문화교류 확대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강 장관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강 장관은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과 K-방역 경험 공유가 에콰도르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

면서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가

기를 희망했다. 가예고스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인도적 지원, 웨비나 개

예고스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려는 한국

최 등 K-방역 경험 공유, 다양한 개발협력사업 제공 등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

우리 해양경찰청이 양도한 퇴역함정 2척이 갈라파고스 지역의 해양생태계 보호 등에

다고 했다.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8) 한·페루 외교장관 통화

5) 양자협의회 등 고위급 교류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9월 29일 마리오 로페스 차바리(Mario López Chávarri)
페루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

우리 정부는 2020년 에콰도르,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

다. 또한 강 장관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따라 양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히

스 등과 각급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

협력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페루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을 교환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했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로페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방역 경험
공유 및 인도적 물품 제공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해 제반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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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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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대상

2020.11.25,
서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아드리아나 볼라뇨스
(Adriana Bolaños)
코스타리카 외교차관

•한·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면담
- 코로나19 공조, 우리 기업의
그린뉴딜 인프라 사업 참여 등
양자 현안 논의

협의 내용

조영준
외교부
중남미국장

라우라 도노소(Laura Donoso)
에콰도르 외교부 아태차관보

•제7차 한·에콰도르 공동위원회
- 양국 관계 평가,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 논의

2020.1.22,
파나마시티

조영준
외교부
중남미국장

호세 울리세스 레스퀴르
(José Ulises Lescure)
파나마 외교부 대외정책실장

•제2차 한·파나마 정책협의회
- 양국 관계 평가,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 논의

2020.12.16,
화상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프란시스코 에체베리
(Francisco Echeverri)
콜롬비아 외교차관

•제3차 한·콜롬비아 차관급
고위정책협의회
- 양국 관계 평가,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 논의

2020.3.20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하이메 안토니오 포마레다
몬테네그로(Jaime Antonio
Pomareda Montenegro)
페루 외교차관

•한·페루 외교차관 통화
- 우리 여행객 귀국 협조 요청,
코로나19 관련 협력 등 논의

2020.12.18,
화상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

디아나 바야다레스
(Diana Valladares)
온두라스 외교부 외교정책실장

•제2차 한·온두라스 정책협의회
- 양국 관계 평가,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 논의

루이스 기예르모 플라타
(Luis Guillermo Plata)
콜롬비아 대통령실 코로나
전략국장

•인천공항 입국 및 검역 시스템
운영 경험 전수를 위한 한·콜롬
비아 화상회의
- 한·콜롬비아 정상 통화 후속
조치로 콜롬비아 정부의
폐쇄된 국제공항 재개 준비를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및 선진
방역 시스템 전수

2020.4.29,
화상

2020.8.26,
서울

김건
외교부
차관보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로드리고 야녜스 베니테스
(Rodrigo Yáñez Benítez)
칠레 외교차관

•한·칠레 외교차관 면담
- 코로나19 대응 협력,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 FTA 개선 협상,
4대 중점 협력 분야 협력 강화,
WTO 사무총장 선거 지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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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
키토

6) 의회 간 교류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의회 간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외교를 통해 중남미 지역과의 의회 간 교류활동이 지속됐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2020년 12월 17일 화상으로
개최하고 믹타 의회 외교활동을 실시했다.
2020년 한·중남미 의회 간 교류 현황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

알프레도 라모스(Alfredo Ramos)
콜롬비아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대양주국장

•한·콜롬비아 외교부 지역국장
화상회의
-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인사
교류 등 양자 현안 협의

일자

내용

2020.10.6,
화상

2020.4.27

문희상 국회의장 명의 아드리아나 무뇨스(Adriana Muñoz) 칠레 상원의장 및
디에고 파울센(Diego Paulsen) 칠레 하원의장 앞 축전

2020.10.19,
서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후안 카이사(Juan Caiza)
주한 콜롬비아대사

•제1차관·주한 콜롬비아대사
면담
- 양자 현안 논의

2020.6.30

블라스 야노(Blas Llano) 파라과이 상원의장 명의 박병석 국회의장 앞 취임 축전

2020.7.6

페드로 알리아나(Pedro Alliana) 파라과이 하원의장 명의 박병석 국회의장 앞 취임 축전

2020.7.7

박병석 국회의장 명의 오스카 살로몬(Oscar Salomon) 파라과이 상원의장 및
페드로 알리아나 파라과이 하원의장 앞 취임 축전

2020.7.31

박병석 국회의장 명의 아르투로 차르(Arturo Char) 콜롬비아 상원의장 및
헤르만 블랑코(Germán Blanco) 콜롬비아 하원의장 앞 축전

2020.8.11

오스카 살로몬 파라과이 상원의장 명의 박병석 국회의장 앞 감사 서한

2020.8.19

아르투로 차르 콜롬비아 상원의장 명의 박병석 국회의장 앞 감사 서한

2020.10.19~21,
멕시코시티

김건
외교부
차관보

훌리안 벤투라(Julian Ventura)
멕시코 외교부 양자차관

•포스트 코로나19 협력 강화를
위한 멕시코 방문
- 멕시코 양자 차관 및 북미 차관
면담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2020.10.30,
서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글로리아 마르가리타 시드 카레
뇨(Gloria Margarita Cid Carreño)
주한 칠레대사

•제1차관·주한 칠레대사 면담
- 한·칠레 실질협력 확대 방안,
칠레 국민투표 결과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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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명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출마 지지 관련 서한(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등 10개국, 15건)

2020.9.3

박병석 국회의장 명의 다비 아우콜룸브리(Davi Alcolumbre) 브라질 상원의장 및
호드리구 마이아(Rodrigo Maia) 브라질 하원의장 앞 국경일 축전

2020.9.9

박병석 국회의장 명의 오스카 에두아르도 라미레스 아길라르(Oscar Eduardo Ram rez Aguilar)
멕시코 상원의장 및 둘세 마리아 사우리 리안초(Dulce Mar a Sauri Riancho) 멕시코 하원의장 앞 축전

2020.9.28

다비 아우콜룸브리 브라질 상원의장 명의 박병석 국회의장 앞 국경일 축하 감사 서한

2020.10.30

박병석 국회의장 명의 마리누스 비(Marinus Bee) 수리남 국회의장 앞 서한(독립기념일)

2020.12.8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비르힐리오 파레데스 트라페로(Virgilio Paredes Trapero)
주한 온두라스대사 면담

2020.12.17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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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FEALAC 내 통상·투자·관광·중소기업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서 제9차 FEALAC 외교장관회의(2019.11.9, 산토도밍고)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논의됐
던 ‘FEALAC 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이 차기 FEALAC 고위관료회의에서 정식으로 채
택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주최로 2020년 11월 26일 화상으로 개최된 FEALAC 코로나19 특
별 고위관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FEALAC 회원국 내 대표적인 코로나19 대응 모범국
으로서 발표를 요청받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및 국제협력의 가치를 강
조하고 우리의 방역 정책을 설명했다.

현을 위해 36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FEALAC 국민대표단을 2020년 5월 15일~12월 17

7) 중남미 지역기구와 협력

일 운영했다. 또한 12월 14~19일 서울에서 ‘FEALAC과 함께하는 도서기행’ 전시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
위원회(ECLAC), 태평양동맹(PA), 미주기구(OAS) 등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각종 지

일자

장소

행사명

역기구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했다.

2020.8.13

화상

제10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2020.9.17

화상

FEALAC 조정회의

2020.11.26

화상

FEALAC 코로나19 특별 고위관료회의

2020.12.14~19

서울

FEALAC과 함께하는 도서기행

외교부는 2020년 10월 19일 카리브국가연합(ACS: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주최 제4차 국제협력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카리브해 해안 회복력(Resilience) 강화
사업 등 우리 정부와 ACS와의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한국판 뉴딜’을 활용한 포스트 코
로나19 양측 간 협력사업 발굴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와 협력
(1)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과 협력

ECLAC(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은 중

1999년 9월 공식 출범한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남미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사회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Cooperation)은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 지역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

2007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

아와 중남미 지역 정부 간 유일한 다자협의체로, 그간 우리나라는 FEALAC 활동에 주

력사업을 통해 ECLAC과 함께 대중남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우리나라는 2020년 9월 17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FEALAC 조정회의에서
FEALAC 기금운영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관련 세션을 주재하고, FEALAC 기금의
지속성과 가시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협력사업을 조속히 발굴해 생산적 결과를 도출
150

특히 2020년 7월 1일에는 외교부와 한·중남미협회가 공동으로 ECLAC과 화상회
의를 개최해 코로나19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시사점, 코
로나19 이후의 한·중남미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9월 24일과 29일에는 ‘제4차 한·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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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States)-ECLAC 중소기업 국제

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한·OAS 협력기금을 통해 선거참관단 활동 등 다양

화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무역 진흥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한 협력사업을 지원하며 미주 지역 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 왔다. 특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디지털 도구 등에 관련된 한·중남미 간 경험을 공유하고, 그

히 2020년 8월 19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한·OAS 화상회의’를 개최

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중남미 경제성장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중남미

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우리나라의 선거 실시 경험을 공유했다.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도모했다.
(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3)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협력

외교부는 차세대 중남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 ECLAC, OAS, 중미통
합체제(SICA: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등 12개 중남미 지역기구

월 부산에서 4차 협상을 개최한 데 이어 2020년 2월에는 몬테비데오에서 제5차 협상

에 우리나라 청년 15명을 인턴으로 파견해, 청년들에게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을 개최했다. 외교부는 한·MERCOSUR 무역협정이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국내 관계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 차세대 중남미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부처는 물론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MERCOSUR 회원국 언론과 산업계
를 대상으로 활발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2020년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현황

(4) 태평양동맹(PA)과 협력

파견 기구

인원

PA(Pacific Alliance)는 2012년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등 4개국이 역내 경제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 The Amazon Cooperation Treaty Organization)

2

통합, 경쟁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지향하며 결성한 경제협력체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1

로, 우리나라의 중남미 해외시장을 확대하는 주요 근간이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와 민

중남미개발은행(CAF: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

2

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PA 국가들과의 경제·통상협력 강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

화를 위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고자 지속 노력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2

이베로아메리카 국가기구(OEI: Organización de Estados Iberoamericanos para la Educación,
la Ciencia y la Cultura) 파라과이 사무소

1

라틴아메리카 에너지기구(OLADE: Organización Latinoamericana de Energ a)

1

라틴아메리카 의회(PARLATINO: Parlamento Latinoamericano)

1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1

이베로아메리카 사무국(SEGIB: Secretar a General Iberoamericana)

1

합계

15

2020년 1월 PA 회원국 공관들과 한·PA 아웃리치 효과성 제고 회의를 개최하고, 11
월 제2차 PA 협력포럼 아태 지역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등 준회원국 가입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15차 PA 정상회의’ 결과문서에 한국과의 협상 세칙 합의 환영 및 한국과의 준회원
국 가입 협상 개시 의지(1차 준회원국 가입 대상국과 협상 완료 시)가 명시됐다.

(5) 미주기구(OAS)와 협력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는 미주 지역 국가들 간 연대와 협력 제
고를 위해 1948년 창설된 지역기구로,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상임 옵서버로 활동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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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중남미 포괄적 협력 증진

(3) 제10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외교부는 2020년 11월 11일 카리브공동체(CARICOM), 카리브국가연합(ACS)과

(1) 202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공동 주관해 포스트 코로나19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제10차 한·카리브 고

외교부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한·중남미 방역·보건협력’이라는 주제로 2020년 11

위급 포럼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했다. 포럼 참석자1)들은 코로나19 이후

월 23~24일 서울에서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대면·비대면 혼합

카리브 지역 최대 도전과제인 보건의료,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

방식으로 진행돼 강경화 외교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 국내 인사와 에콰도르, 파

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 기후

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변화, 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카리브 지역의 개발협력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도 적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면

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칠레, 브라질 고위인사들은

(4)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

비대면으로 참석해 코로나

외교부는 산업부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020년 12월 2일 한·중미 FTA를 활

19 확산 이후 한·중남미 간

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관 전문가들과 중미 지역 진출을 희망하

방역·보건협력 방안을 논의

2020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2020.11.23~24, 서울)

했다.

는 우리 기업인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한·중미 FTA 전체 발효와 코로나19 이후 글
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으로 인한 중미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미 FTA를 통한
진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2) 중미통합체제(SICA) 출범 30주년 한·중미지역 신협력비전 세미나
외교부는 2020년 10월 14일 서울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2021년
SICA 30주년을 기념한 한·중미지역 신협력비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세미나에는 SICA 회원국 고위관계자, 미주개발은행(IDB), SICA 사무

(5) 파라과이 인프라 수주 지원 민·관합동대표단 현지 파견
외교부는 해외에서 최초로 투자개발형 철도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력해 2020년 8월 13~25일 민·관합동대표단을 파라과이에 파견했다.

국, 주한 외교단 등이 참석했다. 김건 외

민·관합동대표단 방문을 통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파라과

교부 차관보는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이

이 철도공사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업 참여를 위한 여건 및 향후 인프라

후의 협력 방향으로서 고위급 교류 확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와 한·SICA 대화협의체 활성화, 중미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는 한국의 맞춤형 협
력을 통한 동반 성장, 기후변화 등 글로
1) 제10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자

벌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제
안했다.

- (한국 측/대면 참석) 외교부(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서울대학교병원(이종구 글로벌보건안보대사), 농촌진흥청, 기상청,
한·중미지역 신협력비전 세미나(2020.10.14,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민·관 주요 인사
- (카리브 측/비대면 참석) 어윈 라로크(Irwin LaRocque) CARICOM 사무총장,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
무총장, 조이 세인트 존(Joy St. John) 카리브보건청장, 피터 톰프슨(Peter Thompson) 자메이카 농촌개발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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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20년 5월 19일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MERCOSUR 회원국 우

(6)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
외교부 산하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2)는 2020년 11월 19일 2020 라틴아메리카 협

리 공관장 5명4)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력센터 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정부·공공기관, 학계, 민간기

공관장들은 주재국 내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한국과의 방역협력 현황, 코로나19

업 등 40여 명이 참석해 경제·통상, 인프라 분야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유망

이후 보건·의료, IT·신산업, 생명공학, 인프라 등 협력 유망 분야, 한·MERCOSUR 무

분야인 보건의료, ICT 스타트업, 환경 분야의 중남미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진출 전략

역협정 조기 타결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남미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관
들이 주재국과의 보건·방역협력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MERCOSUR 회원국들과 방역·보건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

(7) 중남미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3)

가자고 했다.

외교지평 확대

외교부는 2020년 4월 2일 강경화 외교장관 주재로 중남미 지역 7개국 공관장 들
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중남미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서 재외국민보호 방
안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관장들은 각국 코로나19 확산 현황, 재외국민보호 활동 사례, 코로나19 대응 관

(10)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공관장 화상회의
외교부는 2020년 5월 29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중미 지역 7개국 공관장
5)

련 중남미 각국 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코로나19

들 과 화상회의를 열고 현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공관의 대응과 협력 현황을

확산 방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재외공관이

점검했다. 중미 지역 공관장들은 코로나19 이후 중미 각국과의 양자 외교, 그리고 중미

현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외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들로 구성된 SICA와의 지역 외교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전자정부 등 ICT 협력,
비대면 산업, 에너지·교통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8)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웨비나 개최
외교부는 2020년 4월 21일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중남미 코로나19 대

(11) 우리 국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화상회의

응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 총 28개국 1,00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관리

외교부는 2020년 6월 17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및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감염병 전문 국내 의료진 5명은 국내 감

진원지로 부상한 중남미 지역 7개국 공관장들6)과 화상회의를 열고, 재외국민보호 및

염병 대응 체계, 국내 진단·검사 체계, 코로나19 환자 임상 경험,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지원 대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증생활치료센터 소개를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차관은 중남미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현지 동포 사회
의 감염 예방 및 치료 지원, 진출 기업인 활동 지원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인 보호를 위해

(9)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공관장 화상회의

2) 라
 틴아메리카 협력센터: 홈페이지(energia.mofa.go.kr) 운영 및 격월 웹진 〈라틴 인더스트리 Now〉, 입찰 정보, 주간 동향,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해 중남미 자원, 인프라, 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 제공.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연구 활동,
기업 상담 진행
3) 주멕시코대사, 주볼리비아대사, 주브라질대사, 주아르헨티나대사, 주에콰도르대사, 주칠레대사, 주콜롬비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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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4) 주브라질대사, 주상파울루총영사, 주아르헨티나대사, 주우루과이대사, 주파라과이대사
5) 주과테말라대사, 주니카라과대사,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 주엘살바도르대사, 주온두라스대사, 주코스타리카대사, 주파나
마대사
6) 주과테말라대사, 주멕시코대사, 주상파울루총영사, 주아르헨티나대사, 주에콰도르대사, 주칠레대사, 주페루대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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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과의 면담

(2) 중남미 논문 공모전

외교부는 2020년 9월 28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주한 중남미 외교단

외교부는 국내 대학(원)생들의 중남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중남미 지역에 대

(GRULAC: Group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과 면담을 개최했으며 파라

한 전문지식 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LASAK)와 공동으로

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15개국 주한 중남미 대사들이 참석했다.

2020년 5월 6일~11월 1일 제9회 중남미 논문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

최 차관은 한국과 중남미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향후 보건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12.12)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차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위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국 기업들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
(3)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개최

활발히 추진해 상호 호혜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국내 포르투갈어 외교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브라질 등 포르투갈어권

주한 중남미 대사들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도적 지원에 감사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주한 브라질대사관, 한국·

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친환경, 디지털, 인프라 등 다양한 분

브라질소사이어티, 포르투갈·브라질학회 등과 공동으로 2020년 11월 13일 한국외국어

야에서 실질협력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대학교에서 제9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대상 수상자에게 외교부장
관상을 시상했다.

9) 대중남미 국민외교 강화
(4) 에콰도르 국민화가 과야사민 특별기획전 후원
외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2020년 12월 19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에콰도

(1) 화요라틴광장 개최
외교부는 2020년 화요라틴광장을 총 4회 개최해 일반 국민에게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남미 관련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르 국민화가 특별기획전 오스왈도 과야사민’을 후원했다. 전시에는 중남미의 피카소로
불리는 에콰도르 국민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Oswaldo Guayasam n)의 작품 89점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우리 국민들이 에콰도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

시기/장소

주제

주요 내용

2020. 5월, 서울

중남미 이야기
– 한인 디아스포라와 헤로니모

한인 디아스포라의 상징적 존재인 헤로니모
임의 삶을 통한 쿠바 한인 사회의 이해

2020. 6월, 서울

중남미 이야기
– 6.25전쟁 참전 멕시코 용사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6.25전쟁 당시 미군 소속으로 참전한
멕시코 참전용사들의 활약 및
현대 멕시코 문화 등에 대한 이해

2020. 8월, 서울

중남미 이야기
– 중남미에서 개발협력을 만나다

코로나19와 중남미 상황 및 중남미
개발협력의 특징과 기회 요인에 대한 이해

2020. 10월, 서울

중남미 이야기
– 마야 문명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가

마야 문명에 대한 강연을 통해 청중과 상호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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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향후 양국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2 한·캐나다 관계

1) 정상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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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관급 외교

(1) 한·캐나다 정상 통화
2020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계기로 쥐스탱 트뤼
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및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1)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의견을 교환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문 대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2월 14

통령은 국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로 프랑수
아-필립 샹파뉴(François-Philippe

나19 대응 협력, 다자무대 협력 등 상호

Champagne) 캐나다 외교장관과 양자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두 장관은 한·캐나다

은 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

국제무대 유사입장국으로서 WTO, 경

음을 평가했다.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2020.2.14, 뮌헨)

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양한 국

특히 강 장관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에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제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캐나다의 경험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캐나다 정상 통화(2020.3.26)

이와 함께 양 장관은 2020년 3월 2일, 9월 11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역내외
현안과 정세, 글로벌 이슈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유사입장국으로서 앞으로

2) 총리급 외교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4) 양자협의회 등 고위급 간 교류

(1) 한·캐나다 총리급 통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5월 12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Chrystia Freeland)

우리 정부는 2020년 캐나다와 각급에서 협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캐나다 부총리와 통화했다. 정 총리와

교환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했다.

프릴랜드 부총리는 각각 한국과 캐나다
의 방역 사령탑으로서 양국의 코로나19

일자/장소

면담자

면담 대상

주요 내용

2020.10.29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마르타 모건
(Marta Morgan)
캐나다 외교차관

•한·캐나다 외교차관 통화
- 한·캐나다 관계 발전 방안, 코로나19 대응
협력, 다자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 교환

2020.12.15,
화상

김건
외교부 차관보

폴 토필(Paul Thoppil)
캐나다 글로벌부 차관보

•제6차 한·캐나다 전략대화
- 양국 실질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의견
교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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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총리급 통화(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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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회 간 교류
2020년에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1월 5일 스벤 스펜즈만(Sven Spengemann)

제5절

캐나다 하원 외교개발상임위원장과 통화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류·소
통을 이어가며 한·캐나다 의회 간 교류를 지속했다.

아프리카·중동 지역
외교 추진

외교지평 확대

1 정상외교

1)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3월 5일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제와 통화하고 양국 관계 현안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3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UAE 방문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성사되지 못
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왕세제
와 의견을 나누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방문 연기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 간 신뢰는 변
함없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방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수교 40주년을 맞아 에너지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통해 ‘특
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 한·이집트 정상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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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압둘팟타흐 시시(Abdel Fa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2
차례 통화했다. 3월 5일 실시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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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공감하고, 코로나19 대응에 WHO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이집트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당
부했다. 이집트 측은 한국이 철저한 방역 대응과 선진적인 의료 기술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해 낼 것을 믿는다면서, 향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 기술 등 경험을 공
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장관급 외교

10월 20일 실시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시시 대통령과 W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시 대통령은 한·이집트 양국 간 더욱 긴밀한 양자

1) 제16차 마나마대화 참석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3) 한·에티오피아 정상 통화

Studies)의 초청으로 2020년 12월 5일 바레인에서 개최된 제16차 마나마대화(12.4~6)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제1세션 ‘코로나19 팬데믹 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3월 30일 아비 아흐메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에서 연설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피아 총리와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보건위기를 맞아 우리나라가 중동 등 국제사회와 진행한 협력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로도 다양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에 공동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투명성과 개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지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아프리카 보건 문제의 중요성이 포

롭게 극복해 왔으며, 국가 간 필수적 교류 보장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제협력 증진

함돼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도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했다.

2) 제16차 마나마대화 계기 외교장관회담
4)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 통화
(1) 한·바레인 외교장관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24일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Matamela Cyril

제16차 마나마대화 참석차 바레인을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2

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남아공의 국경 봉쇄 상황에서 현지 체류

월 4일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중인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남아공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Abdullatif bin Rashid Al Zayani) 바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두 정상은 각국의 방

레인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자협력, 중

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교류가 허용돼야 한다는

동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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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했다.
양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35년 만인 이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정례적인
소통을 위해 향후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바레인 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격변하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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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 장관은 2021년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P4G 정상회의에 압둘라 요르단
국왕을 초청하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 친서를 전달하고 회원국인 요르단의 참석을 요청
했다.
양 장관은 시리아 난민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양국 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재
확인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 한·이라크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2월 4일 푸아드 후세인(Fuad Hussein) 이라크 외교

3)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장관과 회담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등 양국 간 경제협력 및
(1) 한·UAE 외교장관회담

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라크 정부가 우리 건설 관계자들의 귀국을 지원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2월 4일 바레인에서 개최된 제16차 마나마대화 참석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에너지·인프라·건설 시장 참여에 이라크 정

후 12월 5일 UAE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강 장관은 2020년 7월 10일 서울에서 개최

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의 이라크 내 프로

한 외교장관회담 이후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젝트가 차질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라크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UAE 외교장관과 두 번째로 한·UAE 외교장관회담을 열었다. 이로써 UAE는 코로나19

후세인 장관은 이라크 파병 한국군이 병원과 학교 건설 등 이라크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전하고, 한국 기업들의 이라크 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
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 및 2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교류
와 소통을 이어왔다고 평가하고, 보건협

(3) 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회담

력을 비롯해 엑스포·교육·ICT·과학기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2월 5일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강 장관은 사우디가 G20 화상

화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중동 정세와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의장국인 사우디가 제시한 ‘코로나19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하고 충분한 보급’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파이살 장관

을 교환했으며, 강 장관은 2020년 UAE

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강 장관의 중동 방문

와 이스라엘 간 관계정상화가 중동 역내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4) 한·요르단 외교장관회담

(2) 두바이 엑스포 현장 방문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2월 5일 아이만 후세인 알-사파디(Ayman Hussein Al-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12월 6일 림 빈트 이브라힘 알-하쉬미(Reem bint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주요 현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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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엑스포 현장을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충분

방문해 건설 중인 한국관을 시찰했다.

한 확보와 공평한 배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강 장관은 UAE 측이 엑스포를 성공적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UAE·이스라엘, 바레인·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등 중동 지역

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다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긴

양한 방안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

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했다.
강 장관은 이후 아부다비에서 누
라 빈트 무함마드 알 카비(Noura bint

(2) 한·UAE 외교장관회담 및 통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시찰(2020.12.6)
1)

차례 통화(3.1, 3.9, 4.7)했다. 특히 압둘라 장관은 UAE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측이
코로나19 의료물품(검체채취키트) 구매를 신속히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4) 외교장관회담 및 통화

양국 간 활발한 보건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3차례 통화에 이어 양국 장관은 2020년 7월 10일 서울에서 한·UAE 외교장관회담

(1) 한·요르단 외교장관회담 및 통화

을 대면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이후 압둘라 장관의 첫 해외 방문지가 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2월 25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2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국이었으며, 한국으로서도 방문을 접수한 첫 외교장관이 압둘라 장관이라는 점에서,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Safadi) 요

양측은 압둘라 장관의 방한이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회담에

르단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양국 주요 현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해 협

서 양측은 백신 개발,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보건, 식량안보, 과학기술 등 코

의했다.

로나19 이후 미래 협력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0년 6월

양국 장관은 한국과 요르단이 1962년 수교한 이래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를 긴밀
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두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UAE를 방문해 논의했던 신속입국제도(Fast Track Procedure)
관련 구체 절차에 합의했다.

나라 모두 부족한 천연자원과 어려운 안보 여건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점
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 분야 등에서 실질협력 증

(3) 한·이라크 외교장관 통화

진 가능성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3월 3일 모하메드 알리 알 하킴(Mohammed Ali Al Hakim)

또한 강 장관은 9월 28일 사파디 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WTO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양국이 긴밀한 방역

이라크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 기업인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해 이라크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 대상 입국 금지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알 하킴 장관은 한국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1) 알
 카비 장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때 문화행사 총괄 등 양국 문화협력 확대와 양국 관계 심화에 크게

기업인이 불편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여했으며, 이에 수교훈장(1~5등급) 중 최고 등급인 광화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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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미래지향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3월 9일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
과 통화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상황과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역

(7) 한·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통화

노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 기업이 주요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우디 경

강경화 장관은 2020년 6월 12일 게두 안다르가츄(Gedu Andargachew) 에티오피

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인이 불편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사우디

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사우디 정부는 9월부터 우리 기

우리 정부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에티오피아 정부의 아프리카 지역 우

업인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국민에 대해 입국을 허가했다.

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의 사례를 통해 양국 간 우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높이 평
가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3월 30일 나세르 부리타(Nasser Bourita) 모로코 외교

강 장관은 또한 12월 9일 데메케 메코넨 하센(Demeke Mekonnen Hassen) 에티

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오피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에티오피아 정세 및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을

장관은 모로코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귀국 희망자들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각별한 관

교환했다. 강 장관은 데메케 부총리의 외교장관 취임을 축하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포

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부리타 장관은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4편의 모로코

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강 장관은

측 특별항공편을 통해 모로코인 배우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225명이 귀국했다. 부리타

티그라이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장관은 한국의 방역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산 진단키트 등 구입 의사를 표명하고

에티오피아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강 장관은 국내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부리타

(8) 한·케냐 외교장관 통화

장관은 한국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6월 15일 레이첼 오마모(Raychelle Omamo) 케냐 외
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6) 한·쿠웨이트 외교장관 통화

과정에서 진단키트·마스크 제공 등 케냐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과 우리 국민의 귀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4월 1일 아흐마드 나세르 무함마드 알-사바(Ahmed

국 지원을 위한 케냐의 협조 사례 등을 통해 긴밀한 양국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Nasser Mohammad Al-Sabah) 쿠웨이트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기업인의 예외

평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적 입국 허가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
눴다.

(9) 한·카타르 외교장관 통화

강 장관은 쿠웨이트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인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7월 8일 무함마드 알 사니(Mohammed Al Thani) 카

대해 예외적 입국 허가를 요청했고, 아흐마드 장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

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LNG 개발 관련 양국 경제협력과 코로나19 대응

으며, 이에 따라 4월 11일 107명의 우리 국민이 쿠웨이트에 입국했다.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을 계기로 향후 보건협력을 확대해 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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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건조 공간 예약 계약이 성사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

(1) 오만 국왕 서거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협력을 적극적으로 확

카보스 빈 사이드 알 사이드(Sultan Qaboos bin Said Al Said) 오만 국왕2)의 서거

대해 나가기로 하고,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for

(2020.1.10)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Global Health Security) 등을 통한 다자 차원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1월 13~15일 오만 무스카트에 파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2일 조전을 발송해 고(故) 카보스 국왕 서거에 대한 우리 국

(10) 한·나이지리아 외교장관 통화

민의 애도를 표했으며,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월 13일 주한 오만대사관을 방문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제프리 온예마(Geoffrey Onyeama) 나이지

조의를 표명했다.

리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서아프리카 해상안보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강 장관은 서
(2) 쿠웨이트 국왕 서거

하고 나이지리아 측이 해상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으

사바 알아흐메드 알자베르 알사바(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쿠웨이트

며, 이와 관련한 양국 협력과 국제공조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온예마 장관은

제15대 국왕3)의 서거(9.29)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

서아프리카 해상안보 증진을 위해 나이지리아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여타 연안

는 조문사절단을 10월 4~6일 쿠웨이트에 파견했다.

국을 포함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 조전을 통해 고(故) 사바 국왕의 탁월한 영도력 아래 쿠
웨이트가 이룩해 온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 한·쿠웨이트 간 우호협력 관계 및 사
바 국왕의 인도주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조의를 표했으며, 강경화 외교장관은 10
월 5일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을 방문해 조의를 표명했다.

3 기타 양자 교류

2) 대통령 특사 아랍에미리트 방문
우리 정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제한된 외교환경
속에서도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심화·확대하기 위해 양자 정책협

임종석 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이

의회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화상회의와 중동 관련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

2020년 2월 19일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특사단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

고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다비 왕세제를 예방하고, 칼둔 알 무바락(Khaldoon Al Mubarak) 아부다비 행정청장
과 면담해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및 에너

1) 조문사절단 파견

지·국방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2) 재위 기간: 1970.7.23~2020.1.10
3) 재위 기간: 2006.1.29~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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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화상회의

3) 양자 정책협의회
일자/장소

2020.11.12,
서울

회의명

수석대표

주요 내용

한·UAE 외교국방 대화

우리 측: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
상대 측:
아흐메드 알 하멜리
(Ahmed Al Hameli)
외교부 아태국장,
팔라 무함마드 알 카타니
(Falah Mohammed Al Qahtani)
국방부 정책전략차관보

•국방, 국제안보, 보건, 농업 등
한·UAE 간 협력 방안 논의

제8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우리 측: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상대 측:
다카하시 가쓰히코
외무성 중동아프리카국장

•양국의 대중동 정책,
중동 정세 전망 등 논의

2020.11.19,
도쿄

한·일 아프리카 담당
국장 간 협의

우리 측: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상대 측: 모리 미키오
외무성 아프리카부장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상황,
양국의 대아프리카 지원 현황 및
향후 대아프리카 협력 방향 등
논의

2020.12.2,
화상

제2차 한·르완다
정책협의회

우리 측: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상대 측:
필립 카렌츠(Phillip Karenzi)
외교부 아태국장

•양국 관계 평가, 코로나19 협력,
개발 및 경제·통상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논의

4) 중동 관련 국제회의
일자/장소

2020.11.6,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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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2020년도
한·중동협력포럼

참석자

주요 내용

국내외 중동 전문가
정부 관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대중동 협력
강화 의지 재확인
•아브라함 협정으로 인한 중동 정세 변화
분석을 통해 한국의 중동 진출 확대 방안 분석

회의명

수석대표

주요 내용

2020.3.31,
화상

한·카타르
코로나19 대응 회의

우리 측:
분당서울대병원, 코트라 무역관 등
상대 측:
하마드병원, 보건부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및
노하우 공유

2020.4.7,
화상

한·튀니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문가 간 화상회의

우리 측:
외교부 및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
상대 측:
보건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의료기관 담당 국장 및 방역 담당
의료진

•신속한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다양한 조치, 기술,
경험 공유

2020.4.13,
화상

한·코트디부아르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

우리 측:
한국 방역 전문가(감염내과 교수)
상대 측:
대통령 비서실장, 보건부 총국장
등 관계자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진단기법,
자가격리 앱, 치료법 등 공유

2020.4.22,
화상

한·쿠웨이트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특별 화상회의

우리 측:
외교부, 보건부 및 전문 의료진
상대 측: 보건부 차관 및 차관보,
국제협력국장, 방역 담당 의료진

•코로나19 관련 한국
의료시스템과 감염관리 현황 및
임상경험 공유

2020.5.26,
화상

외교부·질병관리본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
센터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

우리 측:
외교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
과장 및 관계자
상대 측: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소장

•코로나19 관련 진단 및 추적
관리, 임상경험, 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 공유

2020.7.8,
화상

한·바레인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화상회의

우리 측:
주바레인대사관, 전문 의료진 및
교수
상대 측: 바레인방위군 소장,
전문 의료진

•코로나19 관련 한국
의료시스템과 감염관리 현황 및
임상경험 공유

2020.8.5,
화상

유관부처 협업 하
한·우간다 코로나19 경험
공유 화상회의

우리 측: 외교부, 보건부, 교육부
상대 측: 보건부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대응 정책, 기술 활용 사례,
감염관리 현황 및 임상경험 공유

2020.12.3,
화상

유관부처 협업 하
한·수단 코로나19 경험
공유 화상회의

우리 측:
주수단대사관, 국내 보건 전문가
상대 측:
국립공공보건연구소 소장,
보건부 질병통제국장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및
맞춤식 조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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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아중동 우호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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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아슈리(Tamer Ashry) 감독의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가 상영됐다. 영화감독을 국내
로 초청하는 대신 화상 연결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감독·관객 간 소통도 도

1) 코로나19 대응 지원
2020년 3월 7일 UAE가 외교 경로를 통해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모했다.

3) 제13회 아랍문화제

것을 긴급히 요청해 왔으며, 외교부는 국내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을 접촉해 UAE 측 요
청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수출이 성사됐으며, UAE 측은 외교장관 통
화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제13회 아랍문화제가 2020년 10월 15~17일 ‘서울에서 만나는 아랍’이라는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2020년에는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아랍 지역을 느낄 수 있는 전시 위주로 행사가 구성됐다. 아랍 문화 상식 퀴즈, 아랍어

탕으로 코로나19 대응 협력도 활발히 진행됐다.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우리 검체채취

타투 프린트 받기, 요르단 페트라 야경 재현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도 아랍

키트와 마스크가 사우디로 수출됐다.

문화와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U 및 53개 아
프리카 국가에 2억 달러 규모의 유·무상 원조를 제공했다. 특히 에티오피아 및 AU 산

4) 제13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하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Africa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중점방역협력국·기구로

제13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국내 특별공연이 2020년 12월 16~17일 국립남도

선정해 각각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리고 한·AU 협력기금 일

국악원에서 무관중 형식으로 열렸다. 국립남도국악원 공연단이 사물놀이 및 한국 전통

부를 Africa CDC의 코로나19 대응기금으로 배정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무용, 비보이팀 익스프레션 크루가 창작 퍼포먼스 ‘마리오네트’ 공연을 선보였으며, 공

에 기여했다. 아울러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화상회의 등을

연 녹화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은 사

통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상 처음 시도된 비대면 공연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더 많은 아랍 국가 국민들

특히 외교부와 질본은 2020년 5월 26일 Africa CDC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화상

에게 우리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진단 및 추적관리, 임상경험, 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
에 대해 토론했다.

2) 제9회 아랍영화제

5) 2020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외교부 산하 한·아프리카재단이 아프리카산업화주간(Africa Industrialization
Week, 11.16~20)을 계기로 AU와 공동 주최한 ‘2020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2020

2020년 7월 16~21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된 제9회 아랍영화제는 11편의 영화를

Korea-Africa Business Forum)’이 11월 19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개최됐다.

상영해 우리 국민이 아랍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개막작으로는 다양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알버트 무찬가(Albert Muchanga) AU 산업통상집행위원은

한 세대와 계층이 공존하는 이웃 공동체 내 갈등과 소통을 담아낸 작품인 이집트 타미

각각 축사 및 기조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아프리카 간 경제협력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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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포럼에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다양한 학계 인사 및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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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리아 문제

이 참석했으며, 우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32개사가 아프리카 역내 가상무역박람회
(Intra-African Virtual Trade Fair)에 참가했다.

우리 정부는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 절차와 원칙을 명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
와 2012년 제네바 코뮈니케를 바탕으로 한 시리아 국민 주도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해

6) 제3회 서울아프리카대화

오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시리아 난민 등 인도적 위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2012
년부터 국제기구를 통해 8,895만 달러를 기여했으며, 2020년 6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외교부와 한·아프리카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3회 서울아프리카대화(Seoul Dialogue
on Africa)가 ‘뉴노멀 시대 파트너십을 위한 연대(Together in Solidarity: Partnership

제4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브뤼셀 회의에 참석해 1,3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울에서 개최됐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을 비롯해 스마일 쉐르기(Smaїl Shergui)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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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New Normal)’라는 주제로 2020년 12월 8~9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서

3) 대이란 제재

평화안보집행위원, 설훈 국회 아프리카새시대포럼 및 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 회
장, 최연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축사 및 기조연설을 했으며, 아프리카의 최근 정

미국의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 탈퇴와 2019년 5월 대이란 제재 예외 인

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 및 한·아프리카 간 새로운 협력 모델 등이 폭

정 종료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180일간 재개됐던 우리의 이란산 컨덴세이트 수입도

넓게 논의됐다.

종료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최대 압박 기조 속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인도적
교역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 협의한 결과, 의약품 등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출을 2019년 8월 초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9월 20일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함에 따라 인도적 교역이 중단됐다.

5 2020년 아중동 주요 이슈 관련 기본 방침과 관련 활동

우리 정부는 2019년 12월 경제협력대표단의 이란 방문, 2020년 2월 민·관합동대
표단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한·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와 한국 내 이란 중앙은행 원화

1)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자금 활용 제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그 결과 2020년 2월 미국의 긴급허가
에 따라 이란 중앙은행 자금을 활용한 대이란 인도적 교역이 가능해졌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는 ISIS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014년 미국

이러한 교역 활성화를 위해 7월 말 한·이란 인도적 교역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주도로 출범한 반ISIS 국제연대의 5개 실무그룹 중 안정화 지원과 외국인 테러전투원

한·이란 국장급 인도적 교역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했다. 2020년 8월

(FTF: Foreign Terrorist Fighters) 등 2개 실무그룹에 참여해 왔다.

19일 첫 화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12월 말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란의 인도

우리 정부는 ISIS 탈환 지역에서 이라크 정부의 복구 및 피란민의 복귀와 정착 지원을

적 수요와 우리 공급자 간 매칭 및 교역 관련 애로 사항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해 2020년 이라크안정화기금(FFS: Funding Facility for Immediate Stabilization)에
500만 달러를 지원해 이라크의 인도적 수요에 부응하고 이라크의 안정화를 위해 기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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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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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
명했다.

우리 정부는 중동 지역의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팔레스
타인 문제 해결이 필수이며, 그 기본 축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두 국

7)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사태

가 해법(Two-state Solution)’이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1월 10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티그라이주에서 발생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유엔

한 무력충돌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긴장 완화 조치를 실시해 에티오피아가 안

인도지원조정실(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등

정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기구 및 양자 채널을 통해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대응 물품을 포함한 약 120만 달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를 통해 티그라이

러의 지원을 제공했다.

사태로 발생한 수단 내 에티오피아 난민에게 30만 달러를 지원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20년 이루어진 UAE, 바레인, 수단 등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환영하고 지역 내 안정과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8) 사헬 문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0월 20일 ‘사헬 중부지역 인도적 상황 관련 각료급 라운드테

5) 리비아 문제

이블’ 화상회의에 참석해, 사헬 지역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0~2021년간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사헬 지역의 안보·경제·인도적

우리 정부는 2020년 10월 23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5+5 군사위원회’를 통해 리비
아 동·서 진영 간 휴전협정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리비아에 평화·안정이 조속히 정

상황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조율된 대응과 포괄적 접
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착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리비아 정세 안정화 및 지
방 재건사업에 120만 달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만 달러 등 총 140만 달러를 지
원했다.

6) 예멘 문제
우리 정부는 2020년 6월 2일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공약 화상회
의’에 참석해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1,850만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
다. 한편 우리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행해진 수차례 공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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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한·
중·일 3국 협력 조정국으로서 회의 개
최에 관한 논의를 주도했으며 공동성명
의 도출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2)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2020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2020.4.14)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 화상으로

‘한·아세안 협력 점검 및 미래 협력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
한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아세안 국가들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소개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의

1 아세안(ASEAN) 관련 다자협의체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공고히 다졌다.
11월 13일 개최된 제2차 한·메콩 화

1)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상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메콩 지역
5개 국가2) 정상들은 2021 한·메콩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4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3(한·중·일)1) 특별 화상 정상회

10주년과 ‘한·메콩 교류의 해’를 앞두고

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아세안+3 회원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

그간의 성과들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

다. 그 결과문서로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적절한 보건·의료물품 공급 보장, 백

진방향을 포괄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신 연구·개발 등 과학 협력 강화,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등 재원 마련을 위

문서로서 한·메콩 관계의 전략적 동반

한 노력 및 허위 정보 및 가짜뉴스 대응 등 회원국의 공동대응 조치를 담은 ‘코로나19

자 관계 격상,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에 대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 및 환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는 13개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에 공동대응하기

2020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2020.11.12)

영,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 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해 보건·경제뿐 아니라 식량 안보, 과학, 교육 등 각 분야에 미

11월 14일 개최된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4월 개최된 코로나19 위기 대

칠 사회적 파장에 대비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조를

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증진

1) 아
 세안+3: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국 간 역내 회의체로,
보건·금융·경제·ICT·교육 등 20여 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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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논의했으며 ‘경제·금융 회복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3)’을 채택했다. 같은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역내 18개국이 참여해 개최된 EAS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

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서 문 대통

반도 문제 등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령은 아세안 10개국 및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정상들과 코로

사회의 적극적인 공조 및 신남방정책과 역내 다양한 지역 구상과의 조화로운 협력 등

나19 위기 대응, EAS 협력 점검 및 미래 방향,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에 대해 발언했다.
9월 12일 아세안과 미국, 중국, 일본, EU, 북한 등 총 27개국이 회원국인 아세안지
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열렸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정세, 비전통 안보 등 국
제 정세 및 안보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참가국 간 신뢰 구축 및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지평 확대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는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성
과를 점검하고, 한·메콩 미래 협력 방향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2020.11.14)

제15차 EAS 정상회의2(2020.11.14)

등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 장관
은 코로나19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환

3)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경 속에서 한·메콩 협력의 적실성과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 경제회복, 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앞서 제23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9.9), 제21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9.9), 제10차 EAS 외교장관회의(9.9), 제2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9.10) 및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9.28)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2019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아세안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했다. 강경화 외교

경 분야에서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는

제27차 ARF 외교장관회의(2020.9.12)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 단계 격상된 대아세안
외교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역내 평화
와 안정에 기여했다.

장관은 신남방정책 고도화 추진 등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4.14) 후속 조치 이행
점검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세안과 미국,

2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BSEC(Organiz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은 1992년 터키 주
3) 아세안+3 경제장관 및 재무장관·중앙총재 협력 촉진, 시장 개방 등을 통한 공급망 연계성 및 회복력 강화, 개방적·포괄적,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 지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협력 독려,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취약 주체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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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 수송로이자 자원이 풍부한 흑해 연안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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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IORA의 우선협력 분

우리 정부 대표단은 2020년 11월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42차 BSEC 외교장관회

야(해양안보·안전, 청색경제, 무역·투

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2020년 한·BSEC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프

자 증진, 여성권익 신장, 학술협력 등)

로그램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며, 흑해 연안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자

에 대한 우리 측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을 담은 IORA 협력 활동 계획을 회람
(6.29)했다. 또한 제20차 IORA 각료회
의(12.17), 제22차 고위관리회의(12.16)

제1차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2020.10.29)

및 코로나19 관련 IORA 고위관리회의
(5.21) 등 고위급 협의체와 제1차 IORA 관광 분야 코어그룹회의(8.31), 제25차 IORA
비즈니스포럼(10.20) 등 화상회의로 열린 다양한 실무협의체에 참석해 발언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구축과 분쟁예방을 목표로 1992년 출범한 지
역협의체인 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에 2006년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9월 개최된 CICA 특별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우리의 코로나

환인도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주도한 첫 IORA 행사인 제1차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10.29)
에서는 한·IORA 협력과 신남방정책의 연계를 모색하고, 청색경제5) 및 무역·투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IORA 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CICA 회원국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0년 12월 개최된 특별실무그룹회의 및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해 CICA 회원국 간 협
력, CICA 신뢰구축 조치 이행 및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5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우리나라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3년 주기로 한·태

4 환인도양연합(IORA)

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가

인도양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환인도양 국가들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태평양도서국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중단돼 연기됐다.

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IORA(Indian Ocean Rim
Association)4)의 각종 회의체에 활발하게 참석하고 있다.
5) 청색경제(Blue Economy):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을 통해 경제성장,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및 해양생태계 보존
을 달성한다는 개념으로, 어업, 해운·항만, 해양환경 등을 포함한다(World Bank, 2017). 청색경제는 IORA의 8대 우선협력
4) 인도양 연안국가 간 경제·사회 분야 협력을 위한 지역협의체로, 1997년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로 출범했으며 23
개 회원국 및 9개 대화상대국으로 구성돼 있다(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대화상대국 가입).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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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우리나라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춘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
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6년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6)에 옵서버로 가입했다. 또한 2010년부터는 SAARC 회원국과 미래 협
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AARC 회원국 정부 및 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0년 8월 3일 개최된 제
11차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남아시아의 보건 및 빈곤 문
외교지평 확대

제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남아시아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6) 남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5년 12월 발족했다. 회원국은 아프가니스
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8개국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 중국, EU, 이란, 일
본, 모리셔스, 미얀마, 미국 등 9개국이 옵서버로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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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제1절

양자 경제외교 강화
중국은 우리의 제1 교역국으로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다. 이에 외교부는 양국 간 경제 등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20년 8월 1일 제24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상황에
서도 신속통로 제도를 개설해 양국이 서로 필수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해 온 점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 우리 정부는 문화 콘텐츠 교류의 활성화,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
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적극 당부했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처음으로 개최
한 고위급 대면 회의로, 중국으로서도 코로나19 이후 다른 국가와 처음 개최한 경제·

1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외교 강화

또한 2015년 발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 협상을
2020년도에 3차례 화상으로 개최해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 확대 및

1) 미국

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협상을 진전시켜 오고 있다.
2020년 12월 9일에는 제24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외교부는 2020년 10월 14일 화상으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양

한·중 신속통로,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년) 준비 점검, 문화콘텐츠 분야

국 간 코로나19 대응 및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개발, 에너지, 인프라,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우리 모바일 게임에 대해 중국 내 신규

자원 등 분야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 협력 방안,

판호(서비스 허가권)가 발급된 것을 환영하고 우리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계속 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정보통신기술(ICT)·신흥 기술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내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코로나19로 초래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경험을 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로 강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한·미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3) EU, EU 회원국 및 영국

또한 한국과 미국은 2020년 9월 5일 제2차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간담
회를 개최하고 양국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

EU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양측 간 3대 협정1)에 근거해 전략적 동반

렴했다. 그리고 10월 20~23일 한·미·일 여성역량강화 3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스템

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2020년 1월 21일 EU와 제16차 한·EU 공동위원회를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에서의 여성 역량 강화를 심
층적으로 논의하고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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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EU 자유무역협정, 한·EU 기본협정, 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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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고, 중소기업·클러스터 등의 산업협력, ICT·과학기술·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

2019년 9월 한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으나,

야에서의 교류·협력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양측 지역 전략인 우리의 신남방·

2019년 11월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하기로 합

신북방정책과 EU의 연계성 전략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기

의했다. 이에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 간 정책대화를 진행했고 한국은 정책대화 개최, 캐

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G20, WTO 등 국제무대에서 양측의 공조 필요성에

치올(Catch-all)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수출관리 조직·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공감하면서 통상·환경·개발·인권 등 다자 현안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이 문제해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20년 11월 12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0년 6월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다.

총국장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양국 간 코로나19 대응 및 양자 경제 현안, 디지털·에너지

양국 간 경제 및 인적 교류는 축소 추세를 보였다. 한·일 양국 간 인적 왕래 총인원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P4G 정상회의 및 기후변화, 다자무역 질서에 대

은 2018년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나, 2019년 약 885만 8,000명

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회의는 2020년 8월 강경화 외교장관의 독일 방문, 10월 문재인

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약 91만 9,000명으로 전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 간 통화의 연장선에서 개최돼 독일의 아시아 지역 주요 파트너

대비 10%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총 교역액은 2019년 760억 달러에서 2020년 711.2

인 한국과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독일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

억 달러로 6.4% 감소했지만, 양국 모두 서로의 제3위 교역상대국 지위를 유지했다.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및 전환 기간(2020.2.1~12.31) 개시 이

5) 아세안 및 인도

후에도 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KITA),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영국대사관
내 ‘브렉시트 헬프데스크’ 및 주벨기에EU대표부 내 ‘브렉시트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대상국과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

운영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관계부처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우리의 조치

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2.4)하

사항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확인했다.

고 인도네시아(4.21), 베트남(4.3), 말레이시아(10.19)와 정상 간 통화를 실시하는 등 아

한편 2020년 11월 10일 한·영 차관급 화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한·영 양측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
고 점검했다.

세안 개별 국가와의 실질협력 확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한편 외교부는 대면 외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2.28, 7.23), 인도네시아
(3.3, 3.28, 8.12, 9.24), 태국(3.5), 미얀마(5.15), 브루나이(7.29), 싱가포르(9.2)와 외교장
관 간 통화 등을 통해,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추진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회복

4) 일본

과정에서 신남방 국가와의 지속적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장관의 베
트남 공식 방문(9.17~18), 외교부 제2차관 베트남 방문(12.3~5) 및 제18차 한·베트남 경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으로 인한 양국 관계의 어려움은 2020년에
도 계속됐다. 일본은 2019년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관련 소재인 불화수소,

제공동위원회(11.18) 개최 등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개발·인프
라·금융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 시 건당 개별허가(기

또한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지역화되는

존 포괄허가)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2019년 8월 28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목록

상황 속에서도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계기 RCEP 서명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11.15) 및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서명(12.8)을 통해 우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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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캐나다 후판·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재검토 관련 일부 우리 기업에 대한 미소
마진 인정,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우리 관심 품목 국별 관세율 할당(TRQ ) 증량 등
의 성과를 도출했다.

기적으로 격상해 오고 있다. 2018년 7월 8~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

또한 외교부는 미국, EU, 영국, 인도, 중국, 터키 등 15개 재외공관에 현지대응반을

기로 양국은 무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데 공감하고, 2030년까지 한·

설치해 우리 진출 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 방안 설명회·간담회 개최, 관련 동향 상시

인도 교역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모니터링, 주재국 규제당국과의 협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

이어 2019년 2월 21~22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국빈 방한을 계
기로 양국 정상은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포함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환경을 개선

계부처 및 업계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기 위한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의지를 재차 확인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인도 교역액은 다소 주춤했으나, 양국은 코로나19의

털·첨단기술·환경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그 성장이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부문으로 양국 협력의 지평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수입규제조치 대응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팽배로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
제조치는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2020년 우리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

•수입규제 조사 절차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 수입규제 조사 개시 이전, 조사 개시, 예비판정, 공청회 개최, 최종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해 관련 업계 및
협회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측 대응 논리 개발
※ 관련 업계 및 관계부처와 대책회의 16회 실시
•수입규제국과 정부 간 양자협의
- 주요 수입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해 정부 간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및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
※ 수입규제대책반 및 재외공관 현지대응반 공청회 참석 10회, 조사당국 면담 15회 등
•서한 전달 및 정부입장서 제출
-주
 요 수입규제 현안에 대해 상대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서한 전달 및 조사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서
제출
- 양자 고위급 면담 시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 제기
※ 정부 서한·입장서·답변서 24건 발송
•〈알기 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발간
- 영국의 EU 탈퇴 이후 우리 기업의 영국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의 수입
규제 제도의 특징과 절차 소개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전년 대비 31% 증가(29건→38건)했다. 2020년 12월 31
일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누적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총 233건(조사 중 51
건 포함)으로 이 중 반덤핑 조치가 173건, 상계관세 조치가 10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50건이었다.
외교부 내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 서한 전달, 정부
입장서 제출, 고위급 면담 시 의견 개진 등의 방식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적극 대
응한 결과 인도 페놀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브라질 폴리염화비닐(PVC) 반덤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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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진출 기업의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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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에서 매년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수출 홍보사업을 수행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22개 재외공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1)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각국의 경제 동향, 박람회·전시
회 등 경제 행사 및 입찰 관련 정보 등을 국내 유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메

외교부는 정상외교, 외교장관회담, 경제공동위원회 등 주요 고위급 외교행사를 계
기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외공관은 동남아시아, 중동

일로 서비스하고, 그와 동시에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현지 시장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등 지역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해외 수주 정보 제공, 입찰 활
동 지원 등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했다. 재외공관의 기업 해외 수주 지원 역할을 강

3)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 지원

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28개 수주 유망 지역의 재외공관에 민·관 협력체인 ‘해외건설
수주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은 현지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네
트워크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지 법률 자문 제공, 재외공관 주도의 기업지원 사업 진행, 각종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재외공관은 매년 ‘기업지원 활동 강화 사업’을 통해 통관 애로, 인허가, 미수금

를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국내 최대의 국제 인프라 외교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회수 등의 문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2020년 총 58개 공관에서 재외공관·주

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음에도 총 12개국과의 고위급 간 면담, 44개 기관·다자은행

재기업 간 협의체인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운영해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이 겪는 어

과 해외 투자청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설명회 및 일대일 상담회 등을 개최해 국내 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소통했다. 또한 외교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진

설 및 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지 노동법·환경법 및 세제, 통관 등의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법률 세미

2)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나 개최, 책자 발간 등의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 동남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서 ‘기업의

외교부는 유엔 조달시장 진출 지원, 수출 홍보사업 수행, 각종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수행하
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이 현지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대외 이미

외교부는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해외시장

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지 진출 기업을

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유엔 조달시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CSR 활동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한편, 주재국 정부 및 언론을 대

있다. 2020년에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유엔 조달시장 진출 세미나(9.3)를 화상으로 개

상으로 우리 기업의 CSR 활동 내용을 홍보하며, 2020년에는 28개 공관이 우리 기업의

최했으며, 2020 공공조달 수출상담회(11.23~12.4)도 조달청·KOTRA와 공동으로 개최

CSR 활동을 지원했다.

해 우리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활동을 추진했다.

외교부는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각종 애로 사항 해결 사례를 담은 〈재외

또한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현지 유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농식품의 소비 저변 및 수

공관의 해외 진출 기업 지원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한 이래,

통해 기업의 각종 문의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사이버기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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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제2절
우리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과 이에 따른 실업 장기화 극복을 위해 2018년 3월 15
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으며, 외교부는 그 일환으로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

지역 및
글로벌 경제외교 강화

안’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우선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해외봉사단, 한상 인턴,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등 다양한 해외 파견 사업과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해 우리 청년들이 해
외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 업무 역량을 강화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또한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내 일자리 TF’에서
는 이러한 외교부 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20년에는 7월, 9월, 12월 총 3차례 부내 TF를 개최해 외교부 일자리 정책의 방

한편 2015년 ‘청년해외취업촉진 대책’에 따라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설치하기 시작

1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한 ‘해외취업지원협의체’는 2020년 총 31개로 확대됐다. 재외공관은 이 협의체를 바탕
으로 채용 상담회, 현지 취업 여건 설명회, 취업자 인터뷰 및 멘토링, 취업 성공 가이드

G20 정상회의는 국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방안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맞춤형 취업전략 수립, 취업허가, 체

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 베를린에서 재무장관 회의로 정식 발족했다. 이후 2008년

류 조건 개선 등을 위해 주재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 여건이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경제협력 관련 정상급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됐으

양호하고 구직자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지역인 일본을 중점 국가로 선정해 ‘한일대학

며, 2020년 11월 21~22일 화상으로 15번째 회의가 개최됐다.

3+1’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생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일본
대학에서 연수 후 일본 내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20 정상들은 의장국이 선정한 대주제인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과 주요
과제인 ① 사람의 권능 강화 ② 지구 보호 ③ 신영역 구축을 중심으로 G20 분야별(보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일자리 파견 사업에 상당

건, 국제경제, 국제금융체제, 국제조세, 인프라 투자, 무역·투자, 운송 및 이송, 에너지,

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구청년’ 홈페이지2) 등을 통해 해외 파견 사업 홍보, 체험수기

기후변화, 디지털경제, 여성, 반부패, 지속가능한 발전, 고용, 교육, 관광, 이주·난민) 공

공유 등을 추진했다. 그리고 현지 파견 중인 우리 봉사단 및 파견자들의 안전 관리 등

조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G20 정상선언문과 장관선언문 등을 포함해 총 34개의 결

에 힘썼다.

과문서가 채택됐다.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연대와 다자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인력 이동, 디지털경제 등의
의제에서 성과를 도출했으며, 여성 권능 강화 등 여성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어나

2) m
 ofa.go.kr/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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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방역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가능성 촉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및 민주성의 원칙에 따라 방역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고 확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노력

산을 막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강조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기업인 등

개발과 보급에도 힘을 모으며, 국제백신연구소(IVI) 등을 통한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APEC 내 디지털경제

확대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 역시 절실한 과제임을 강조

활성화 사업과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홍보해 디지털 강국으로서 우리 위상

하며,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이 필수 물품과 인력의 왕래를 더욱 원활히 할 것을 제안하

을 제고했다. 아울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 노

고 G20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맞서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력을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하며 향후 포용성 증진 논의에 적극 기여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우리의 ‘포용 국가’ 비전이 함께 잘사는 아태 지역 공
동체를 위한 논의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했다. 또한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포함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과 디지털경제, 포용적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3개 핵심 요소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및 혁신적 포용국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발해 1993년 빌 클린턴(Bill

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Clinton) 당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정상 간 협의체로 격상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공동체의 점진
적 실현을 추구하는 최고 정책 공조의 장으로서 위상을 구축했다.
2020년 11월 20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27차 APEC 정상회의(의장국: 말레이시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활동

아)에서는 ‘공동 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Optimis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Resilient Future of Shared Prosperity: Pivot. Priorities.
Progress)’를 주제로 코로나19 대응과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

APEC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Bogor Goals) 이후 향후 20년의 새 비전인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동 비전에는 역내 공동 번영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
간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한 세계 경제의 성장과 무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규범 형성에 주도적
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된 OECD 각료이사회(10.28~29)에서는 ‘강

장이라는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됐다. 또한 정상들은 ‘2020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

하고 회복력 있으며,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으로의 길(The Path to Recovery:

택해 코로나19 충격 완화, 무역투자 담론 개선, 포용적 경제 참여, 혁신적·포용적 지속

Strong, Resilient, Green and Inclusive)’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범위 내 경기부양
정책, 더 나은 회복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접근, 디지털경제 전환의 기회와 도

1) 1 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로, APEC 선진 회원국은 2010년까지, 개
도국 회원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202

전 활용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경제부총리(수석대표)가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서 강력한 경기부양정책, 취약계층 지원, 경제·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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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국가 간 정책 공조·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무역·투자의 역할에 관한 분임토의에서

2020년 다보스포럼은 개최 50주년을 맞이해, 1월 21~24일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우리나라는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경 간 필수 상품·서비스·인력 이동보장 및 디지

세상을 위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for a 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이

털경제 잠재력 활용 강화 필요성 등을 제안했으며, 각료이사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핵

라는 주제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

심 경제활동에 필요한 국경 간 인력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반영시켰다.

섭본부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활용 방안과 무역·투자 활성
화를 위한 당면과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WEF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기반(COVID Action Platform)’을 출범시키고, 3월 25
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

4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활동

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참여해 ‘세계 상황 점검(World Update)’
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초기의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UNESCAP(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은

노력 및 시민사회의 협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지역 62개국이 회원국인 유엔 경제회이사회(UNECOSOC:
경제외교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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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UNES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
2020년 5월 21일 제76차 UNESCAP 총회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해양 분야의 협

6 세계무역기구(WTO) 활동

력 제고’라는 주제 하에 화상으로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결과로 1995년

련 협력 강화’ 결의안이 채택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내 협력

설립된 이래 국제통상규범 협상과 집행 및 분쟁 해결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심이 돼 왔으나 최근 반세계화 정서와 보호주의의 대두에 따라

우리의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요성을 강조했다.

WTO는 새로운 무역규범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 규범의 이행과 모니터링, 분쟁의
해결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8년부터 WTO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상소기구 공석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됐

5 세계경제포럼(WEF) 참여

다. 이외에도 수산보조금 및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한 기
반 마련 작업이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및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

WEF(World Economic Forum)는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연차총회
(일명 다보스포럼, Davos Forum)에 각국의 정·관·재계 지도자가 참석해 세계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4

제에 대응하기 위해 WTO 차원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71번째 가트(GATT) 체약국이자 WTO 설립부터 함께한 원 회원국으로
서 WTO 개혁에서 활발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분쟁 해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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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개선하고 상소기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회원국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합(6.25), 체코(11.25, 전면 개정), 르완다(11.27)와 항공협정을 서명했으며, 재외공관을

제시했다. 전자상거래, 수산보조금, 투자 원활화 등 협상 분야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통한 문안 협의를 중심으로 여타 분야의 문안 협정 체결·개정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등 협상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2020년 11월 출범한 복수국 간 협의체인

2020년에는 경제 관련 협정이 다수 발효됐다. 투르크메니스탄(2.6), 아랍에미리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트(2.29), 우즈베키스탄(10.18), 스위스(10.28)와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및 세원잠

Structured Discussions)에서도 제안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WTO의 외연을

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가 2013년부터 우즈베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한 작업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and Profit Shifting)이 발효(9.1)돼,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와 정보교환 강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무역 주도국으로서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명
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해 다양한 방

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키르기스스탄(8.27), 스페인(11.6)과는 항공협정(개
정)이 발효돼 항공안전 규정이 강화됐다.

면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러시아, 브라질 등 WTO 회원국 정상
간 통화와 주요국 정상에 대한 친서 송부, 국회의장, 외교장관 등 정부와 국회 최고위

2)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원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라운드별·주요 시기별 맞춤형 전략 수립, 판세 분석, 후보자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제네바, 벨기에 주재 공관을 비롯해 40개 재외공관을

비전·공약 수립 지원, 주요국 동향 수시 파악, 경제통상대사 파견 등을 지원했고, 이는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으로 운영해 왔으며 외교부는 특허청 산하 해외지식재산권센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등 전 세계에 자리한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통해 전방위적

(IP-DESK),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저작권센터와 협력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우리 후보가 통상 역사상 최초로 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운드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양해 WTO 내 우리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을
강화했다.

2020년에는 재외공관의 지식재산권 담당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및 KOTRA 등과 협업해 아시아 지역 지식재산권 담당관 워크숍(12.15,
화상회의)을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과 침해 대응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재외공관이 자체적으로 현지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에는 5개

7 분야별 경제협력 외교 기반 구축

공관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피해 현황 모니터
링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

1) 경제 관련 협정 체결 및 개정

한 재외공관의 대응 방법과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 매뉴얼인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
산권 길라잡이〉를 전 세계 재외공관에 배포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영역을 넓히고 신흥 시장을 포함한 전 세
계적인 경제외교 네트워크를 확대·공고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협정 논의를 전개했다.

각 재외공관은 우리 기업에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를 안내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대국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럽연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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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6월 25일 천연가스 업계 해외 진출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민간 가스
기업, 한국가스연맹,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회 등이 참여해 국내외 천연가스 산업 현황
및 주요 현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수소에너지 콘퍼런스(2020.10.7, 서울)

천연가스 업계 해외 진출 지원 간담회(2020.6.25, 서울)
경제외교 강화 및
뉴프런티어 외교 추진

1 에너지·자원 협력

2) 에너지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참여
외교부는 국내 에너지 산업 및 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하고 있으며, 국제적·지역적 에너지안보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UNESCAP과 같은 국제기구와 G20, APEC과 같은 국제 다자협의체에서 이

1) 에너지 분야 해외 진출 지원

루어지는 에너지 관련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우리나라는 IRENA 출범에 적극 참여한 국가로서 제10차 총회(1월), 제19차·20차

2020년 1월 외교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이사회(11월)에 참석해 우리의 재생에너지 개발 동향, 그린뉴딜 정책, 2050년 탄소중

에너지경제연구원(KEEI)과 함께 수소 생산 및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

립 달성 선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노력을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이 밝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해 수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수소 기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1~2022년 임기 IRENA 이사

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강화를 지원했다.

국으로 선출돼 IRENA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여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10월 7일에는 국제 수소에너지 콘퍼런스를 개최해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했다.

Energy Agency) 및 미국, 중국, 일본 등 10여 개국 인사들과 수소 분야 국내외 전문가
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국의 수소 해상 운송 및 수소 모빌리티 개발 현황과 전망을 논

3) 역내 에너지안보 협력

의하고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외교부는 우리 천연가스 업계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 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
208

외교부는 역내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해 2020년 8월 13일 제7차 한·미 에너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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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에너지안보 협력 논의를 지속했다. 또

기술협력 세미나, 물 산업 중앙아 진출 간담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2020년 10월 개

한 동북아 지역 에너지 협력을 위해 외교부는 ‘동북아 전력망 연계 로드맵’을 도출하

최했다. 이 행사에는 물 산업 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이 참여해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

고, 2020 동북아전력망 연계협력 포럼(12월, 화상)에 참여했다.

출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코
로나19로 민간기업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외국 기업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

4) 에너지 외교 인프라를 통한 민·관 에너지·자원 협력

해 KOTRA 알마티 및 타슈켄트 무역관과 협업해 우리 업체와 협력 가능한 현지 업체
를 발굴하고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실시했다.

외교부는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을 지정하고 에너지·인프라 전문관을 채
용해 에너지 외교 인프라를 구축·관리함으로써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47개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들은 에너지·자원 행사 개최, 인적
네트워크 구축, 현지 동향 수집 및 입찰 정보 파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

2 녹색·지속가능발전 외교

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녹색전환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지·자원 정보를 〈일일 국제에너지자원동향〉, 〈국제에너지자원 입찰정보〉로 작성해 국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 그린뉴딜 발표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내 에너지 기업과 유관기관·협회 등 1,050여 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2020년 일일동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향 152회, 입찰정보 35건 제공), 대면 및 유선 상담을 통해(2020년 총 110차례) 우리 기
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5) 물 관련 국제사회 논의 참여 및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

1)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우리나라는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에 참여하고 있다. P4G는 녹색경제 관련

외교부는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라 인류의 공동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물 문

5대 중점 분야(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농업)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속

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

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

하고자 OECD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로, 2017년 9월 유엔총회에서 덴마크 주도로 공식 출범해

(WGI) 회의(1월, 파리), 유엔 고위급 포

2020년 기준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칠레, 케냐, 콜롬비

럼 물 관련 특별세션(7월, 화상) 등에 참

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2개국 정부와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석해 국제사회의 물 관련 논의에 적극적

(C40),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자원연구소(WRI), 국

으로 참여했다.

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기구(협의체),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물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시
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러 물관리
210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차 P4G 정상회의 기
물 산업 중앙아시아 진출 간담회(2020.10.22, 서울)

조연설에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연대와 포용을 강조했으며, 2019년 9월 유
211

경제외교 강화 및
뉴프런티어 외교 추진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는 각 공관에서 수집한 최신 에너

제5장

경제외교 강화 및 뉴프런티어 외교 추진

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및 P4G 정상회의 준비행사에 참석해 차기 P4G 정상회의 개최

제3절 | 에너지·자원 협력 및 기후·환경외교 추진

제주포럼 그린뉴딜 세션, 12월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 등을 공동 개최했다.

를 발표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해 P4G 정상회의가 불가피하게 연기됐으나, 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

재인 대통령은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11월 6일 제15회 제주포럼 기조

하기 위해 장기 기후재원 조성 등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 2020년에는 제25차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2021년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

(3.8~12), 제26차(8.17~21) 및 제27차(11.9~13) 이사회가 개최됐다.

응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행동’과 ‘이행’으로 동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 소재국이자 제3기 이사국(2019~2021년 임기)으로서 개도

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1 P4G 서울정상회의는 5월 30~31일 ‘포용적인 녹색

국의 기후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더

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분류상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기후행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

비부속서(non-Annex 1) 국가로서 재정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나, GCF 초기 재원 조성

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2015~2018년)에 1억 달러를 자발적으로 공여했다. 특히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

한편 우리 정부는 2018년 7월 P4G 국내 플랫폼을 출범시켜 민·관 파트너십의 활성
화와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P4G 이사회를 포함한 P4G

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재원 공여를 2배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우리나라는 GCF 제1차 재원 보충(2020~2023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3) 양자협력(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2)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녹색전환 협력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덴마크와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을 체결해 효율적이고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국제기구인 GGGI의 설립을 주도했다. GGGI는 개발도상
국 및 신흥경제국의 건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녹색기술 증진 및 전 지구적 녹색성장을 위해 장관(총리)급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매년 개최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유엔, 미국국제개발처, 영국 국제개발부 등 다양한 기관

그동안 양국 정부는 녹색성장동맹 회의를 통해 녹색산업, 에너지 전환, 친환경 선

으로부터 국제기구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2020년 8월 코트디부아르가 가입해 38개

박·해운, 순환경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민간 분야의 협력을 촉진해

회원국으로 확대됐다.

왔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GGGI와 덴마크가 주도하는 P4G 등 녹색성장 의제의

우리나라는 2020년 GGGI 운영프로그램 소위원회(Management and Program

국제적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Sub-Committee) 회원으로서 제11차(4월) 및 제12차(7월) 회의에 참석해 GGGI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양국은 2020년 11월 화상으로 제10차 한·덴마크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 사업, 예산, 운영방식 등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

녹색성장동맹 회의를 개최해 녹색성장 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모멘텀을 이어갔다. 우

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개최된 제9차 총회 및 제13차 이사회를 계기로

리 측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덴마크 측은 2030년 온실

2021~2022년 임기 부의장국으로 재선임됐으며, 2020년 2월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

가스 감축 목표 등을 소개하는 등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

총장이 GGGI 회원국의 총의로 총회·이사회 의장(임기 2년)으로 재선임됐다.

했다. 특히 P4G 정상회의 기본 세션 주제 중 하나인 물 산업 분야 협력에 대해 심도 깊

우리나라는 GGGI와 협력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 2050년 탄소중

게 논의했다.

립 목표, P4G 정상회의 등을 소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6월 그린라운드 테이블, 11월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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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뉴딜

히 파악하고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내 부처 간 적극적 협업을 거쳐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의 국제사회 홍보 및 주요국과의 협력 논의를 지속해 왔다.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20년 6월 24일에는 유엔 기후행동팀과 환경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 국제기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갱신해 12월 유엔에 제출했다. 특히 우리나

1)

구 및 국내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 을 개최하고, 우리 정부의

라의 갱신된 NDC는 국내 감축 비중을 확대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절대 감축 기준으로

그린뉴딜 정책 추진 의지를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2020년 12월 발표한 ‘2050

7월 14일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 이후에는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탄소중립 추진 전략(2050 Carbon Neutral Strategy Action Plan)’은 기후변화에 능동

60여 건의 화상회의를 개최해,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구

적으로 대응해 탄소중립, 경제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포용

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인 2020년 11월에는 제주포럼에

적 비전을 담고 있다.

서 그린뉴딜에 관한 세션을 개최해 주요국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외교적 함의 등에 대
해 논의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은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
정상 차원의 기후외교가 매우 중요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Deal)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방안

2020년 12월 12일 화상으로 개최된 기

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한·덴마크 비즈니스네트워크, 전직 미 의원협회(FMC) 한국연

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구모임, 미국 차세대 정책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아

Summit)에 참석해 2050년 탄소중립

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비전 등 우리나라의 강력한 기후행동 의

경제외교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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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와 정책협의회를 2차례 개최해 EU가 추진 중인 그린 딜(European Green

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이를 통해

3 기후변화외교

우리나라는 국제 기후대응 선도국으로
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계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2020.10.28)

1) 국제 기후변화 대응 선도
2) 기후협상 기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을 선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20년 10월 28일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

(COP)가 개최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으로 선언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

멈추지 않고 기후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정교화하고, 국제사회의 기후협상 진전에 긍정적으

1) 그
 린라운드테이블은 2016년 11월 출범 이래 매년 기후환경·녹색경제 분야 국제기구 및 국내 유관기관 간 주요 주제별 협
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214

로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2020년 우리나라는 ‘6월 모멘텀(June Momentum)’ 및 ‘기후 대화(Climate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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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요 국제 기후변화 협의에 참여해 파리협정의 잔여 쟁점인 국제탄소시장 관련 지

2020년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 기념일로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

침 등 기후변화 협상의 세부 의제별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우

기의 날(9.7)’을 기념하는 첫해이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9월 7일 제1회 푸른

리나라는 OECD 기후변화전문가그룹(CCXG) 회의 등 기후대응과 관련한 각종 공식·

하늘의 날 기념식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이 각각 기념사

비공식 협의에서도 우리의 국익에 기반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포용하는 방안을

와 축사 메시지를 통해 기념식에 함께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계획, ESCAP 등

제시했다.

국제기구와 함께 ‘푸른 하늘의 날’ 글로벌 캠페인을 실시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
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대응 노력을 국제적으로 알렸다.

3) 국제협력 확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의 협력
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양자협력 사업을 시행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능동적 기후정책을 마련하는 것뿐만

하면서,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심화시켜 국내외 정책의 일치성을 지속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등 지역 협의체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

적으로 강화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히 제24차 NEASPEC 고위급 회의에서 여러 회원국과 ‘2021~2025 동북아청정대기

2020년 11월 14일 ‘한·아세안 탄소대화 워크숍’을 화상 개최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향

파트너십(NEACAP: North-East Asian Clean Air Partnership) 작업계획’을 채택해
NEACAP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하는 데 기여했다.

후 탄소를 주제로 한 대화를 발족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아가 12월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신설

2) 글로벌 환경협력

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기후 분야에서 양측 간 정책·기술적 협력을 강
화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 생태계, 해양, 유해폐기물 및 화학물질, 산림과 토
지 분야 등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으며 각 분야에서 160개 이상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
이 유엔, OECD 등의 지원 아래 발효돼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국제환경협약
에 가입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화학 및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관리 및

4 환경협력 강화

해양환경 보전 등 전 지구적 환경 이슈 논의와 대응에 동참해 왔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수의 국제환경 회의가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미세먼지, 생물다양성과 같이 초국경적 이슈가 대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물다양성 협약 등 주요 국제 이슈 논
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환된 상황에서도 2020년 9월 G20 환경장관회의, 12월 UNESCAP 환경개발위원회
등 다자 환경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2020년 3월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를 개정하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공포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노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1)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생물다양성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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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Convention on Biodiversity)을 중심축으로 진행되며, 2020년 생물다양성전략
계획(Aichi Biodiversity Target)이 종료된 이후 10년간 적용될 ‘생물다양성전략 Post2020’의 수립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전략에 다양
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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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 의견을 수립·제출하고 있다. 또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BD
제2차 특별당사국총회(본회의: 11.16~19, 속개회의: 11.25~27) 및 부속기구 온라인회의
(9.15~18)에 참가하는 등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참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최근 국제무대에서 주요 환경의제로 대두되는 해양폐기물,
특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자 2020년 11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제4차 해양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특별전문가그

2022년에는 UNEP과 함께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

1 북극권과 국제협력 강화

으로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북극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수립 이후 2018년 7
월 제2차 북극정책 기본계획인 ‘북극 활동 진흥 기본계획(2018~2022년)’을 채택하고
북극권 국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3년 5
월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이후 북극이사회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적
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북극이사회 협의에 적극 참여
했다. 북극이사회 고위관료(SAO: Senior Arctic Officials) 회의(11.17~19) 및 6개 워킹
그룹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사업 참여 보고서를 북극이사회에 제출
(12.1)해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활동을 공유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극권 국가와 양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극협의회를 지속적
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러시아와 제4차 한·러시아 북극
협의회를 개최(11.19, 모스크바)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북극항로, 조선, 북극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북극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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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극권 7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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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외교

대사들이 참여하는 북극 클럽(Arctic Club in Korea)을 결성(1.22)해 북극 관련 협력
을 제고했다. 12월 7~11일에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북극협력주간을 주최해 학계·재
계·일반 대중의 북극 협력에 관한 인식을 제고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2월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안전
과 삶의 질 향상’을 최종 지향점으로 설정해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우주개발 선진국 및 국제사회의 우주개발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주요 관계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주 분야 주요 회의가 취소됐으나 이런 상황에서

2 과학기술외교

도 우리 정부는 제57차 유엔 외기권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UN COPUOS: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과학기술소위(2월) 및 NASA 청

외교부는 2019년 10월에 발표된 ‘포용적 혁신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전략’의 이
행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운영해 오던 과학기술 해외거점 공

련 동향 파악 및 과학기술 협력의제 발굴·추진 등으로 강화했다.

개최(11월) 등 우주 분야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
연구소 등 우주 관련 국내 부처·기관 간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우주 상황 인식, 달 탐

또한 외교부는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및 표준화 논의가

사·국제우주협력 자문단, 위성정보 활용 등에 관한 주요 국내 부처·기관 회의에 적극

본격화됨에 따라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소기업 등 민간 분야 우주

Technological Policy),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Global Partnership

산업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on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주요 과학기술 분야 다자협의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관련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과학기술 외교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외교부는 제2회 아세안 지
역 인프라·스마트시티 담당관 회의(8월, 화상)를 개최해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KIND), 아세안 지역 공관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외교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백신·치료제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수급을 지원했다. 과학기술 해외거점 공관을 통해 과
학기술 선도국의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보건당국과 공
유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WHO, Gavi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글로벌 백신 공
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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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7.17, 화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다자주의 강화 방안 논의 및
회원국 유엔 주요 선거 당선 축하 공동성명 채택

믹타 학술 전문가 대화

9.18, 웨비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세계질서와 중견국 협의체 믹타의
역할에 대한 학술 교류 추진

믹타 정상급 공동발언 시행

9.21, 화상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계기 중견국 간 단결·연대·
협력 메시지 발신

제1차 여성가족담당 장관회의

10.8, 화상

코로나19 상황 속 양성평등 도전과제와 정책 경험 공유 및
향후 정책 방향 논의

제1차 외교·보건 고위관리회의

11.26, 화상

국제보건 체계 강화 및 믹타 공조 방안 논의

제6차 국회의장회의

12.17, 화상

국제보건 위기, 세계평화와 안보 등 국제사회 주요 이슈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믹타 내 보건·여성·개발 등 협의 채널을 신설
해 회원국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믹타의 국제무대 가시성을 제고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2월 호주로의 의장국 인계를 앞두고 우리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

1 믹타(MIKTA)

를 견인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한 해 동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

발표했다. 또한 2차례의 외교장관회의, 3차례의 고위급회의, 1차례의 국회의장회의 등

2 한·중앙아 협력포럼

각급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지속했다. 특히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는 처음으로 믹타를 대표해 공동발언을 함으로써 믹타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포괄적인 교류협력과 우의 증진을 위
한 다자협력의 장이다. 2020년 제13차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2020년 믹타 관련 주요 행사

행사명

일자/장소

주요 내용

제16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2.7, 멕시코시티

공동 코뮈니케 채택 및 우리나라로 의장국 인계
※ 전 의장국(멕시코, 2019.2~2020.2) 주최

제8차 믹타 고위관리회의

4.16, 화상

믹타 내부 협력사안 논의

제9차 믹타 고위관리회의

6.10, 화상

외교장관회의 준비 및 협력사안 논의

혼합 방식으로 11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제1차관이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해 한·중앙아시아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13차 포럼에서는 공공보건, 원격교육, 방역표준화, 기후변화 대응 등 4개 주제별 회
의를 통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향후에는 포럼을 외교장관급으로 격상해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중앙아시아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다. 포
럼 다음 날인 11월 26일에는 ‘제1차 한·중앙아 온라인 경제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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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안보 분야 등에서 양측 간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
탄 외교장관들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실질협력,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
북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앙아시아 외교장관들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병석 국회의장
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교역·투자, 자원개발, 에너지,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 한국과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
기를 희망했다.

3 한·비세그라드그룹(V4) 협력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비세그라드그룹(V4: Visegrad Group)은 1991년 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 비세
그라드에서 상호 우호협력 증진 및 EU·NATO 가입 등을 목표로 설립된 중유럽 4개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간 지역 협의체이다. 비세그라드그룹은 우리나라
대EU 수출의 약 28.3%를 차지하는 등 EU 내 최대 수출시장이자,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외교부는 비세그라드그룹 회원국과 코로나19 대응협력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 6월 5~11일 비세그라드그룹 4개
회원국과 연쇄적으로 한·비세그라드그룹 차관보 양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
에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측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수적인 교류협력
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비세그라드그룹 측은 자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가 증진되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도 자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보건 및 ICT,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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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 평화 활동 참여

제2절

국제 평화·안보 증진에
기여

(1) 유엔 평화유지 활동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공병대대(상록수부대)를 파견한 이래 유엔 평
화유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2020년 12월
기준 582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주요 병력 공여국이다. 2020년 12월에는 유엔레
바논임무단(UNIFIL)에 소속된 동명부대와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에 소속된 한
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 병력 파견 현황
(2020년 12월 기준 5개 임무단, 582명 파견)

1 우리의 대유엔 외교활동

구분

인원
UNIFIL(유엔레바논임무단) 동명부대

275

UNMISS(유엔남수단임무단) 한빛부대

280

UNIFIL(유엔레바논임무단)

4

UNMISS(유엔남수단임무단)

7

부대 단위

1)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참석

UNMOGIP(유엔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8

연설에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의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

MINURSO(유엔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3

라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다자주의가 우리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한 ‘모두를 위

UNAMID(유엔수단 다르푸르임무단)

1

UNMISS(유엔남수단임무단)

4

개인 단위

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통해 가능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백신 보급 등 코

경찰

로나19 대응, 경제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는

소계

개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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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기조

582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감염병 등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유엔 75주년을 기념해 열린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믹타 의장국

또한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유엔 평화유지 활동 예산 의무분담률이 2.267%로 상
승하면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 분야 세계 10위 재정 공여국이 됐다.

자격으로 유엔에서 처음으로 정상급 공동발언을 실시해, 유엔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

우리나라는 병력과 재정 기여에 더해 평화유지 활동 관련 논의 주도에도 앞장서고

전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유엔 중심의 다자협력을 증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 분야 주요 장관급 회의체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

했다.

회의(UN Peacekeeping Ministerial)의 차기 2021년 회의를 국내 유치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평화유지 활동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기여 방안을 결집하고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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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이다. 특히 우리의 강점 분야인 기술 및 의료역량 강화를 회의 주요 테마로 선정

UNV 청년봉사단 파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UNV 전문봉사단 20명과

함으로써, 우리의 국제 평화 기여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해당 분야 논의 선도국으로서

UNV 청년봉사단 30명이 파견됐다.

의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제기구인사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기구 인사담당자

(2) 유엔 평화구축 활동

를 초청해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레쉬(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발생 이후뿐 아니라

특히 2020년 11월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10개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을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 회복과 재건 과정에서 법치 확립, 민주주의와 인권 증

초청해 제13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

진, 화해를 위한 대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를 추구

는 우리 국민에게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의 기

하는 평화구축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구별 채용·인사제도, 주요 업무, 이력서 작성 등 지원 요령 설명 및 질의응답 외에도 일

우리나라는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2019~2020
년 및 차기 2021~2022년 위원국으로서 유엔의 평화구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일 모의면접 등 참석자에게 친화적인 비대면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유엔 평화구축위원회는 평화구축 활동과 관련해 유엔안보리, 유엔총회 및 경제사회이
사회(ECOSOC)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기관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의장국 수
임 및 2018년 부의장국 활동에 이어 2020년 5번째 위원국을 수임해 유엔 내 평화구축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구축 이슈의 유엔 내 주류화에 기여했다.

3 국제기구 분담금법 제정

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증대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2017년 국제기구 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를 신설해 매년 각 부처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공유해 왔다.

우리 정부는 우리 청년과 전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근무경험을 제공하기

이러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이재정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위해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유엔봉사단(UNV: UN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Volunteers)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유엔사무국,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세계기상기

이 법안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를 외교부 소속 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해 향후

구(WMO), 국제형사재판소(ICC),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 다양한 기관에 근무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가 중복 없이, 국가이익과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할 JPO 20명이 선발됐다.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문 분야 경력을 갖춘 인재에게 유엔 현장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는 UNV 전문봉사단 파견 사업과, 청년 인재에게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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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터키, 리비아 등 28개
국가의 인권상황을 심의했다. 우리는 2차례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심의 대상 회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동참

원국의 국내 인권상황과 국제인권규범 등을 고려해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 권고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2020년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북한, 미얀마, 이란, 시리아, 크리미아 등 5개의

나간다는 기본 방침 하에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

국별 인권 결의를 포함해 여성, 아동, 난민 보호 등 인권·사회 분야에서 총 51개의 결의

참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북한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

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인권최고대표, 인권이사회 의장, 유엔난민최고대표, 미얀마

2월 말 시작된 제43차 인권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6월에
재개됐다. 인권이사회는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코로나19

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등에서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위협으로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북한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예방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3)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노력

2020년 11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됐는데, 이
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및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유의’한다는 기존 문안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운영이사회(Governing

‘강조’한다는 표현으로 강화됐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제한 조치도

Council) 이사국이자 집행위원국으로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에 부합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적극 동참했으며, 민주주의 공동체와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sia Democracy

고관과의 상호대화에도 참여했다. 정부는 인권이사회 중 상호대화에서 코로나19의 지
역 내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
명했다.

Network)가 주관하는 ‘온라인 카트만두 민주주의 포럼’ 개최(2020년 11월) 등을 지원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하기 위
해 2013년 이래 인권이사회에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상정해 국제사회의 지지 하
에 컨센서스로 채택돼 왔다. 2020년 9월 제45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2)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의 활동

서 지방정부의 인권 중심 대응의 중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결의안을 상정했
으며 이는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와 총회의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4) 글로벌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2020년 인권이사회에서는 총 97개의 결의와 32개 결정이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그
중 47개의 국별·주제별 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인권 증진을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232

2020년 4월 20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유엔난민최고대표와 통화하고 유엔난민기구
(UNHCR)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 정부
는 글로벌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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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UNHCR에 2,000만 달러 이상을 공여한 국가 모임인 ‘UNHCR 2,000만 달러

커니즘 핵심 기관인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우리나라 인사가 2021~2024년

공여국 클럽’의 일원으로 참여해 UNHCR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임기 위원으로 진출했다.

5) 분쟁 지역 성폭력 철폐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
우리 정부는 분쟁하 성폭력 철폐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18년

5 국제 원자력・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출범시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에서 2020년 11월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

1) 국제 원자력・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노력 참여

국제기구, 학계, 시민단체,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분쟁
하 성폭력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 국제 원자력・군축비확산 체제 논의 주도
우리 정부는 다양한 원자력·군축비확산 관련 국제 협력체 및 기구의 의장을 수임하

6) 취약계층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외교적 활동

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비확산 모범국으로 성장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8~2021년 ARF 군축·비확산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 2019~2021년 핵군축환경조
성(CEND: Creating an Environment for Nuclear Disarmament) 실무그룹 의장국,

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당연시되기 위한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 및 접근성 확보의 필

2019~2021년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효과적 조약 이행 실무그룹(WGETI:

요성과 코로나19 상황하 장애인에 대한 긴급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

Working Group on Effective Treaty Implementation) 의장국을 수임했다.

했으며, 호주가 주도한 믹타 공동발언에도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우주 안보, 자율살상무기 등 신형 도전과 관련된 국제 군축비확산 논
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2020년 제75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

7) 국내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등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라를 포함해 우주안보 유사입장국(영국, 미국 등 9개국) 공조하에 ‘책임 있는 행동 규
범, 규칙, 원칙을 통한 우주 위협 감소’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자율살상무기 정부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방한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인권최고대표는 제44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모범사

문가그룹 및 외기권군비경쟁방지 정부전문가그룹(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등 특정 군축 주제에 관한 핵심 국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국
제사회의 관련 규범 형성에 기여했다.

례로 소개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코로나19와 인권에 대한 각국 의견 및 정보 제

아울러 우리 정부는 2019년도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청년과 군축, 비확산’ 결의를

출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하 인권 보호 조치를 설명하는 서면 자료를

우리 단독 결의안으로는 처음으로 상정·채택한 이후, 유엔 사무총장 군축 의제 중 청

제출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권 이슈에 대한 특별절차의 질의 사항에 대해 성

년 관여 주도국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이 결의안의 후속 조치로서 외교부는 국내 청년

실히 응대했으며, 앞으로도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대상 2020 모의 핵비확산조약(NPT) 회의(7.10)를 개최한 데 이어, 제19차 한·유엔 군

한편 우리나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가입(1990년) 이후 최초로 유엔 인권 메
234

축·비확산회의(12.2~4)를 계기로 우리나라 및 유엔의 군축·비확산 청년 대표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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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충실한 이행

우리나라는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주최 이래 국제 핵안보 선도국으로 인정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받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6년 12월 개최된 제2차 국제원자력

왔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및 전문가패널 등과 긴밀히 공조함과 동시에 국내

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국을 수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관련 현황을 수시로 점검

한 데 이어, 2020년 2월 제3차 핵안보 국제회의에는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해 국

했다. 또한 다양한 양·다자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

제 핵안보 체제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우리의 기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우

사회의 공조 노력에도 적극 참여했다.

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의 핵안보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 입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세안 국가 대상 핵감식 워크숍(1.8~9, 서울)을 통해 아

장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북한제재위원회 및 주

세안 국가의 핵감식 협력 수요를 식별했고, IAEA와 함께 핵감식 지역훈련과정(RTC:

요 위원국과 긴밀히 협력했다. 북한제재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자연재해 등 긴급한

Regional Training Course)을 조직해 2022년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면제를 승인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30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규정한 이행지원 안내서(IAN 7)를 개정·발

(2) 국제사회와의 공조

표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 공통의 국제 의제를 논의하는 유엔 및
다자 군축·비확산 회의체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

2) 국제 원자력·군축비확산 네트워크 강화 및 아웃리치 활동

고 있다. 특히 군축 분야 유일의 다자협상 포럼인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우리 정부는 유엔군축실(UNODA: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모색하는 스톡홀름 이니셔티브(2월, 6월) 등 고위급회의에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Affairs)과 공동 주관으로 제19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12.2~4)를 화상으로 개최

우리 입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

했다. 참석자들은 우주안보, 극초음속 무기, 자율살상무기, 생물무기 등 4가지 분야를

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변화하는 국제안보환경하에서 국제 군

중심으로, 신기술이 국제안보 및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축·비확산 체제의 중요성과 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논의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원자력 활용 기술을 이용한 감염병 대응 등 IAEA의 역할 확대

다자 군축·비확산 외교활동 강화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는 독일(6.24), 인도(8.20),

노력에 발맞추어, 2020년에는 IAEA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호주(11.12) 등 주요국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국제 현안 공조를 위해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특별기여금 30만 달러를 제공했고, IAEA가 동물원성 감염병

양자 네트워크를 강화·확충했다. 특히 외교부는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관한 한·미

통합대응을 위해 출범한 사업(ZODIAC: Zoonotic Disease Integrated Action)에도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제3차 한·미 우주정책대화(7월)를 개최했다.

100만 달러를 기여키로 하는 등 우리의 기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이래 매년 IAEA와 고위급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WA),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상황에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IAEA 안전조치 담당

(MTCR), 호주그룹(AG) 등 4대 다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민감 품목 및 기술의

사무차장을 수석대표로 제9차 회의(11.3, 서울)를 대면 개최해 양측 간 협력을 심화하

국제적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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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2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27차 OSCE 각료이사회에는 다자외교조정관이 참
석해 코로나19 관련 동북아 지역의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을 소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1) 다자 안보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국제안보 논의 참여
우리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다자 안보기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3) 뮌헨안보회의

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뮌헨안보회의 등 국제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제안보

강경화 외교장관은 2월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6차 뮌헨안보회의 전체 세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

션에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패널로 참석했다. 강 장관은 이 회의에서 다자주

고해 왔다.

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회의 참석 기간 중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12개 주요국 외교장관 및 유

(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엔 평화유지활동(PKO) 담당 사무차장, WFP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열어 우리 정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글로벌

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

파트너 국가로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제11차 한·NATO 국장급 정책협의회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

2) 국제 테러 및 해적 대응

협의회를 통해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 유럽 지역 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정부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리즘은 근절돼야 하며, 어떠한 형태

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및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등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

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국제사회의 대테러 공조에 적극 동참하

고 NATO 측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고 있다.

(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1) 대테러 협력

우리나라는 정치·군사안보, 경제·환경안보, 인간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

우리 정부는 유엔 대테러실(OCT: Office of Counter-Terrorism)과 함께 스포츠

괄적 안보’ 개념에 기초한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경기 보안 E-플랫폼 구축 사업 및 국경보안관리 강화사업을 추진했다. OCT가 주최한

Europe)의 아시아 협력 동반자국으로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사이버안보 등 주요 분

화상 대테러 주간(7.6~10)에는 우리 국제안보대사가 참여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폭

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력적 극단주의와 혐오 발언을 포함한 테러리즘 위협을 논의했다.

특히 OSCE와 아시아 협력 동반자국 협력 25주년을 맞이한 2020년 10월에는

2020년 10월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모니터링팀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테러 위협,

한·OSCE가 공동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한 다자 차원의 대응’을 주제로 하는 OSCE 아

외국인 테러 전투원, 안보리 제재 이행 현황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시아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환경 및 보건안보

대테러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등 유럽과 아시아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초국경적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방안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을 모색했다.

Force)의 연중 3차례(2월, 6월, 10월) 총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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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한·중·일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실시해 3국 간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을 퇴치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미국과는 신남방-인도·태평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청해부대를 파견했다. 청해부대는 연합해
군사령부(CMF: Combined Maritime Forces)와 EU 연합해군의 해적 퇴치 작전에 참
여하는 등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에 동참했다.

양 전략 연계 실무협의체의 일환으로 사이버안보 역량강화협의회를 8월에 진행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ARF, OSCE 등 지역협의체 차원에서 전개되는 사이버안보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1월에는 ARF ICT 안보 연구그룹회의(OESG: Open Ended

외교부는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서·

Study Group)에 참석해 유엔 등 다자 차원과 지역 차원의 연계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

중부 아프리카 해상보안 신탁기금에 9만 달러를 기여했다. 이 기여금은 해적 사건이

환했다. OSCE와는 사이버 기술을 비롯한 신기술이 국제안보와 테러리즘에 미치는 영

빈발하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해적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제

향을 주제로 한·OSCE 신기술안보회의를 10월에 공동 개최했다.

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3)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
초국경적 사이버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
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 수법도 점차 고도화·다
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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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하
고 유엔, ARF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1) 다자 차원의 사이버안보 협력
우리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지
속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신설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 산하 정보안보 개방형 워
킹그룹(OEWG: Open-Ended Working Group) 회의에 적극 참여 중이며, 더욱 안전
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사이버 국제규범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오고 있다.

(2) 양자 및 지역 차원의 사이버안보 협력
우리나라는 주요국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3자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2020년 1월에는 영국, 11월에는 EU 및 싱가포르와 사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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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SDGs 다주체 포럼(North-East Asia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1.3~4) 등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 속 우리 정부의 SDGs 이
행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협업해 개최한 ‘제3차 열린 SDGs 포럼(11.24)’
에서 국내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시대의 개발재원 정상회의(Meeting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Financ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9.29)’
에 국무총리가 참석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상황 속 국제사회의 지
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공유했다.

1 개발협력 분야 국제적 노력에 기여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국무총리, 코로나19 시대의 개발재원 정상회의 발언
(2020.9.29, 화상)

외교부 제2차관, 제3차 열린 SDGs 포럼 축사
(2020.11.24, 국회)

Goals)1)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국제사회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활동 등 국제사회의 개발 논의 기여

의 SDGs 이행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 지원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9월 OECD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공동체의

국제사회의 SDGs 이행 점검 과정의 일환으로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공동의장직을 수임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5.20),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

Committee) 부의장으로서 OECD 내 개발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2020년

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7.14~17), 동

11월 3년 만에 개최된 OECD 고위급회의(HLM: High Level Meeting)에 참석해 코로
나19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녹색 회복(Green Recovery)을 위한 협력 방
안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기여 노력을 소개했다.

1)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17가지 목표로, 2015년 9월 유
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극심한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발전을 주로 다루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한걸음 더 나아
가 SDGs는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를 위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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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G20 차원의 개발협력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총 3차례에 걸친 G20
개발실무그룹(DWG: Development Working Group) 회의에 참여했고,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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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개최된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에

여성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14개 정부의 협력으로 출범한 여성기업

대한 G20의 지원문서’ 채택에 기여했다. 특히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가기금(We-Fi: Women Entrepreneurs Finance Initiative)의 공여국으로서 기금운영

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코로나

위원회(Governing Committee)에 참여하고 있다.

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다주체 협력체인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논의에도 선도적 역
할을 하며 적극 참여했다. 파트너십 출범 이후 2015년 7월까지 역임했던 운영위원직을

2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 체계 강화 노력

2019년 8월 재수임해 공여국 대표로 GPEDC 운영위원회의에 참석(5월, 12월)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주관기관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익에 기여하는

Initiative)를 통해 분기별로 개발협력 정보를 공개하는 등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

개발협력’ 과제의 소관 부처로서, 국제 개발협력 추진 체계를 더욱 체계적·통합적·효율

제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시민사회·학계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다.
외교부는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

3) 주요 선진공여국과 협력

회’를 운영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민간전문가단의 무상원조 사업 심의 참여를 통해
이 협의회의 사업 심사·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2017년 6월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사업 전 과정의 투명

수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해 오고 있다. 2019년 10월 미국과 체

성 제고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2018년 이후 재

결한 개발협력 MOU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공관의 ODA 사업 상시점검 및 결과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과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는 현지 ODA 사무소(KOICA, EDCF 등) 및 현지에서 활동 중인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간 작업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ODA 현지 협의체’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ODA를 추진 중이다.

Institute)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신남방 지역에서의 한·미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

아울러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 지원을 위한 ODA 사업도 추진하고

했다. 2019년 12월 개발협력 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한 호주와는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있다. 2018년 8월에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무상원조 분

지원 현황 등을 교환하며 협력 기반을 다졌다. EU 및 영국과는 제16차 한·EU 공동위

야의 ODA 지역 전략인 ‘신남방 ODA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남방

원회(1.21), 한·영 장관급 전략대화(9.29) 등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역에 대한 무상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으며, 2020년 예산으로는 2019

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양측 간 대표적인 협력 성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

년 대비 45% 증액된 총 2,74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신북방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

다. 일본과는 과장급 협의(1.22) 등 실무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개발협력 정책 논의를 지

해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ODA 예산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0% 증액된

속했다. 특히 2020년 우리 정부는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개발협력 분야 협력 증진

총 708억 원을 편성했다.

을 위해 개발협력 기관 간 실무급 협의회(6월, 10월)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우리 정부는 2017년 7월 G20 함부르크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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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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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발협력위원회, 주관기관, 시행기관, 재외공관 등 주요 행위자 간의 기능을 명확히

병퇴치기금’을 출범하고,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국납부

했다. 특히 무상원조 분야의 전략 및 정책 수립, 심사와 조정, 이행점검 등을 주요 기능

금 1,000원을 모금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으로 우리 정부는 국

으로 하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신설 조항(법 제1조 3항 및 시행령 제9조)이 포함돼

제기구, 글로벌 보건기구 및 NGO 등과 협력해 3대 감염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및

있어, 무상원조 분야의 체계적·통합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

수인성 질환, 소외열대질환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퇴치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항공 수요가 감소하면서 출국납
부금이 70% 이상 급감해 예년 수준의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가 확산하며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진 일부 사업의 규모나 지출 시기를 조정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정부는 기금을 통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3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현황

참여할 수 있었다.
일례로 우리 정부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Vaccine Alliance)이 2021~2025

1) 대내외 개발협력 여건에 따른 ODA 지속 확대

년 사업 기금 조성을 위해 개최한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6.4, 화상)에서 국제
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Gavi에 3,000만 달러를 기여한다는 공약을 발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상승 및 국제적 위상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ODA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20년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에도 2020년 11월 신규 가입하고

ODA 예산은 3조 5,988억 원으로 2019년 대비 약 12%, 2012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300만 달러를 기여했다.

2) 양자원조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87~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잠정)

공적개발원조(ODA)

16,189.6

2,246.2

2,201.4

2,358.3

2,463.2

2,249.4

① 양자간 협력

11,563.1

1,548.5

1,615.0

1,734.5

1,857.0

1,763.9

•무상원조

7,030.5

985.0

1,033.9

1,131.0

1,170.8

1,165.6

•유상원조

4,532.6

563.5

581.1

603.4

686.3

598.3

② 다자간 협력

4,626.5

697.7

586.3

623.8

606.1

485.5

0.16

0.14

0.14

0.15

0.14

우리 정부는 주어진 ODA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4개 중점협력국(아시
아 11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중동·CIS 2개국)을 선정해 약 70%에 해당
하는 ODA 재원을 집중 지원했다.
우리나라 ODA 지역별 지원 규모

ODA/GNI (%)

* 2017년까지는 순지출(Net ODA: 당해 연도 지원 총액에서 유상원조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 2018~2020년은 OECD DAC 통계 보고 기

ODA 지원액(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잠정)

2016

2017

2018

2019

2020
(잠정)

아시아

685.6

715.0

724.2

876.3

819.5

44.3

44.3

41.8

47.2

46.5

아프리카

415.6

408.0

484.1

490.9

402.6

26.8

25.3

27.9

26.4

22.8

준 변경에 따라 증여등가액(지출액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
출처: OECD.Stat, 2020년은 OECD DAC 보고 통계

한편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 ‘국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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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176.7

170.7

188.7

134.6

8.9

10.9

9.8

10.2

7.6

65.9

71.5

78.07

82.7

62.6

4.3

4.4

4.5

4.5

3.5

8.9

11.6

16.1

15.9

14.3

0.6

0.7

0.9

0.9

0.8

-1.5

-4.1

2.0

7.5

7.0

-0.1

-0.3

0.1

0.4

0.4

236.2

236.3

259.4

195.1

323.3

15.3

14.6

15.0

10.5

18.3

1,548.5

1,615.0

1,734.5

1,857.0

1,763.9

100

100

100

100

100

* 2017년까지는 순지출 기준, 2018년 이후는 OECD DAC 통계 보고 기준 변경에 따라 증여등가액 기준
출처: OECD.Stat, 2020년은 OECD DAC 보고 통계

자원 관리 분야 등에서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력과 물자 지원 중심으로 원
조를 제공했다.

(2) 아프리카 지역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체 양자 ODA 지원액의 약
23%인 4억 260만 달러를 제공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아프리카 지역 주요 사업으로는
에티오피아 통합적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2019~2023년, 110억 원), 세네갈 미곡가치
사슬강화 2차사업(2020~2025년, 131억 원), 우간다 농업지도자 연수원 자립적 운영체

(1) 아시아·태평양 지역

계 구축 및 연수역량 강화사업(2021~2028년, 145억 원) 등이 있다.

2020년 우리 정부는 전체 양자 ODA 지원액의 약 47%인 8억 1,950만 달러를 아
(3) 기타 지역

원(V-KIST) 설립 지원사업(2014~2022년, 392억 원),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우리 정부는 2020년 전체 양자 ODA 지원액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인 1억

(2014~2021년, 163억 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 지능형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3,460만 달러를 중남미 지역에 지원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콜롬비아 메데인시 도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2019~2022년, 60억 원), 캄보디아 통합모자보건 증진

심지 교통기능 향상사업(2018~2021년, 148억 원), 파라과이 센트럴주 림피오시 보건의

사업(2017~2021년, 131억 원), 필리핀 퀴리노주 농업종합개발 2차사업(2018~2023년,

료체계 형성 및 1차의료 강화사업(2016~2022년, 158억 원), 볼리비아 고원 지역 건강

107억 원) 등 경제 인프라·보건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2017~2022년, 103억 원), 페루 ICT 기반 혁신단지 설

신북방 지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ICT 기반의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

립사업(마스터플랜 및 R&D 시범센터 구축)(2016~2020년, 114억 원) 등이 있다.

설 기반강화 시범사업(2016~2020년, 79억 원), 몽골 UNICEF 지역사회기반 기후변화
대응 WASH 사업(2019~2022년, 49억 원), 아제르바이잔 IOM 물공급시스템 구축 지

3) 다자원조

원사업(2018~2022년, 51억 원) 등 중점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나아가 키르
기스스탄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역량개발사업(2020~2024년, 59억 원), 타지키스

우리 정부는 주요 개발·인도지원 기구와 다자개발원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

탄 전력소외 지역 전력망 구축 및 보건환경 개선사업(2017~2021년, 69억 원), 투르크

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자원조 현장 활동

메니스탄 가스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2014~2021년, 66억 원) 등 일반 협력국에 대

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인도적 위기도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

해서도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신북방 대상 국가와의 개발협력을 강화했다.

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사업 간의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Nexus)’ 강화를 통해 인도적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기여를 지속했다.

(2016~2023년, 114억 원), 방글라데시 안질환 예방 및 치료역량 강화사업(2014~2023

또한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

년, 94억 원), 스리랑카 기술계 교사 양성 및 재교육사업(2015~2025년, 156억 원) 등

로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6월 출범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보건·직업훈련·공공행정 분야에 집중해 왔다. 오세아니아 지역은 기후변화 대응 및 수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분쟁하 성폭력 의제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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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사막의 메뚜기떼 출현 등 이상현상으로 식량위기가 심화

Fund)과 협력해 수단 다르푸르 지역 내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지원사업 등 성기반폭력

되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 4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다.

(Gender-based Violence)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UNDP, UNICEF,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의 집행이사

2) 취약국가 재건 및 평화구축 지원

국으로서 이들 기구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지속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
UNICEF 집행이사국(2021~2023년 임기)으로 선출돼 2006년 이래 6차례 연속 집행

우리 정부는 대표적 취약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의 지속가능한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UNDP, UNICEF, WFP,

2017~2020년 아프간 경제・사회 분야 지원 계획을 이행했다. WHO와는 코로나19 대응,

OCHA와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UNICEF와는 무력 분쟁하 아동 보호, UNHCR과는 난민 및 국내 피난민 재통합과 관련
해 협력하는 등 총 9개 국제기구와 포괄적으로 협력했다.

3) 해외긴급구호대 역량 강화
4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확대
우리 정부는 매년 진행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1)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현황

Team)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2020년 11월 화상으로 실
시했다.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파견 결정, 인력 동원, 물류 이동을 위한 관계
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국제동향을 공유했다.

입한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에 기반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도적 지

또한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체계 선진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례협의체를 운영

원을 시행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국내외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책임

하고, 구조팀·의료팀의 인력풀 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 등을 포함하는 ‘제5차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에 수행하던 필수 구호활동을 이어갔다.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장기화된 분쟁으로 인한 만성적 재난(시리아·예멘 등)과 대규모 자연재해
(호주 산불 피해 등)를 포함한 54건의 인도적 위기에 총 6,789만 달러 규모(코로나19 대
응 인도적 지원 제외)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만성적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해 WFP, UNHCR, UNICEF 등

5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추진

주요 인도적 기구와 협력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아
동·난민의 긴급한 수요 충족 및 복원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리아·요르단·레바논·예

우리 정부는 국내외 개발협력 논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민간 개

멘·이라크 등에서 난민 보호 및 지원, 식량난 대응, 여성 및 아동 보호 등의 사업을 지원

발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1월 ‘국제개발협력 분야

했다.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수립한 후 그 후속 조치로서 정책의 이행 방안을

이와 함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 다수의 긴급재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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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OECD DAC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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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27)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간 나아가
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국민(대학생) 기획 청년 대상 맞춤형 개발협
력 소통 행사를 개최(11.5~6)했고,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11.8)를 통해 성과를 홍보
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발협력 파트너십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88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스타트업·사회적기업을 지원했으
며,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통해 우리 국민 2,947여 명에게 ODA 사업 현장 경험과 개
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했다.

국제법은 대내외 여건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근간
이자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국제법의 준수·이행 및 새로운 국제법의 성안·발전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량 강화까지 국제법과 관련한 제반 현안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
써 우리의 대외관계와 외교활동이 충실한 규범적 기반에 근거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
국민 소통 행사
(2020.11.5~6, 서울 마로니에공원)

외교부 청사 외벽 현수막 게시
(2020.11.20~12.2)

을 집중해 왔다. 이와 함께 국제법 분야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에 한걸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1 2020년도 조약 체결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국제관계의 예
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조약을 체
결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19건의 조약을 체결했고 27건의 조약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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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많은 조약을 체결했다. 대표적으로 아
세안 10개국을 포함해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인도네
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
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교역 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단일 항공 시장을 형성한 EU와 수평적 항공협정을 체결해 한·EU

2020 해양법 국제학술회의(2020.12.3~4, 서울)

간 항공 안전 및 포괄적 항공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체코 및 르완다와도 각각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이집트, 몽골,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베트남 등과는 대외경제

우리 정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에 관한 약정을

Law of the Sea)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해 2020년 12월 3~4일 이틀간 대

체결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했

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Fifth International

다.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에서는 국제해양법에 바탕한 해양 환경보호 및
한편 우리 정부는 다자협약 가입·비준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국제규범 체제에 적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의에는 백진현 ITLOS 재판관(전 소

극적으로 참여했다. 2020년 2월에는 유해물질 규제 및 국제 환경보호를 위한 ‘수은에

장),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부소장을 비롯해 전·현직 ITLOS 재판관

관한 미나마타협약’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개정’이 각

및 전문가, 국내외 학계 인사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한국과 ITLOS 및 해양법 학계 간

각 발효됐다. 2020년 4월에는 배우·무용수 등 시청각 실연자의 국제적 권리 보호를

의 학술적·인적 교류를 다시 한번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로마규정 성안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과정에서부터 주요 당사국으로서 다방면에서 ICC의 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특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히 2020년 9월에는 한국 출신 권오곤 당사국 총회의장의 주도 아래 ICC 및 로마규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비준했다.

정에 대한 독립전문가 검토(IER: Independent Expert Review)가 완료돼 ICC의 효
율성을 증진하고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8~2020년까지 ICC 당사국총회 이사국으로 활동한 데 이어 2022~2023년 임기 이
사국으로 재차 선출됐으며, 우리 감사원은 최초로 2021~2024년 ICC의 회계감사를 수

2 국제규범 형성 과정 참여 및 국제법 관련 국제기구 활동

행하는 외부 감사기관으로 임명됐다.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진행 중인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외교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법과 관련한 다양한 국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문서’ 성안 논의에도 관계부처 합

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했으며 우리나라 국익을 바탕으로 전문적 논리와 축적된

동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우리 측 협정 문안을 제

경험 제시, 컨센서스 구축을 위한 교섭 노력 등을 통해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했

출했으며, 회기 간 회의 등에 지속 참석해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세부 논의에 적극 참

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 성안 관련 논의에 정부 대표단이 적극 참여하고 우리 전문

여했다.

가의 국제법률기구 진출을 지원했다.
254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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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 관련 표준 및 권고사항 제·개정 등 이사회의 논의에 우

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국익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한반도 주변 수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해양국익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ICAO 이사회에 구성된 ‘민간항공 회복 TF(CART: Council

특히 2014년 7월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Aviation Recovery Taskforce)’의 정식 멤버로 참여해 코로나19 관련 항공산업의 위

을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5년부터 공식 협상을 진행해 왔

기 극복을 위한 논의에 기여했고, 우리의 항공방역 경험을 다른 ICAO 이사국에 소개

다. 2020년까지 2차례 차관급 공식 회담 외에도 7차례 국장급 회담 및 과장급 협의 등

하는 등 모범 관행 확산에도 앞장섰다.

을 개최하면서 꾸준히 논의의 진전을 이루어왔다. 2020년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상황

2020년 10월에는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39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연례총

에서도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7차 국장급 회담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해 협상 동
력을 유지하고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회에 참석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조치, 우리나라 선박의 활동 승인, 해양보호구역
(MPA: Marine Protected Area) 지정 등과 관련한 논의에도 참여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2020년 제30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 적극 참여
해 ITLOS,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대륙붕한계위원회

4 동해 표기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등에 대한 우리 측 기
여 및 활동을 소개하고, 해도 및 지리적 좌표목록 기탁 관련 가이드라인 등 해양법과
관련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우리 정부는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동해 표기 필요성
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했다.
정부는 2020년 11월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개최 예정이던 총회 및 이사회 2차 회의는 서면 회의로 대체돼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Hydrographic Organization) 총회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각 해역에 명칭 대신 고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개발규칙 제정 등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개진했다.

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표준(S-130)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S-23의 미래에 관한 비공식협의 결과보고〉가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보고서상 제안들이 회원국의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IHO는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을 사실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로

3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 교섭

써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는 동해 표기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주변의 해양질서를 확립하고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외교 현안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해 국립해양조사원 등 유관부처 및 동북아역사재단 등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체제가 성립된 이후 한반도 주변의 배
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과 대륙붕에 대한 주변국의 권리가
서로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해 유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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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법 이해 제고와 역량 강화

외교부는 국제법 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국제법 실무 전문성을 강화
했다. 또한 국제법의 국내 저변 확대와 국가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법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및 국내 국제법 학회와 각종 협력사업
을 시행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국제법 저변 확대 차원에서 2020년 10월 제12회 국
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으며 11월에는 제20회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를 개최
했다.
또한 계간지 〈국제법 동향과 실무〉를 발간해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제사
법기구의 최신 판결과 조약 체결 동향, 국제회의 논의 동향, 시의성 있는 국제법 논문
등을 소개했다.
한편 독도 영토주권과 동해 표기에 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총 24회의 정
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각급 학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
고 독도·동해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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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설문조사에서는 71.2%가 설명회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외교부는 더 직접적인 대국민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국제법 타운홀 미
팅을 기획해 국제법에 관심이 많은 국내 대학의 국제법 연구자, 학생 등과 직접 만나
국제법 관련 현안 정보와 의견을 적극 교환해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
회(서울대학교)만 개최됐다.
아울러 외교부는 대표 홈페이지의 ‘국제법 소통’란을 통해 정부 인사 및 학계는 물
론이고 일반 국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요 국제법 논의 동향과 행사 정보를 알리
고 있다. 2020년에는 정부조사단 남극 세종과학기지 방문 점검 결과, ICC 제18차 당사
국총회 결과, ‘국가책임관련 국가승계’에 대한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특별보고관 4차 보고서 내용 등 총 16건의 정보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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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통합적·창의적인 공공외교 추진

아울러 기관 간 협업이 늘어나는 성과도 있었다. 예를 들어 다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영문판 〈All about Korea’s Response to COVID-19〉를 발간해 K-방역의 성과를
해외에 소개했고, 국가보훈처와 외교부가 협업해 22개국의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2020년 12월 21일 제2차관 주재로 범정부 공공외교 통합·조정 기구인 공
공외교위원회 제4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코
로나19 상황 속에서 거둔 공공외교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으며, 재외공관 및 부처, 지자
체가 실시한 공공외교 사업 중 우수사례도 선정했다. 아울러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공공외교 분야에서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2021년 공공외교 사업 예산을 2020년 예산 약 315억 원 대비 23% 증가한 규모인 약
389억 원으로 확대했다.

1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분야와 공공외교 협력 강화
1) 공공외교 체제 강화
외교부는 지방외교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17개 광역자치단체에 18명의 국제관계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외교부를 비롯해 각 정부 부처가 추
진해 오던 공공외교활동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의 공공외교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발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지자체별 코로나19 대응 국제교류 데이터를 통
합해 공유함으로써, 우리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 노하우와 관련해 해외 지자체와 원
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외교 사업을 발굴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외교부는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도모하고 민간을 통해 공공외교의 저변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기관에서 마스크, 진단키트와 같은 방역물자를 취약국에 지

확대하기 위해 민간 공공외교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4개 민간

원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웨비나 개최, 영문 자료 및 동영상 제작 등의 방식으로 우리의

단체(한국·아랍소사이어티, 한중남미협회,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한중문화우호협회)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를 지원했으며 한·중동, 한·중남미, 한·중 간 영화제와 문화제, 문화강좌 및 한·중 비즈

사업 내용뿐 아니라 사업 추진 방식도 다변화했다. 각 기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추진이 어려워진 대면 사업을 발빠르게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니스 전략포럼, 한·중여성지도자 포럼 등 다양한 교류 행사를 개최해 공공외교를 통한
민간 교류 확대에도 기여했다.

전 세계인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 문화와 정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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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존의 대면 행사 위주 공공외교 추진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팬
데믹 시대에 대비해 해당 지역에 최적화된 공공외교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부는 정책공공외교의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지역 우리 대사관
을 거점 공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소재 총영사관과 공공외교 관련 정보와 콘텐츠
를 공유하는 협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주미국 대사관을 거점 공관으로 처
음 지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2020년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관으로 확대했다.

2 창의적 공공외교 추진

미국에서는 2020년 2월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후 한국 문화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북미 지역 내 한국 문화의 영향력 확대’를 주제

1)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로 4차례 웨비나를 개최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 전문가들의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재미한인여성과학자협회(KWiSE: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공공외교 추진에 제약이 따를 것에 대비해 공

Korean-American Women in Science & Engineering)와 함께 2차례 웨비나를 개최

공외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KOREAZ’로 통합·개편하고, 웨비나 개

했다.

최 및 디지털 콘텐츠 활동 등 비대면 아웃리치를 적극 실시했다. 제5차 한·미 전략포

중국에서는 주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출장소 등 9개 재외공관 간 협업체계를 마

럼(6.24~26), 제1회 한·유럽 싱크탱크 정책대화(8.31~9.1), 믹타 전문가 대화 학술 세

련해 정책공공외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우리 기업의

미나(9.18), 제2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10.6) 등을 웨비나로 개최했으며,

중국 내 사회적 책임(CSR) 프로젝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홍보했다.

6.25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한·미 간 파트너십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인 ‘Enduring

주일본 대사관과 여러 총영사관은 한·일 국민 간 미담 사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인도 일본대사관의 도움으로 백혈병 치료를 받은 한국 어린이의 일화를 담은 애니

Partnership’과 한·미 관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US-South Korea Relations’ 등을 제
작했다.
또한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모멘텀을 활용해 ‘TRUST’ 캠페인을 전개

흥위원회에서 특별기획한 프로그램인 ‘백년의 선물’을 일본어로 번역해 홍보에 활용

(PPT, 동영상, 카드뉴스 등)하고, 해외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K-방역 동영상을 제작, 한

했다.

국의 선진 의료체계 및 시민의식을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러시아에서는 범러시아 지역 공관 합동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한국의 코로나19 대

와 협력을 촉구했다.

응 성과를 알렸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Stay Strong’

특히 국내외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Stay Strong’ 글로벌 연대 캠페인

캠페인을 추진했다. 아울러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을 전개해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의식 강화에 기여했다. ‘Stay Strong’ 캠페인은

공유했다.

국내외 유명 인사 및 주한 공관,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128개국으로

한편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전략적이고 긴밀
하게 논의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공외교 환경이 유사한 지역 및 문화권별로 공공외

확산됐으며, SNS상 100만 회 이상의 ‘좋아요’ 반응을 기록했다. 또한 주요 언론에 700
여 건 이상 기사화되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교 담당관 회의를 연례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중동 지역 내 16개 재외공관이 참
여해 중동 지역 공공외교 담당관 회의를 개최(6.16~17)했다. 담당관들은 코로나19 확산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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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외교 계기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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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Strong’ 캠페인 로고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국가 간 이동이 극히 제한되고 대
‘Stay Strong’ 캠페인에 참여한 강경화 외교장관

면 행사 개최가 어려웠으나 20개 국가(26개 공관)에서 50여 건의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했다. 기존 대면 행사를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고,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 양국 관계 다큐멘터리·사진집 제작, 랜드마크 활용 홍보(체코 프라하 성

2) 풍부한 매력 자산을 활용한 문화 공공외교 추진

과 트램, UAE 부르즈 할리파 빌딩, 호주 도시철도 등), 온라인 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해 양국 외교관계 수립의 의미와 협력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

(1) 한국주간행사

히 6.25전쟁 발발 70년을 주요 외교 계기로 삼아 외교부-국가보훈처-국방부-식약처 협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선진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친한(親韓) 분위

업사업으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의 6.25전쟁 참전용

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정무·경제·문화가 융·복합된 종합 공

사 및 유가족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전달했다.

공외교 행사인 ‘한국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
면행사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세계 100여 개 재외공관에서 전통예술 공연, 한

(3) 국내 기반 공공외교 사업

복 패션쇼, 영화제, 케이팝(K-Pop) 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외교부는 한국 거주 외국인의 한국의 역사, 전통, 가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

인에게 다가가는 공공외교를 전개했다.
2020년 주미얀마 대사관에서는 미얀마어 자막을 추가한 한국 영화를 온라인 전

기 위해 국내 기반 공공외교 사업인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를 추진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해 11개국 주한 대사관의 공공외교사업 담당자를 초청해 코로나19 시대

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다.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에서는 제3회 코리아 페

공공외교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는 ‘공공외교 정례협의회’를 개최(7.24)했다. 또한 ‘한

스티벌을 열고 한·러 문화 토크쇼 등 총 15개 분야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해,

국 탐방’ 행사의 일환으로 주한 외교단, 국제기구 종사자,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

한·러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주토

상으로 온·오프라인 한국 이해 강좌(8회) 및 대면 문화교류(5회) 행사를 실시했다.

론토 총영사관에서 열린 한국주간행사에서는 한국 예술 주간, 한국 영화 주간, K-POP

이에 더해 국내 거주 외국인 홍보대사인 ‘대한민국 알리미’ 20명을 선발해 그들의

Night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온타리오주의 ‘한국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고 다채로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한국 문화 경험담, 한국 관련 행사 참관기 등을 외교부 및 개인

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SNS, 기고, 영상물 등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언어와 내용으로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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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아세안 10개국의 영화 20편(국별 2편)을 무료로 공개하고, 감독과의 대화 및 영
화 전문가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영화제였다. 이를 통해 외교부는 아세안
국가의 영화와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창덕궁 달빛기행 체험 행사(2020.10.29)

SKT 정보통신기술(ICT) 체험관 방문(2020.11.25)

(4) 재외공관 국가 브랜드 전시 사업
외교부는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 임차한 미술품 943점을 100여 개

2020 아세안 영화제 토크콘서트
‘아세안과의 토크 - 나의 나라, 나의 이야기’(2020.12.5~13)

2020 아세안 영화제 토크콘서트
‘아세안을 말하다 - 미래의 영화시장 아세안’(2020.12.5~13)

공관에 지원했고, 외교부 소장 미술품 4,000여 점을 각 재외공관에서 전시해 우리 문
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중점 공관을 중심으로 테마형 통합전

(6)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시장을 구축해 국격에 맞는 공간 이미지 연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하

외교부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한 한·아세안 문화혁신포

에 대면 전시가 불가능해지면서 주독일 대사관을 배경으로 가상현실(VR) 특별전시(제

럼을 정례화해,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국제사회가 당면

목: ‘꿈의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 주요 이슈에 대해 문화적 해법을 모색하는 글로벌 포럼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이
와 관련해 2020년도 포럼은 ‘코로나 디바이드: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11월 16일 비
대면 개최했다. 포럼에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롯해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 교수,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 등 세계 석학과 비올리스트 리처

참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야기된 차별과 혐오 심화 현상을 진단하고 문화적으로 극
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외교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했으며 이후에
포럼의 주요 내용을 tvN ‘미래수업’ 프로그램의 특집편으로 2차례 방영했다. 동 포럼
‘꿈의 대화’ VR 특별전시 포스터 ‘꿈의 대화’ VR 전시 도입 부분

은 실시간 생중계 시 국내외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유튜브 조회수 약 70만
회 기록 등 높은 화제성을 보였다.

(5)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 사업
외교부는 한국과 아세안 간 문화적 연대와 교류를 지향하는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
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5~13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020 아세안 영화제’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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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Pop을 활용한 한류 콘텐츠 제작·배포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K-Pop World Festival)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국 대중에게 K-Pop을 활용한 한류 콘텐츠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특히 역대 K-Pop World
Festival 참가자들의 코로나19 극복기 및 유튜버 고퇴경 등 K-Pop 전문가 리액션 동영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강경화 외교장관(2020.11.16)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포럼에서 진행된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와의 대담(2020.11.16)

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공공외교 활동을 지속했다.

(7)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
2020년에는 17개 재외공관에서 ‘퀴즈 온 코리아’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별 우승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예선전과 결승전을 치렀다. 국내 예선전에는 500여 명이 지원해 그중 18명
이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전은 KBS 1TV 및 KBS World TV를 통해 한글날 특집 프로

K-Pop World Festival 참가자 코로나19 극복기

K-Pop World Festival 전문가 리액션

그램으로 방영됐다.
(10) 해외 주요 관광지 한국어 음성안내 서비스 확대
외교부는 해외 주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에 한국어 음성안내 서비스를 확

(8) 스포츠공공외교 협력사업
외교부는 2020년 스포츠공공외교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 세계 114개 재외공관에

대해 문화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우리 국민이 보다 편안한

서 공관장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온라인 대회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0년에는 14개 국가에 한국어 음성안내 서비스를 설

일부 전환하고, 태권도의 매력과 경기장 방역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디지털 콘텐츠를

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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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해 배포했다.
2020년 한국어 음성안내 서비스 설치 현황

콜롬비아 대사배 온라인 태권도 한마당 대회(2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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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를 알리는 영상 제작 및 공공문화외교국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홍보

국가

장소

러시아

국립러시아박물관,
도스토옙스키박물관,
사할린 주립향토박물관,
파베르제박물관, 푸시킨박물관

국가

장소

체코

프라하 성

미국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보스턴 미술관

콜롬비아

황금박물관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박물관

라트비아

국립미술관

중국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콜로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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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여성박물관

교황청

바티칸박물관

미얀마

양곤 국립박물관

포르투갈

리스본 및 포르투 시티투어버스,
리스본 스토리센터

온두라스

마야유물박물관

벨기에

벨기에 왕립미술관

지역의 공무원 펠로십을 통해 10개국 25명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지한 네트
워크 양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2) 코리아코너(Korea Corner) 설치
외교부는 2020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두바이, 요르단, 그리스, 라트비아 등
13개국 14개 처에 코리아코너를 신설했다. 코리아코너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67개국
98개 처에서 외국 현지 국민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한국 문화 복합홍보관’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관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4개국 113개
기관에 한국 연구자료 8,150여 부를 제공하고, 16개국 51개 기관에 한국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전자자료 구독을 지원했다.

포르투갈 리스본 시티투어버스 외관 사진

밀라노 대성당의 한국어 음성 안내 작동 모습

(3) 교육·학술 분야 국제교류 협력 지원
2020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GKS)을 통해 134개국 1,320명의 학부
및 대학원 장학생이 선발됐다. 외교부는 각국 교육부와 우리 교육부 간 협력 촉진을 위

3) 지식 공공외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해 기관 간 교육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적극 지원해 왔다. 2020년에는 벨라루
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교육 관련 MOU의 추진 및 체결을 지원했다.

(1)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외교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을 통해 1992년부터 2020년까지 17개

4) 정책공공외교를 통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국 96개 대학에 145석의 한국학(어) 교수직을 설치했고 해외 한국학 전공생, 교수 등
외교부는 우리 외교 사안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국가에 지역

현지 한국학(한국어) 교원을 14개국 23개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49개국

별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메시지를 발신하고 정책공공외교 플랫폼을 강화하는 등 적극

79개 대학에 82명의 KF 객원교수를 파견했다. 또한 국내외 대학 간 또는 해외 대학 간

적인 정책공공외교를 전개했다. 또한 정책공공외교 대상을 전문가, 언론인 등에서 차

실시간 화상강의를 제공하는 ‘KF 글로벌 e-스쿨 사업’을 통해 해외 39개국 113개 대학

세대 신진 전문가, 주한 외국인 등으로 확대했으며 신남방정책, 보건안보 등 주요 대외

에 한국학 강좌를 제공했다.

정책과 연계해 정책공공외교 대상 지역과 이슈를 확장했다.

한편 해외 한국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18개국 50개 대학에서 수학 중인 한국학 전
공 대학원생 17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6개국 14명의 신진 학자에게 박사후과

(1) 주요 국가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정인 펠로십을 제공했다. 아울러 총 28개국 외교관 28명에게 3개월간의 한국 언어·문

① 미국

화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지한(知韓) 외교관 인맥을 확대하고, 주요 전략국가인 신남방

외교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교류와 소통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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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맹에 대한 우호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
써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2020년 6.25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한·미 파트너십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했다.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과 협업해 제작한 영문 다큐멘터
리 ‘Enduring Partnership: South Korea-U.S. Relationship’은 양국 관계가 전통적 동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협력 전망’ 화상 토론회(2020.12.10)

맹 관계에서 경제·문화·보건 등 여러 분야로 발전해 왔음을 홍보했다. 미국 외교정책
협회(FPA: Foreign Policy Association)와 함께 제작한 ‘South Korea’는 존 볼턴(John
Bolton)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전 주한

② 중국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슨(Kathleen Stephens) 전 주한 미국대사(현 한미경제연구소

외교부는 대중 정책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 및 외연 확대 활동의 일환으로 2020년

장) 등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상, 한

12월 8일 제8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 포럼은 한·중 외교부가

국 문화의 잠재력 등을 소개했다.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공공외교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양

또한 외교부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후 양국 협력 전망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개
최했다. 2020년 12월 10일 개최된 화상 토론회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과 한미협력

국의 정부·학계·언론계 인사1)가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중 간 포괄적 협력
과 교류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외교부는 2020년 10월 15일 제8회 한·중 공공외교연구포럼을 성균중국연구

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7일에는 차세대 한국

소 및 중국 지린대 공공외교학원과 함께 개최했다. 2020년 11월 12일에는 제2회 한·중

계 미국인과의 소통 계기를 마련해 한국의 위상 변화가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

싱크탱크 대화를 세종연구소 및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와 함께 개최하는 등 한·중 간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0년 12월 12일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민주주의 및 국

쌍방향 공공외교 플랫폼 확대 및 활성화

제협력을 주제로 한 한·미 정치학회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해 코로나19의 정치·사회적

를 도모했다. 한편 중국 지역 공관에서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함의 등을 논의함으로써, 양국의 권위 있는 학술단체 간 네트워

‘중국 지역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사업

크 구축과 한·미 간 소통 주제 다변화에 기여했다.

을 통해 중국 대학생, 차세대 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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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전망’을 통해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한·미 간 전통·비전통 안

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양국 간 협
력 이슈를 논의하는 포럼, 강연 등을 열
었다.

제8차 한·중 공공외교포럼(2020.12.8)

차세대 한국계 미국인 초청 토론회(2020.12.17)
1) 장재복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서은지 공공문화외교국장,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친강 중국 외교부 부부장, 우하이
룽 중국공공외교협회장,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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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

단(SWP: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우리 세종연구소와 함께 ‘한국·유럽 상

외교부는 풀뿌리 교류 활성화를 통

호이해와 신뢰를 위한 정책대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해 한·일 간 우호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개최했다. 유럽 측에서는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0년

영국 채텀하우스, 프랑스 시앙스포(파리정치대학) 등 9개 싱크탱크가 참석하고 우리

처음 개최된 ‘한·일 나의 친구, 나의 이

측에서는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이 참석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웃을 소개합니다’ 공모전은 한·일 양국

핵비확산,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한국과 유럽, 국제 평화와 번

의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한 두 나라 국
민들의 미담 사례를 발굴해 소개했으며,

‘한·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공모전 시상식
(2020.11.5, 국민외교센터(광화문))

영을 위한 한국과 유럽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한·일 관계

⑥ 아세안

전문가 및 언론인 세미나’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일본 지

외교부는 2020년 10월 6일 제2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를 아세안 10개국

역 우리 공관들이 공동 주최한 ‘한·일이 함께하는 미래포럼’은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을 대표하는 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ASEAN-ISIS: ASEAN Institutes of Strategic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에 관해 양국 전문가가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

and International Studies)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과 하노이 회의장을 연결하는 대
면·비대면 혼합형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과

외교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현지 맞춤형 정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책공공외교 사업을 수행했다. 우선 대러시아 정책공공외교 추진 환경을 분석하고, 공

논의했다. 아울러 아세안 지역 우리 재

공외교의 기본 방향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대러시아 정책공공외

외공관의 한반도 이슈와 관련된 세미나

교 강화 방안’ 정책 연구를 실시했다. 주러시아 대사관에서는 정책공공외교 사업의 일

개최를 지원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해 러시아 대학생들이 남북 분

현지 이해와 인식, 공감대를 제고하기

단과 통일, 한반도 문제 관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과

위해 노력했다.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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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러시아

제2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2020.10.6)

이해를 넓혔다.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고려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예정됐던 ‘극동연방대 한국학과 창설 120주년 기념 한·러 합동 세

(2) 정책공공외교 대상 다변화

미나’를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으로 전환해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했다.

외교부는 정책공공외교 대상과 지역을 다변화해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
도록 노력했다. 재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

⑤ 유럽

기 위한 ‘디톡스(D-talks: Diplomatic Talks)’와 ‘신진 한반도 전문가 모임’을 개최했

외교부는 유럽 소재 주요 정책연구소와 민간 차원의 정책대화 플랫폼인 제1차 한·

다. 디톡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인 디톡스 라이브(D-Talks Live:

유럽 싱크탱크 정책대화를 구축하고, 그 일환으로 독일 국책연구소인 독일학술정치재

SNS 라이브 방송)로 전환해 ‘코로나19 상황하 한국의 중견국 외교’, ‘4차혁명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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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등을 주제로 2차례(10.15, 12.18) 개최했다.
그리고 정책공공외교 대상 지역 다변화의 일환에서 우리나라의 제7차 믹타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믹타 전문가 대화(MIKTA Academic Dialogue)’를 2020년 9월 18일

기념사업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특별전시회 개최(7.15~9.15), KBS ‘다큐세
상’(6.19) 및 ‘열린음악회’(6.21) 등 TV 프로그램 홍보, 세계유산 체험 가상현실(VR) 제
작, 국민 참여 소셜미디어 이벤트 등이 펼쳐졌다.

비대면(화상)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믹타 회원국 전문가 및 주요 관계자가

2020년에는 ‘연등회’가 우리나라의 21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제질서에서 믹타가 갖는 중요성, 다자주의와 전 세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해 우리의 우수한 문화자산 및 무

계 보건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형유산을 국내외에 알리게 됐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한 모범적 대응으로 높아진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활용
해 코로나19 관련 혐오와 차별 대응 논의 등을 선도해 나가고자 유네스코 ‘연대와 포용
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GCED)’ 결성(5.26)을 주도했다. 또한 GCED 의장
국으로서 제211차 집행이사회에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결정문 ‘Global Call against
Racism’ 채택(12.7)을 주도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차별과 낙인, 외국인 혐오에 대
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할 것을 촉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제5차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11.3~5)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관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워크숍(2020.6.25)

믹타 전문가 대화(2020.9.18)

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진단하고, 전 세계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상황 속 대안
적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2020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11.24)에서는 ‘세계유산
해석에서의 인권적 접근’을 주제로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유산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
했으며, 세계유산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국제 담론의 기회를 제공했다.

3 한·유네스코(UNESCO) 파트너십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외교부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 최대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와 호혜적 협력 관
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3개 회원국 중 10위 규모의 분담금 및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는 핵
심 공여국으로서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및 10여 개의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을 수임하며
유네스코 내 주요 논의와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중이다.
우리나라는 대유네스코 핵심 공여국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제10차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검토회의(1.16~17) 및 국내 공여주체 회의(11.5)를 개최해 약 6,000만 달러 규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특별전
(2020.7.15~9.15,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세계문화유산 체험 VR

모의 40개 신탁기금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2020년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외교부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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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구현하고자 했다.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5~7월), 국민참여사업(12월), 자유발언대(5, 8월), 국민외교 디자인단과 함께하는 국민
외교 기획행사, 국민외교 모바일 앱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2019년 외교부는 국민외교 UCC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국민제안을 수용해 차세대
전자여권에 국민이 희망할 경우 출생지를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반영해 편의를 증진
했다. 2020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에서는 118건의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대상 수상의
견을 반영해 공공문화외교국 SNS 채널을 KOREAZ로 통합·개편했다.
국민참여사업은 외교정책에 대한 일방적 홍보가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외교정
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 제2차 국민참여사업은 ‘P4G 정상회의 개최 관련 기후환경문제의 외교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전면 비대면 방식
으로 진행됐다.

1 개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국민 총 229명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및 토
론회에 참여해 P4G 파트너십의 방향성 및 정상회의의 역할, 향후 우리 환경외교의 방

외교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들은 뒤 분임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

수렴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외교 역량을 결집해 ‘국민 중심, 국익

과정에서 전 세계적 환경문제 대응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외교를 추진해 왔다. 민주주의 성숙과 커뮤니케이

야 하며, 외교부가 해결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환경문제는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션 기술의 발달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교 분야에서도

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 및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는 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민 의견은 향후 기후환경외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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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필요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또한 2020년 외교부는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 구축을 목표로,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2 국민 참여 증진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참여
280

2020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시상식
(2020.7.27, 국민외교센터(광화문))

제2차 국민참여사업(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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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외교 플랫폼 구축

극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의 국민 소통·참여에 관심 있는 국민 40명을 선발
해 국민외교 디자인단 3기를 구성(7월)했다. 디자인단 3기는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996년 이래 민간에 위탁 관리하던 외교센터를 2020년 환수

영하기 위해 선발 인원을 기존의 2배로 늘렸다. 국민외교 디자인단 3기는 코로나19 상

하고, 외교센터 활용 방안으로 ‘국민외교타운’ 개념을 수립했다. 국민외교타운은 외교

황 속에서도 국민에게 국민외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라인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

센터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과 외교사료관이 상호 유기적·기능적으로 연결되는 타운

행했다.

형식의 새로운 ‘열린 국민외교 플랫폼’으로,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소

또한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귀국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수기집 〈우리의 특별한 귀국 이야기 2020〉을 발간해 주요 사례를 공유

통하는 외교부의 기능을 한자리에 모았다. 2020년 10월 19일 국민외교타운이 출범했
으며 이를 기념해 국립외교원장 강연회와 외교관과의 대화 행사가 개최됐다.

하는 한편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점검하고 향상하고자 했는데, 그 제작 과정에 국민외

국립외교원의 교육·훈련 및 연구 기능과 외교사료관의 외교사 정리 및 학습 기능을

교 디자인단 2기가 참여했다. 〈우리의 특별한 귀국 이야기 2020〉은 출장·유학·여행·

포괄하는 국민외교타운은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대표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활용될

봉사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체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귀국하게 된 우리 국민

계획이며, 2021년부터 국립외교원의 대외교육 및 국민외교 기능을 확대 구현하는 ‘국

을 비롯해 한인회, 현지 지상사, 대사관 직원, 신속대응팀 등 귀국 지원에 다양한 형태

민외교아카데미’를 개소해 연중 운영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로 관여한 사람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 수기집에는 총 38개국에서 귀국한 국민들
이 쓴 79편의 수기가 담겨 있고, 수기집에 실린 수기 중 4편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외교
부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해 더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외교
디자인단 2기는 제작 과정에서 수기집 디자인과 구성 등 편집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수기 동영상 내레이션에 성우로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수기집 〈우리의 특별한 귀국 이야기 2020〉

코로나19 국민귀국 수기영상 중 우즈베키스탄 편

국립외교원장 강연(2020.10.19)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국민외교타운 출범식(2020.10.19)

4 국민과의 소통 강화

외교부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2018년 5월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한 이래, 우리 국민을 초청해 다양한 외교 분야 소
통·참여 행사를 꾸준히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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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2020년 10월 19일 국립외교원-외교사료

나19 시대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민외교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대면으로 이루어지

관-외교타운을 아우르는 종합 외교커뮤니티이자 ‘열린

는 국민외교 행사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거나 SNS에 게시해 더 많은 국민이 즐길 수 있

국민외교 플랫폼’을 지향하는 국민외교타운 출범을 계기

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로, 출입이 용이한 소통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국민

2019년 6월 27일 서비스를 개시한 국민외교 모바일 앱은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

의견을 반영해 외교타운(1층)에 ‘국민외교센터(양재)’를

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2020년 12월 기준 10만 3,000여 건 다운로드). 우리 국민이

추가 개소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라면 누구나 국민외교 모바일 앱의 정책 제안, 토론방, 설문조사 기능을 통해 언제나

이러한 국민외교센터(양재)는 외교 분야 소통 공간으

외교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외교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

로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할 경우 여타 부처·공공기

을 수 있다. 특히 외교부에서 개최하는 국민 참여·소통행사 개최 정보, 국민 대상 선

관과 비영리 민간단체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의

발·모집 공고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외교
센터(광화문·양재)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86건의 대
면·비대면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으며 2,3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국민외교센터(양재) 개소에 참가한
강경화 외교장관과 대국민 메시지

또한 주요한 정책·현안·동향 등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하면
서 의견과 제안을 듣는 ‘공감팩토리’ 행사를 국민외교센터에서 총 10회(대면 6회, 비대
면 4회)에 걸쳐 개최했으며, 국내 주요 대학 5곳(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을 방문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도 했다. 공감팩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리에 이어 진행된 ‘자유발언대’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외교 전반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
게 개진했다.
한편 외교부는 2019년 서울시와 체결한 MOU에 따라 서울시 산하 서울자유시민대
학과 협업해 ‘국민외교 열린캠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에게 주
요한 외교 사안을 설명하고 주한대사관 현장 체험을 제공하는 한편,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
로 스위스, 러시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편을 개최했다.
국민외교센터 추가 개소(양재)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국민외교와 공공
외교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국민외교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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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외교부는 국민과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
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고위급 양자 및 다자 외교, 코
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 재외국민보호, 공공문화외교, 국민외교, 청년 해
외 진출 등 주요 외교 사안 및 외교정책에 관한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정책을 홍보했다.
또한 외교부는 2012년 9월 소셜 방송 ‘라이브모파(LiveMOFA)’를 개국하고 2020
년 12월까지 총 137회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다. 라이브모파는 주요 외교 사안 또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생방송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있다. 출범 9년 차인 2020년에는 라이브모파 프로그램을 총 8회 진행했으며
평균 조회수 6만 478회를 기록했다. 특히 ‘제75차 유엔총회 계기 고위급 부대행사’ 편

1 개관

은 4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듯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
한 소통에 힘입어 2020년 외교부 SNS 구독자 수와 영향력이 계속 증가했다(페이스북

외교부는 주요 외교정책 및 관련 행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누리소통망(SNS) 등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

팔로워 20만 2,747명, 트위터 팔로워 19만 9,051명, 유튜브 구독자 8만 8,097명, 인스
타그램 구독자 7만 3,976명).
한편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380여 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2020

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public outreach)을 다양한 프로그램

년에는 주다낭 총영사관 국문 및 현지어 홈페이지를 신설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을 통해 전개했다. 또한 외교정책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기획홍

해외 최신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주

보’ 사업으로 선정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력했다. 또한 재외공관의 SNS를 활성화하고자 본부에서 주요 외교정책과 한국 문화에

동시에 외교부는 주요 외교정책과 입장을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전 재외공관에 제공하고, 현지 사정에 적합한 콘텐츠를 공관에

해 대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재외공관에서도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
쳐 한국에 대한 우호적·긍정적 보도를 유도하고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노력했다.

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
으며, 주요 외교 소식 및 국내외 정보를 청년의 시각에 맞춰 흥미 있게 소개하는 정책
블로그 ‘모파랑’도 운영하고 있다. 모파랑은 다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맞추어 개설된 별
도의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계정과 함께 청년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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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 및 기획 홍보

2020년 외교부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현황
구분

매체(수단)

주요 활동

소셜미디어

•국·영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 운영
- 신속한 정보 전달 및 다양한 기획 콘텐츠 게재
- 각종 민원 응대 등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블로그

•주요 외교행사, 국제 이슈, 대학생 및 청년들의 관심 주제 등을 글, 동영상,
사진으로 설명
•대학생 기자단 취재 기사 게재
•모바일 우선 전략에 따라 전면 카드뉴스 제작 방식 도입

홈페이지

•본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총 389개 운영
- 국·영문 각 1개, 재외공관 국문 185개, 외국어 201개(영어 87개,
현지어 114개), 어린이·청소년 홈페이지 1개

뉴스레터/정책메일

•총 54회 발송

외교부 견학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총 2회(120명 참석)
- 1월 정기견학 2회 진행 이후 중단

학교 방문 강연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

대학생 기자단

•연 2기수 운영(반기별 기수당 국내외 총 50명)
•외교톡톡(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

외교부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홍보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직접 접
촉 활동을 전개했다.
그간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인이 외교부를 방문해 현직 외교관과 대화
의 시간을 갖는 외교부 견학프로그램과 외교부 실무직원 또는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전
국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외교관 학교 방문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러

온라인 매체

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견학의 경우 1월 정기견학 2회
(120명 참석) 이후 중단했으며 학교 방문 강연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고 화상 강연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대학생 기자단 ‘프렌즈 오브 모파(Friends of MOFA)’를 운영하
며 젊은 세대의 참신한 시각으로 다양한 외교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1년부터 매년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주요 외교정책 및 사업을 선정해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

집중 홍보하는 ‘기획홍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청년 해외 진출 지원사
업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부터 진행해 온 ‘지구청년’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2020년 10월 국립외교원, 외교사료관, 외교센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출범한 ‘국민외

‘지구청년’ 홍보

교타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에 활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으로 적극 홍보 시행
- 해외 진출 및 여행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경험자 수기 등을 통해 정보 전달
- 관련 정보 웹툰 제작(15편)
- 지구청년 유경험자 인터뷰 동영상 제작
•지구청년 인스타그램 개설(게시물 80개, 팔로워 1,628명)

기획홍보

•홍보영상 및 CF 제작·홍보
국민외교타운

•국립외교원, 외교사료관, 외교타운 사용설명서 카드뉴스 10벌 제작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출범 D-30 / D-15 / D-7 / D-1 이벤트 개최

외교부 서포터스

지구청년 체험수기 웹툰 제작

국민외교타운 홍보 포스터

4 내외신 공보 서비스 강화

외교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대응 및 재외국민보호, 한·미
방위비 협상 결과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위해 장차관 브리핑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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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외교장관 주요 외신 인터뷰 사례

38회 진행했다.
또한 북한 핵문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재외국민보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
도 정책 등 언론이 관심을 갖는 특정 사안에 대해 더 상세하게 정책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백그라운드 브리핑 및 브라운백 세미나도 58회 개최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에 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언론에 신
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차관의 전 국민 대상 온브리핑, 차관급 일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운영했다. 한·중, 한·일, 한·베트남 간 필수 인력·기업인의 이동을 위한 신속
통로 및 특별입국과 관련해 카메라 브리핑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영국 BBC
‘Andrew Marr
Show’(2020.3.15)
유튜브 조회수
222만 회

프랑스 France24
‘The Interview’
(2020.4.13)
유튜브 조회수
17만 회

독일 Deutsche Welle
‘Conflict Zone’
(2020.5.14)
유튜브 조회수
53만 회

미국 ABC
‘News Live Prime’
(2020.5.22)
유튜브 조회수
84만 회

미국 CNN
‘Amanpour’
(2020.12.17)
유튜브 조회수
15만 회

인한 비상상황에서도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내신기자단 대상 브리핑

대변인 정례 브리핑

이외에도 대변인 브리핑 및 부대변인 일정 설명 브리핑(총 148회), 대언론 간담회
(총 41회), 언론 취재 지원(총 43회), 언론 인터뷰 및 기고(총 237건), 보도자료(총 889
건) 및 언론 응대 자료 배포(총 796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하고,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외신 매체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주요
외교 사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장·차관 등 외교부 본부 고위 간부급의 외신 대상 인터뷰·기고(13건), 브리
핑(105건), 간담회(9회) 및 재외공관장의 현지 언론 대상 인터뷰(292건), 기고문(109
건), 언론간담회(109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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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재외국민이 법률에 근거해 좀 더 체
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재외국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1)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
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영사조력을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시행을 계기로, 해외 거주·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
체계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재외국민보호 활동 적극 수행

(2) 해외 사건·사고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인원 증원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건·사고·민원 발생이 늘어났으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되는 것을 예

며, 사건·사고 대응 과정의 난이도 또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야간

방하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마련해 시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난상황 및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인

행하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력을 4명 증원하고 근무 체제를 기존 3교대에서 4교대로 전환해 공백 없는 24시간 모

구체적인 영사조력을 우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니터링 체제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네팔 안나푸르나 우리 국민 실종사고 및 기니만 해상 우리 국민 피랍사건 등 해외 사
(3) 사건·사고 담당 인력 증원 및 재외국민보호 예산 확보
외교부는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국민 현장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기 위

1) 재외국민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 15명이 증원됐으며,
2021년에는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 8명이 더 증원될 예정이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및 시행
외교부는 2019년 1월 15일 제정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
조력법’)의 2021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2년간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

한편 2021년 재외국민보호 사업 예산은 138억 9,900만 원으로 외교부는 해외안전
정보 제공 노력 강화,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 지원, 영사조력 역량 제
고, 영사콜센터 서비스 확대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 등 착실한 준비 과정을 진행했다.
영사조력법 시행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
292

1) 영사조력법령 관련 상세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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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기준으로 삼고 정세,

(1) 해외안전여행 정보 제공

치안 상황, 재난, 테러, 보건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 여행경보 수준을 연 2차례

외교부의 해외 사건·사고 예방 활동의 핵심은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

정기 조정하고 상황 변동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

민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로 3월 23일부터 전 국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외에도 20회의 여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행 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적시에 알리고, 긴급 상황 발생

행경보단계 수시 조정을 시행했다.

시 올바른 대처 방안을 안내하는 해외안전여행 정보 제공 활동이 중요하다.
외교부는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다각적으로 정보 제공 활동을 진행하

(3) 여행금지제도

는 한편,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2020년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의결(2020년 1월, 7월)을 거쳐 여행금지 국

(www.0404.go.kr)를 통해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위기 상황별

가 및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6개국(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대처 매뉴얼 등 안전여행을 위한 정보를 공지하는 한편, 국가별 맞춤형 로밍 문자메시

예멘) 및 필리핀 일부 지역(삼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의 여행

지 발송을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 도착 즉시 휴대전화로 안전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금지 기한을 연장했다.

했다.
영사콜센터 전화 상담 이외에도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영사

3) 대응 차원의 재외국민보호 활동

콜센터 무료전화 앱과 카카오톡 문자 상담서비스를 개시해 국민의 상담 편의성을 높
였다. 외교부는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는 포털사이트(네이버)와 SNS(페이스북, 인스타

(1)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

그램, 카카오톡)에 인터넷 배너로 게시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만들어 적극적인 홍

2018년 5월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한 해외

보를 진행했다.
또한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KBS ‘World Radio’, 국민일보 ‘해외선교·성지순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재외공관 지휘 및 영사조력 제공,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화를
통한 정부 역량 집중, 피해자의 국내 연고자 파악 지원 등 해외 사건·사고 초동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여행경보제도

2020년에는 네팔 안나푸르나 우리 국민 실종사고(1월), 필리핀 탈(Taal) 화산 폭발

외교부는 2004년부터 해외 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1월), 림 디스커버러호 침몰사건(3월), 가봉 해상 우리 국민 1명 피랍사건(5월), 베냉 해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여행경보 발령을 위

상 우리 국민 5명 피랍사건(6월), 토고 해상 우리 국민 2명 피랍사건(8월) 등의 사건·사

해 2020년 3월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고에 신속히 초동 대응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
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위험

(2) 영사콜센터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령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로 운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 질병, 사건·사고 관련 민원의 접수 창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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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상도’ 등 언론매체를 통해 안전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했다.

사건·사고에도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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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차적인 영사 민원 대응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권, 영사 확인 관련 문의 등

지역, 2월 동남아 지역, 10월 중남미 지역, 11월 초 북미 지역, 11월 중순 서·중유럽 지

외교부 민원 업무 전반에 걸쳐 상담업무를 24시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긴급 상

역 사건·사고 담당 영사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회의 개최는 어려웠

황이 발생했을 때 통역 제공, 신속해외송금 지원, 해외여행객 대상 국가별 맞춤형 로밍

으나, 화상회의를 통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사건·사고 대응 경험 및 모범 사례

문자메시지 발송 및 해외안전정보 수집·전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를 공유하고, 본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재외공관 사건·

영사콜센터 제공 서비스 수요는 2005년 개소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

사고 담당 영사의 역량을 강화했다.

근 4년간 상담 실적은 연평균 25만 건에 달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약
9만 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사콜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시로 변

(5) 영사협력원

하는 각국의 출입국·방역 조치에 혼란을 겪은 우리 국민의 문의에 적극 응대하며 안전

외교부는 2007년 3월부터 재외공관이 주재하지 않거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멀리 떨

한 해외 체류와 귀국에 기여했다.

어진 지역에 영사협력원을 위촉해, 해당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사협력

또한 영사콜센터는 2020년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차세대 서비스

원이 영사를 보조해 신속하게 초동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영사협력원의 규모는 매

사업을 진행했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전화 모바일 앱

년 확대돼 2020년 12월 기준 173명의 영사협력원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효과적

을 개발해 민원인의 국제전화 비용 부담을 낮추었고,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개시해

인 초동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선전화로만 가능했던 민원접수 채널의 접근성을 높였다.
(6) 신속해외송금 지원
(3) 신속대응팀
외교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본부 및 재외
공관의 전문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하는 신속대응팀을 운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2020년에도 네팔 안나푸르나 우리 국민 실종사고 대응(1월), 코로나19 확

신속해외송금 제도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일시적
재정 궁핍 상황에 처할 경우 국내 연고자 등의 긴급경비 송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외교
부는 농협,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신속해외송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257건, 약 2억 8,600만 원의 송금을 지원했다.

산에 따른 재외국민 귀국 지원 및 격리해제 지원(1~8월, 12회 파견), 토고 인근 해상 우
(7) 긴급지원비

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긴급지원비는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사건·사고 발생 시 본인이 자력으로 수

또한 평시 대응 태세 및 신속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월 요르단에서 현지 한인

습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다른 기관이나 연고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비

사회와 공동으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과 안전간담회를 실시했고, 12월 신속대응팀 예

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정된

비 대상자 비상소집 훈련, 주후쿠오카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비대면 온라인 신속대응팀

예산이다. 2020년에는 36건의 긴급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모의훈련(카카오톡 메시지 훈련)을 실시했다.

(4) 지역별 사건·사고 담당 영사 회의
외교부는 2020년 지역별 사건·사고 담당 영사 회의를 총 5회 개최했다. 1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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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화산 분출 이후 주필리핀 대사관에 현장대책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사건·
사고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으며, 공관 홈페이지·한인

1) 개관

회·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만약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피 장소 선정, 이동수단 마련 등 구체적인 대응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국민 해외출국자 수가 전년 대비 15% 수준
(2019년 2,871만 명→2020년 428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이에 비해 재외국민 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화산 활동이 안정된 1월 30일에는 피해를 본 재외국민들을 지원하
기 위해 화산재 청소 등 구호 활동을 실시했다.

건·사고 발생 수는 전년 대비 71% 수준(2019년 2만 2,732건→2020년 1만 6,135건)으
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는 신규 출국자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코로나

(3) 림 디스커버러호 침몰사건

19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사건·사고, 민원(귀국 지원 수요, 격리 등 출입국 관련 민원,

2020년 3월 21일 현지시간 오전 11시 48분경, 파푸아뉴기니 해역에서 우리 선박 림

재외국민 확진자 등)이 증가하는 등 해외 체류 중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비중이 늘었
음을 의미한다. 한편 코로나19와는 별개로 각종 사건·사고, 위난상황도 지속 발생해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사건·사고 대응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디스커버러호(1,016톤 규모, 참치 조업 어선)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접수 직후 외교부는 사고 발생 해역인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구조를 요청하도
록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에 지시하고, 신속히 현지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및 상황을
공유했다. 본부와 관할 공관, 주재국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 인근에 있던

2) 사건·사고 대응 주요 사례

필리핀 선박에 의해 승선원 24명(우리 국민 9명 포함)이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 본부는
선원의 전원 구조를 확인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특수 상황을 감안, 우리 선원의

(1) 네팔 안나푸르나 우리 국민 실종사고

현지 체류 및 극지연구소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활용해 우리 국민 귀국(4.30)과 영

2020년 1월 17일 안나푸르나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인해 트래킹 중이던 우리 국민

사조력을 지원했다.

9명 중 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직후 본부와 주네팔 대
(4) 기니만 해상 피랍사건

하는 한편, 신속대응팀을 사고 현장에 파견하고 네팔 당국과 협조해 실종자 수색 활동

2020년 5~8월 기니만 해상에서 3건(가봉, 베냉, 토고)의 우리 국민 피랍사건이 발

을 진행하는 등 사건 수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

생했다. 외교부는 사건 접수 직후 본부에 재외국민대책본부와 현지 공관에 현장대책반

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현지 우리 공관은 시신 운구 조치를 포함한 장례 절

을 구성해 본부·현지 재외공관·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한

차를 진행하고 유가족의 귀국(5.23)을 지원했다.

공조 체제를 유지했다. 그리고 피랍된 우리 국민의 국내 가족들과도 주기적으로 소통
하며 상황을 공유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억류됐던 우리 국민 총 8명이 전원 무사 귀환

(2) 필리핀 탈(Taal) 화산 폭발

했으며, 외교부는 우리 국민 석방 이후에도 신병 인수, 건강 확인 및 귀국 지원 등 영사

2020년 1월 12일 현지시간 오전 3시 35분경,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조력을 적극 지원했다.

67km에 위치한 탈 화산섬에서 화산 활동이 시작됐다. 필리핀 정부는 화산경보를 4단
계로 격상하고, 반경 14km 이내 지역 내 진입 통제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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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족적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20년에는 세계 한

가봉 해상 우리 국민 피랍사건(5월)

•2020년 5월 3일(일) 가봉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 1명을 포함한 선원
6명이 해적 세력에 의해 피랍
•피랍 37일째인 6월 8일(월) 저녁(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전원 무사 석방

외동포를 격려했다.

베냉 해상 우리 국민 피랍사건(6월)

•2020년 6월 24일(수), 베냉 인근 해상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어선
(파노피 프런티어, 가나 선적)에 승선한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한 선원 6명이
피랍
•피랍 32일째인 7월 24일(금) 21시 50분경(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전원 무사 석방
•2020년 8월 28일(금), 토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한
우리 국민 2명이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납치단체에 피랍
•피랍 51일째인 10월 16일(금) 20시 30분경(현지시간) 전원 무사 석방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정부와의 대화, 지역별 현안 토론, 한인회 모범 운영 사례 발표 등

토고 해상 우리 국민 피랍사건(8월)

인의 날 기념식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개최되지 못했다. 취임 이후 매년 기념식에 참
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SNS 축사를 통해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750만 재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2020년 12월 1~3일 ‘함께한 재외동포 지켜낸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했다.

지역별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회의와 강연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
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여한 한인회장들을 격려했다.

2) 차세대 재외동포 지원
3 재외동포 지원 강화
(1) 재외 한글학교 지원

1)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한인 차세대
동포들이 모국의 언어와 역사, 문화에 대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0년 한 해 동

(1)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 화상간담회 개최

안 전 세계 1,580여 개 한글학교 운영비를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 한글학교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1996년 국무총리

온라인 수업용 콘텐츠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 과정 콘텐츠도 다양하게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설립돼 2020년까지 정책위원회가 19차례, 실무위원회가

신규 제작했다.

29차례 개최됐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재외동포들의 목소
(2)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총리 주재 재외동포 화상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차세대 경제인을 초청해 영비즈니스리더포럼

화상간담회는 12월 23일 ‘코로나19 시대의 재외동포 정책(부제: 재외동포 여러분의

(12.2~4)을 개최했다. 포럼은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진행됐으며 33개국 152명의 차

목소리를 듣겠습니다)’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세대 경제인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지식세미나와 함께 현안 토론 주제로 ‘포

상황에서 재외동포들을 격려했고, 또한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

스트 코로나 시대 영비즈니스 리더의 역할’에 대해 평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명하는 한편,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3) 소외동포 지원
(2)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 및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 한인의 날(10.5)은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존재를 국내에 알리고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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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안정적 실시

을 가지고 거주국 내에서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
을 통해 지원을 지속했다. 특히 2020년부터 복지부·경찰청과 협업해 시행 중인 ‘해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초유의 위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서비스를 통해 44년 전 실종된 입양인이 화상으로 가족과 상봉

기 상황에서 치러졌다. 외교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선거관리 상황에 직면

하기도 했다.

하고 재외국민의 안전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또한 2020년에 신설된 재외동포재단의 인권사업부를 통해 한인입양인 시민권 취
득 등 현지 입양동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동포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고,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적으로 협조했다.
우선 2019년 6월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20개 공관에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소속 공무원 20명을 재외선거관으로 파견하고, 176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
회를 설치, 운영(2019.10.18~2020.5.15)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

(2) 코로나19 관련 한인입양인 및 취약계층 동포 지원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상시 접수, 영구명부제 등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를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과 협력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소외되기 쉬운 해외 한인입양인 및 취약계층 동포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14개국

재외투표 기간(4.1~6)을 앞두고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재외투표소를 정상

7,000여 입양 가정에 총 37만 장의 마스크를 무상 지원했으며, 45개국 162개 동포단체

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공관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안전

에 약 7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 동포에게 식료품, 생필품, 방역물품 등을 제

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부 공관(91개 공관, 110개 투표소)의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

공했다.

정했다.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은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 사례로,

또한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페인, 덴마크, 우간다, 인도, 콜롬비아, 미국 보
스턴 등 6개 지역으로 취약계층 동포용 마스크 6만 5,000장이 반출될 수 있도록 지원
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동포사회와 모국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했다.

이는 감염병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한편 투표소 운영이 가능한 공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했으며, 그 결과 선거로 인한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재외선거 사무 중지에 따른 선거 참여율 저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신고·신

(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원 및 시행 준비

마련,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 등으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외교부는 2020년 5월 26일 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정부 내 담

재외선거 대비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이 11.1% 증가하고, 재외투표 실시 공관 선거인

당 부처로서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했으며, 이 법률이 2021년 1월 1일부터 원활하게 시

수(62개국 85개 공관, 8만 4,690명) 기준 투표율은 6.8%p 상승한 48.2%로 나타났다.

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계기로 재외국민

린동포 및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중앙선거

또한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가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

관리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및 선거 공정성 확

우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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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최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또
한 워킹홀리데이 참가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워킹홀리데이 홍보단 ‘워홀 프
렌즈’를 선발해 워킹홀리데이 예비 참가자의 사전 준비를 적극 지원했다.
이와 함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에 주재하는 각 재외공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대상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를 통한 관할 지역 최신 안전정보 제공 등 지원 활
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는 ‘워홀러 상담원’을 운영해 워
킹홀리데이 참가자의 현지 정착을 지원했다.
한편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가이드북을 국문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6개 국어로 제작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참가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1 사증면제협정 체결 확대

3 운전면허 상호인정 확대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총 111개 국가와 사증면제협정1)을 체결했다. 2020년에

우리 정부는 2020년 말 기준 총 26개 국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약정)을 체결

는 인도네시아와 2019년에 체결한 외교관·관용 사증면제협정이 발효(2.12)됐으며, 적

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체결(2019.11.12 서명)한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이 2020년 1월

도기니와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체결(8.28)됐다.

11일 발효됨으로써, 기존에 양국의 국내 조치로 인정하던 운전면허 상호인정의 법적
기반이 공고해지고 우리 국민의 체류 편익도 안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2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4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추진 및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우리나라는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2020년 말 기준 24개 국가(지역)와 워킹홀리
데이 협정을 체결했다.

1)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추진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 워킹홀리데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43
외교부는 2021년 12월까지 보안성이 강화되고 품질과 디자인이 개선된 PC
(Polycarbonate) 재질의 전자여권(일반)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 국
 가 간 합의를 통해 사증 없이 상대국을 일정 기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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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위해 차세대 전자여권 품질 기준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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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 해외 진출 우리 국민 편익 증진

여권정보 통합관리시스템(PICAS) 고도화 및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했

또한 2014년 3월부터 8명의 강사가 상주 근무하는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를 운영

다. 또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21일부터 관용·

하며, 여권 실무 및 법령 등에 관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2,000여 명의 여

외교관여권 대상 차세대 전자여권 시범 발급을 개시했다.

권업무 담당자들에게 상시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
상으로 집합교육(총 4회, 71명)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2)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를 대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해 국내 245개 대행기관에서 797명이 이수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수여권 발급 대상자에서 병역 미필자를 제외하기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 영사 서비스 품질 향상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여권상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삭제함에 따
라, 여권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 연계시스템 이용 및

1) 재외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을 「여권법 시행령」으로 마
련해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여권 분실신고, 여권 관련 정보 조회 및 증명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영사민원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
편 영사민원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서 발급(10종) 등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를 4월 28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외 체류 국민보호 강화 및 재외국민의 지원 확대를 위해 전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12월 18일부터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재외공관과 국내 행정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

을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12월 21일부터 여권정보증

스템(G4K)을 2018~2020년 구축했다. 이에 기반해 재외국민 맞춤형 온라인 민원포

명서 등 여권사실증명(6종) 서류를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털 ‘영사민원24’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되고 비대

있도록 했다.

면 영사 서비스를 확대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 영사민

접수부터 발급 후 수령까지의 진행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여권 발급 진행 상

원24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재외공관 방문예약 서비스와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시해 운영 중이다.

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순회영사 활동 강화
3)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및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운영
2020년에는 122개 공관에서 총 526회 순회영사 활동을 전개해 3만 8,175건의 영사
외교부는 여권 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점진적
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출장소 10개 포함 250개

민원(여권, 공증, 병무 등)을 처리했다. 또한 순회영사 활동을 계기로 동포간담회를 개
최하고 주재국 지역 경찰,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한층 강화했다.

기관)에서 여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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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팬데믹 상황하
외교부 혁신 노력 지속

제1절 | 팬데믹 상황하 외교부 혁신 노력 지속

로운 외교환경과 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온·오프라
인 교육의 질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업무 효율성 증진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또한 부임을
앞둔 공관장을 위한 〈공관장 직무 가이드〉, 재외공관 주재관 및 외교부 전입 직원을 위
한 〈당신을 위한 외교부 사용법〉 등 직무 가이드를 발간해 공관장 및 실무직원이 새로
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2 팬데믹 상황하 효과적 외교활동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

외교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 외교 가치로
삼은 정부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2차례에 걸쳐 발표한 자체 혁신안(2017년 9월 ‘혁신로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외교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외교 인프라 개선, 업무 효율 향상, 감염병 대응 체제 구축 등을 추진했다.

드맵’, 2018년 11월 ‘혁신 2기’)에 따른 혁신 과제를 꾸준히 이행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외교부 내 영상회의실을 대폭 확충했으며, 재외공관 영상회의 장비를 확보함으로

상황의 제약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외교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토

써 비대면 영상회의 기반을 구축했고, 이를 토대로 대면 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

대 구축에 매진했다.

상회의를 통한 활발하고 다양한 비대면 외교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아울러 ‘사이버캐비닛’을 활용한 종이 없는 업무문화 확산, 모바일 업무 기반 확대,
유연근무제 장려 등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재외공관 행동요령을 체계화한 상세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관

1 외교부 혁신로드맵 및 혁신 2기 지속적 이행

별로 모의 대응훈련을 실시했으며, 재외공관의 위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했다.

외교부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조직 혁신 노력을 경주했다. 우선 재외국민
을 보호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 외교 기반을 확충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혁신을 통한
외교 역량 강화

영사조력법」에 이어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더욱
강화했으며, 해외안전지킴센터 근무 체제를 개편하고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
를 증원했다. 또한 외교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
외교센터를 추가 개소했다.
한편 변화하는 외교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도 강화했다. 새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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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선진외교 수행 체제 구축 및 역량 강화

2 외교 인력의 효율적 운용

제2절

선진외교 수행 체제 구축
및 역량 강화

외교부는 급변하는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 운
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② 능력과 실적에 기반한
공정·균형 인사 운영 ③ 개방형 직위 및 인사 교류 확대를 통한 열린 공직사회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외교부는 2013년부터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을 도입해 잠재력 있는 외교관 인재
를 육성해 왔다. 초기 4년간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은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
고 최종 임용하는 상대평가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17년 12월 30일 「외무공무

1 국정과제, 정부혁신 등의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 강화

원법」이 개정돼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수료 후 종합교육 성적이 외교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를 넘으면 최종 임용되는 절대평가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2020년에 7회째를

외교부는 정부의 국정과제, 정부혁신 등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의

맞은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은 역량 있는 외교관 육성을 목표로, 국제 정세 및 환경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강화했다. 외교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와 유라시아를 담당하

변화와 국민의 외교영사 서비스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직 소명의

는 부서(아프리카 2과, 유라시아 2과)를 신설했으며, 특히 외교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식, 외교 전문성 및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주아세안 한국대표부에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설
치했다.
또한 외교부는 급증하는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
과 인력 정비를 실시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24시간 모니터링 및 초

또한 참사관(과장급) 및 고위외무공무원(국장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능력과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4회의
정기 외교역량평가를 비롯해 인사 교류, 개방형 직위 및 경력 경쟁채용 후보자를 대상
으로 한 수시 외교역량평가를 9회 시행했다.

동 대응을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서비스 담당 인력도 다수 증원했다. 우리 국민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

2) 능력과 실적에 기반한 공정·균형 인사 운영
외교부는 외교 역량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을 입부 경로와 연공서열에 관계
없이 공관장에 보임해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2020년
공관장 인사는 업무 및 지역 전문성 측면에서 적합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외교
자원의 활용을 도모했다. 또한 역량 있는 참사관급 직원의 소규모 공관장(분관장)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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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에는 여러 지역 전문가의 보직 및 승진 경로를 확보함으로써 전문성
함양 기회를 제공했으며, 규정과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적용해 선호·비

교육 및 평가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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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순환근무제 확립, 소규모 공관 보임 인력 확보 등 합리적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관리자의 여성 비중을 높여 여성의 사회 진
출 확대 추세에 부응하고자 했다.

3) 개방형 직위 및 인사 교류 확대를 통한 열린 공직사회 구현
외교부는 공직 개방성·전문성 확대와 부처 간 소통·협업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전문성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외교 현장에서 일할

1 외교 인력 강화

수 있도록 민간 경력자 채용과 부처 간 인사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지역 전문성과 외국어 구사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전문
가를 재외공관 경력개방형 직위에 임용해 열린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2020년 국립외교원은 제7회 외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은 공직 소명의식, 전문지식, 실무역량, 외국

또한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인사혁신처, 민주평화통

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일자문회의 사무처 등 여러 유관부처와 다양한 직급에서 인사 교류를 시행했다. 특히

국내외 학자 및 저명인사들의 특강을 통해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소양을 향

통일부와 고위공무원급 인사 교류를 신설해 통일공공외교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

상시켰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특강을 진행

책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했다.
한편 2020년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를 지키는 대면·비대면 혼합교육 형태의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교육 방식으로 운영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공관 현장실습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외공관 실습 대체교

보자 간 실시간 소통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공관 실무·재외국민보호 등에 대한 외교
관 후보자들의 이해 제고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외교 실무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강의실 밖에서의
다양한 커리큘럼도 기획·운영했다. 4주간의 본부 업무 실습을 통해 외교 실무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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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으며, 국가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과정과 온라

Asian Diplomacy Program)을 신설했다.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은 ‘동아시아 평화와

인 합동교육을 실시해 부처 간 협업 능력을 배양했다. 특히 외교관 후보자와 신임관리

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외국 외교관들과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의 핵

자 과정 교육생들이 함께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며 공동

심 외교정책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외교 현안을 논의하는 외교 전문 교육과

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정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지한파 외

이와 더불어 ‘외무영사직 기본과정’에서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

교 커뮤니티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외교원은 2020년 제1회

해 역할연기가 포함된 영사 시뮬레이션 수업을 진행했으며, 3주간의 재외공관 실습

주한 외교단 대상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 특별과정(11.18~20)을 개최해 한국의 외교정

(2.17~3.6)을 통해 실무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또한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한국 국

대응을 위해 채용된 사건·사고 전담 영사를 대상으로 영사 실무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가 이미지 제고 및 주한 외교단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했다.

한편 국립외교원은 공직 생애주기에 따른 직급별·단계별 직무교육 체계에 따라 재
외공관 발령자 과정(1월, 7월), 초임과장 과정(11월), 공관 중간관리자 과정(1월, 7월), 공

또한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역량교육(2
개 과정, 총 4회) 및 외교역량평가를 수행했다.

관장 과정(3~4월, 10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초임과장 과정, 공관 중간관리자 과정,
공관장 과정에서는 각 보직 변화에 따른 리더십 향상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및 일대일 코칭을 실시해 전반적인 외교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 과정(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국장급 간부

2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대상) 및 국제협상·회의 과정(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국제업무 담당 대상)을 통해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제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대학(원)생 대상 주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외교 현안의 심층 분석 및 시의성 있는 정책

국제문제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과 외교 현장에 대한 미래 세대의 이해

제언, 중장기 대외전략 구상, 연구 네트워크 구축, 국민외교·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외

를 제고했다.

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립외교원은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대면교육이 축소되는 등 교육환경이

2020년에는 〈국제정세전망(국문 2회, 영문 1회)〉, 〈IFANS FOCUS(국문 19회, 영

위축될 수 있었던 점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화상교육을 각 교육과정에 도입해 대면·비

문 34회)〉, 〈주요국제문제분석(58회)〉, 〈정책연구과제(28회)〉 등을 발간해 국제 이슈

대면 혼합 형태의 교육 방식을 운영했다. 특히 재외공관 디지털 워크숍(3회) 및 사이버

와 외교 현안의 심층 분석, 정책 건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 〈IFANS BRIEF〉, 〈특별정

교육과정을 통해 180여 개 재외공관 직원들의 교육 공백을 완화하는 등 전 세계적 감

책보고〉 등 보고서를 작성해 정책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영문 보고서인 〈IFANS

염병 확산으로 인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신속히 대처했다.

PERSPECTIVES(3회)〉를 신규 발간함으로써 해외 오피니언 리더들을 타깃으로 한 공

관 현지어 교육 강화 및 코로나19 환경에 맞춘 부내 외국어 수업 과정에 온라인 교육
방식 전면 도입 등을 통해 외국어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했다.

공외교 확대에 기여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지역별·분야별 전문가 세미
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발간,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주제로 한

아울러 국립외교원은 대외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국민외교타운 설립

‘IFANS 국제문제회의’ 개최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주력했다. 또한 동북아 평화협력

을 계기로 주요국 외교관 대상 글로벌 교육과정인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EADP: East

플랫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미 동맹 연구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해 정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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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정경 콘퍼런스(한러대화)

11.5,국립외교원

사단법인 한러대화(KRD)

한·EU 전략대화

11.6, 국립외교원(웨비나)

유럽연합안보연구소(EUISS)

제13차 한·중·일 3자 협력포럼

11.10,
국립외교원(웨비나)

중국 국제문제연구원(CIIS)
일본 국제문제연구소(JIIA)

개최함으로써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KNDA-CSIS 한·미 양자 동맹대화

11.10~11,
국립외교원(웨비나)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제29차 한·중 학술회의

11.12, 국립외교원(웨비나)

중국 국제문제연구원(CIIS)

KNDA-RSIS 라운드테이블
(제1차 한·싱가포르 학술회의)

11.17,
국립외교원(웨비나)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연구
소(RSIS)

회, 언론 기고 32회)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는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국제학술회의

11.23,
국립외교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35차 한·일 학술회의

11.24, 국립외교원(웨비나)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2020 국제법센터 BBNJ 국제전문가
화상회의

11.27, 서울(웨비나)

서울국제법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일·인도 3자 정책대화

12.1,
국립외교원(웨비나)

일본국제관계포럼(JFIR),
인도옵저버재단(ORF)

2020 동북아평화협력포럼

12.3~4, 서울(웨비나)

-

제5차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NTCT)
대표자 회의 및 2020 NTCT 콘퍼런스

12.8,
국립외교원(웨비나)

중국외교학원(CFAU),
일본국제관계포럼(JFIR)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적 정책 수요에 적극 부응했다.
한·미 대화, 한·중·일 3자 협력포럼, 한·러회의, 한·EU 전략대화, 한·아세안 싱크
탱크 전략대화뿐만 아니라 서울국제법아카데미 등 총 21건의 다양한 국제 학술행사를

2020년에는 이용자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를 개편해 국민들의 연구
성과물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교수진의 언론 홍보활동(방송 출연 89회, 인터뷰 3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 국제회의
행사명

일자/장소

관련 기관

2020 청년 모의 NPT 대회

7.10, 서울

핵정책학회

비확산·원자력 국제회의

8.4~8.6, 대전(웨비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

2020년도 IFANS 국제문제회의

8.31~9.1,
국립외교원(웨비나)

-

국립외교원·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례회의

9.28,
국립외교원(웨비나)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제2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10.6, 국립외교원

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ASEAN-ISIS)

2020 서울국제법아카데미

10.19~10.30,
국립외교원(웨비나)

-

KNDA-KNDU 공동 국제학술회의

10.26, 서울

국방대학교

사, 공공외교, 홍보, 운영지원, 개발협력, 해외 일자리 창출 등 8대 업무 분야와 공관장

2020년 제1차 한·IORA 파트너십
1.5트랙 세미나

10.29, 서울(웨비나)

환인도양연합(IORA) 사무국

중점추진사업2)을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공관 외교활동의

2020 한·러(KNDA-MGIMO) 회의

11.3, 국립외교원(웨비나)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MGIMO)

전반적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구축, 신남방정책, 코로나19 확산 대응 등 우

1)

3 공관장 성과평가를 통한 외교 역량 강화 노력

2020년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을 개정해 정무, 경제·통상, 영

혁신을 통한
외교 역량 강화

리 정부의 외교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1) 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ASEAN-ISIS): 라오스 국제문제연구소(IFA),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ISIS Malaysia), 미
얀마 전략국제문제연구소(MISIS), 브루나이 전략정책문제연구소(CSPS), 베트남 외교아카데미(DAV), 싱가포르 국제문제

2) 공관장 중점추진사업은 ① 공관장이 외교부 소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적합한 이행 계획을 설정하고 평가받는 사업

연구소(SIIA),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Indonesia), 캄보디아 평화협력연구소(CICP), 태국 안보국제문제연구

② 해당 연도 공관 현안 및 주재국 간 관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행 실적을 평

소(ISIS Thailand), 필리핀 진보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협력 재단(APPPFI)

가받는 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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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2020년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현황

335

부록6 경제·통상 관계 현황

339

부록7 2020년 조약 발효 현황

340

부록8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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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2 2020년 국제관계 일지

차관보

평화외교기획단
북핵정책과
북핵협상과

대북정책협력과
평화체제과

녹색환경외교과
기후변화외교과
에너지과학외교과

북핵외교기획단
국제안보대사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지역경제기구과
경제협정규범과
다자경제기구과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경제국

교수부

정책공공외교 과
정책공공외교 과
문화교류협력과
유네스코과
공공외교총괄과
심의관
영토해양과
국제법규과
조약과
다자 협력 인· 도지원과
개발협력과
개발정책과

수출 통제 제· 재담당관
군축비확산담당관
원자력외교담당관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
직무연수과
외국어교육과

공공문화외교국

국제법률국
개발협력국

원 자 력 비· 확 산 외 교 기 획 관
해외안전지킴센터
재외국민안전과
재외국민보호과

협력관
국제안보과
인권사회과
유엔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여권과
영사서비스과
재외동포과

전략조정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재외공관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경력교수(2)
기획부

부록

외교안보연구소
연구행정과

국제기구국

재외동포영사기획관

아프리카중동국

유럽국

중남미국

북미국

아세안국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아프리카 과
아프리카 과
중동 과
중동 과
심의관
유라시아 과
유라시아 과
중유럽과
서유럽과
심의관
중남미협력과
중미카리브과
남미과
심의관
한미안보협력 과
한미안보협력 과
북미 과
북미 과
심의관
아세안협력과
동남아 과
동남아 과
심의관
동북아협력과
동북아 과
동북아 과
심의관
아태지역협력과
아태 과
아태 과

외교전략기획관

외교사절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의전총괄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조정기획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외교정보보안담당관
외교통신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감사관

정책홍보담당관
언론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

부대변인

인사기획관

정보관리기획관

의전기획관

아시아태평양국

1 2

1 2

기획협력과
외교역량평가과
운영지원과

1 2

1 2

기후변화대사

공공외교대사

1 2

1 2

1 2

1 2

1 2

경제외교조정관
다자외교조정관
재외동포영사실장
의전장

한반도평화
교섭본부

제2차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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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직도
1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외교부 조직도
부록

장관

부록

2

외교관계 수립 현황

외교관계 수립 현황
➊
남·북한 수교 현황

➌
남·북한 동시 수교국 현황
(2020년 12월 기준)

구분

한국

북한

동시수교

아주

37

26

26

미주

34

24

23

구주

54

49

49

중동

18

16

14

아프리카

48

46

46

계

191

161

158

* 한국은 191개 유엔회원국(남·북한 제외) 중 189개국(시리아, 쿠바 미수교) 및 유엔비회원국인 교황청, 쿡제도와 수교

지역

국명

아주(26)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미주(23)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구주(49)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중동(14)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아프리카(46)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계

158개국

- 미수교국: 시리아, 쿠바, 코소보

➋
남·북한 단독 수교국 현황
지역

한국

북한

아주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부탄, 사모아, 솔로몬제도, 일본,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쿡제도
(11)

미주

미국,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11)

구주

교황청, 모나코, 안도라, 에스토니아, 프랑스

(5)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4)

아프리카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2)

계

33

쿠바

(1)

시리아, 팔레스타인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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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한국 수교국 현황
지역

국명

아주(37)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쿡제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호주

미주(34)

구주(54)

중동(18)

아프리카(48)

계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 탄자니아, 토고

➊
남·북한 재외공관 현황
(2020년 12월 기준, ( )는 북한)

지역

상주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계

아주

24 (14)

22 (2)

1 (0)

47 (16)

미주

21 (5)

13 (0)

1 (1)

35 (6)

유럽

35 (13)

9 (1)

3 (2)

47 (16)

중동

17 (6)

2 (0)

0 (0)

19 (6)

아프리카

18 (10)

0 (0)

0 (0)

18 (10)

계

115 (48)

46 (3)

5 (3)

166 (54)

※ 한국의 경우: 대만대표부, 분관 14(오클랜드, 카라치, 본, 라스팔마스, 라고스, 킹스턴, 두샨베, 멜버른, 말라보, 세부, 트빌리시, 시엠
레아프, 아르빌, 발리), 출장소 6(하갓냐, 앵커리지, 댈러스, 유주노사할린스크, 다롄, 필라델피아)은 통계에서 제외

➋
지역별 남·북한 상주공관 현황
지역

구분

한국

북한

대사관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24)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14)

총영사관

중국(8)1), 일본(9)2), 시드니, 호치민, 뭄바이, 첸나이,
다낭
(22)

선양, 홍콩

대표부

아세안

대사관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21)

총영사관

미국(9)3), 캐나다(3)4), 상파울루

대표부

유엔

아주

191

미주

(2)

(1)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쿠바, 페루
(5)

(13)
(1)

유엔

(1)

1) 광저우, 상하이, 선양, 시안, 우한, 청두, 칭다오, 홍콩
2)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요코하마, 후쿠오카, 히로시마
3)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
부록

4)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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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➊
유엔 및 유엔 산하·전문·독립기구
(2020년 12월 기준)

지역

구분

한국

대사관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35)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체코, 폴란드
(13)

총영사관

밀라노, 바르셀로나, 블라디보스토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알마티, 이르쿠츠크,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9)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부

OECD(파리), 유네스코, 제네바,

(3)

제네바, 프랑스(일반대표부·
유네스코 겸임)
(2)

대사관

리비아, 레바논,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오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17)

리비아, 시리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6)

유럽

중동

아프리카

계

북한

(2)

총영사관

두바이, 제다

대사관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18)
166

(1)

일련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1

국제연합(UN)

1991

1991

뉴욕

2

세계보건기구(WHO)

1949

1973

제네바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1977

로마

4

만국우편연합(UPU)

1900

1974

베른

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1974

파리

6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1975

제네바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52

1977

몬트리올

8

국제통화기금(IMF)

1955

-

워싱턴 DC

9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55

-

워싱턴 DC

10

국제개발협회(IDA)

1961

-

워싱턴 DC

11

국제금융공사(IFC)

1964

-

워싱턴 DC

12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1988

-

워싱턴 DC

13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1967

-

워싱턴 DC

14

세계기상기구(WMO)

1956

1975

제네바

15

국제해사기구(IMO)

1962

1986

런던

기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니,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10)

16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1980

비엔나

17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1979

1974

제네바

54

18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978

1987

로마

19

국제노동기구(ILO)

1991

-

제네바

20

세계관광기구(UNWTO)

1975

1987

마드리드

21

세계무역기구(WTO)

1995

-

제네바
비엔나

22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1974 가입/
1994 탈퇴

23

제네바군축회의(CD)

1996

1996

제네바

24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4

1992

방콕

25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2007

-

칠레

2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4

1973

제네바

27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1994

-

비엔나

※ 유엔산하기구(Funds and Programs)의 경우, 유엔 회원국 모두가 회원국으로 간주되므로 미표기

328

부록

※ 소재지는 도시명으로 표기(단, 알기 어려운 도시의 경우 국가명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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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기구
※ OECD 준독립기구 및 협력기구 포함

일련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일련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6

-

파리

3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1970

-

마드리드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

-

싱가포르

33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1968

아시아개발은행(ADB)

1966

-

마닐라

1986 가입/
1996 탈퇴

로마

3
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991

-

런던

34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1985

2013

런던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TSO)

1967

2001

워싱턴 DC

5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1980

-

코트디부아르

35

6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982

-

코트디부아르

36

국제수로기구(IHO)

1957

1987

모나코

7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1990

-

쿠알라룸푸르

37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1950

-

방콕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WECAFC)

1974

-

바베이도스

8

동남아·뉴질랜드·호주중앙은행기구(SEANZA)

1966

-

호주

38

9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1982

-

쿠알라룸푸르

39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

1968

-

가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2004

-

마이크로네시아

2012

세이셸

10

국제백신연구소(IVI)

1997

-

서울

40

11

유엔기념공원(UNMCK)

1959

-

부산

41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1996

12

국제결제은행(BIS)

1997

-

바젤

42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1993

-

캐나다

13

세계관세기구(WCO)

1968

-

브뤼셀

4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1985

-

호주

14

아시아생산성기구(APO)

1961

-

도쿄

44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978

1974

파리

15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1970

1974

뉴델리

45

국제포경위원회(IWC)

1978

-

영국

16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1963

-

뉴델리

46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1995

-

캐나다

17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위원회(APPPC)

1981

1995

방콕

47

국제이주기구(IOM)

1988

-

제네바

18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1962

-

방콕

48

국제포플러위원회(IPC)

1973

-

로마

19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1979

1994

방콕

49

국제설탕기구(ISO)

1993

-

런던

20

국제의회연맹(IPU)

1964

1973

제네바

50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1981

-

로마

21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1971

1981

로마

5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1953

2001

파리

22

콜롬보플랜(Colombo Plan)

1962

-

스리랑카

52

국제곡물이사회(IGC)

1953

-

런던

23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1962

-

마닐라

53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1985

-

요코하마

2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2013

제네바

54

세계박람회기구(BIE)

1987

2007

파리

25

국제도량형국(BIPM)

1959

1981

프랑스

55

국제해저기구(ISA)

1996

-

자메이카

26

지구환경금융(GEF)

1994

1994

워싱턴 DC

56

상설중재재판소(PCA)

2000

-

헤이그

국제에너지기구(IEA)

2002

-

파리

(준회원 재가입)

(옵서버)

27

국제 연·아연연구그룹(ILZSG)

1987

-

리스본

57

28

상품공동기금(CFC)

1982

1987

암스테르담

58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2002

-

제네바

미주개발은행(IDB)

2005

-

워싱턴 DC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997

-

헤이그

30

세계채소센터(WVC)

1971

-

대만

60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2006

-

누르술탄

워싱턴 DC

61

법을 통한 민주주의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2006

-

벨기에

31

330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1954

-

부록

29

59

331

부록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62

국제미작연구소(IRRI)

1991

-

필리핀

63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2018

1956

폴란드

64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ReCAAP)

2006

-

싱가포르

65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1998

-

영국

6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1999

-

비엔나

67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1970

-

대만

68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2001

-

호주

69

금융안정위원회(FSB)

2009

-

바젤

70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009

-

바젤

71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2011

-

아랍에미리트

72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2012

-

서울

73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2003

-

밴쿠버

74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2005

-

샌디에이고

75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2011

-

나미비아

76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2012

-

뉴질랜드

77

OECD 개발센터(DEV)

1991

-

파리

78

OECD 원자력기구(NEA)

1993

-

프랑스

79

국제교통포럼(ITF)

2007

-

파리

80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2009

-

파리

8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009

-

파리

82

국제형사재판소(ICC)

2003

-

헤이그

83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1997

-

헤이그

84

국제핵융합실험로국제기구(ITER)

2003

-

파리

85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2014

-

레위니옹

86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2015

-

도쿄

8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015

-

베이징

88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1996

-

함부르크

89

불어권국제기구(OIF)

2016

-

파리

90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2018

-

서울

91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2020

-

온두라스

92

한·일·중 3국협력사무국(TCS)

2011

-

서울

332

(옵서버)

일련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

이스탄불

2011
93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부문별대화
동반자)

94

아태방송개발기구(AIBD)

1978

-

쿠알라룸푸르

95

미주농업협력기구(IICA)

1981

-

코스타리카

96

아시아재보험기업(ARC)

2005

-

방콕

(옵서버)

부록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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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관계 현황

2020년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현황

6

경제·통상 관계 현황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상외교 비대면 전환

구분

행사내용

화상 정상회의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3.26)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4.14)
•한·EU 화상 정상회담(6.30)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11.12~15)
· 한·아세안 정상회의(11.12)
· 한·메콩 정상회의(11.13)
· 아세안+3 정상회의(11.14)
· 동아시아 정상회의(11.14)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11.15)
•APEC 정상회의(11.20)
•G20 정상회의(11.21~22)

➊
경제·통상 관련 주요 지표
2016

구분

2017

2019p

2018

2020p

국내총생산(명목GDP, 억 달러)

15,000

16,233

17,252

16,463

16,308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GNI, 달러)

29,394

31,734

33,564

32,115

31,755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 %)

2.9

3.2

2.9

2.0

-1.0

소비자물가상승률(%)

1.0

1.9

1.5

0.4

0.5

실업률(%)

3.7

3.7

3.8

3.8

4.0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기준, 억 달러)

213

229

269

233

206

경상수지(억 달러)

979

752

775

597

753

외환보유액(억 달러)

3,711

3,893

4,037

4,088

4,431

대외채무(억 달러)

3,822

4,120

4,412

4,670

5,424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➋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2016

495,426

-5.9

406,193

-6.9

89,233

2017

573,694

15.8

478,478

17.8

95,216

2018

604,860

5.4

535,202

11.9

69,658

2019

542,233

-10.4

503,343

-6.0

38,890

2020

512,498

-5.5

467,633

-7.1

44,865
출처: 한국무역협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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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해외 직접투자 현황

➎
10대 교역 상대국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p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1

중국

132,565

108,885

241,450

2017

2018

2019

2020

수출

수입

교역 규모

7,609

15,429

8,225

21,348

8,565

24,897

6,131

20,709

2

미국

74,116

57,492

131,608

중동

212

794

176

883

148

795

110

843

3

일본

25,098

46,023

71,121

북미

1,954

14,402

2,053

14,542

2,196

21,773

2,011

20,545

4

베트남

48,511

20,579

69,090

중남미

576

8,940

685

7,765

887

16,732

689

9,756

5

대만

16,465

17,837

34,302

유럽

971

8,507

1,353

14,432

1,495

17,494

1,162

17,080

6

홍콩

30,654

1,540

32,194

아프리카

133

277

151

147

157

742

115

563

7

독일

9,576

20,681

30,257

대양주

178

1,113

244

496

240

1,323

248

1,425

8

호주

6,189

18,707

24,896

11,633

49,463

12,887

59,613

13,688

83,755

10,466

70,919

9

사우디아라비아

3,302

15,980

19,282

10

싱가포르

9,828

8,438

아시아

전체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18,266
출처: 한국무역협회

➍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➏
10대 무역수지 흑자국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신고건수

신고금액

미주

589

아주

1,623

구주
중동
아프리카

2020p

2019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6,303

523

8,238

1,650

7,834

538

9,355

1,627

457

7,300

70

1,066

380

9,040

69

594

62

40

68

2,774

22,948

2,669

순위

2018
수지

국가명

2020

신고금액

8,582

501

8,757

1

중국

55,636

홍콩

30,133

홍콩

29,114

6,624

1,212

6,504

2

홍콩

43,999

중국

28,974

베트남

27,932

419

7,359

387

4,829

3

베트남

28,979

베트남

27,106

중국

23,680

56

756

67

547

4

미국

13,852

미국

11,465

미국

16,624

76

58

7

35

5

5

인도

9,721

인도

9,531

인도

7,036

26,901

2,674

23,328

2,184

20,642

6

필리핀

8,468

싱가포르

6,108

마셜제도

4,836

7

멕시코

6,368

멕시코

4,767

폴란드

4,805

※ 전체 건수는 1개 사업에 여러 나라가 투자한 경우 국별로 각각 건수를 계상함에 따라 지역별 합계와 상이할 수 있음

8

터키

4,791

필리핀

4,707

터키

4,228

※ 2020년 통계는 미처분이익잉여금 1억 달러 미포함

9

대만

4,046

폴란드

4,544

필리핀

4,040

10

싱가포르

3,808

터키

4,109

헝가리

2,24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명

2019

신고건수

전체

신고건수

(단위: 백만 달러)

수지

국가명

수지

336

337

부록

출처: 한국무역협회(통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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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약 발효 현황

➐
10대 무역수지 적자국

➊
양자 조약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8
국가명

2019
수지

국가명

2020
수지

국가명

수지

연번

조약명

서명일/각서교환일

발효일

1

한·베트남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2019.12.12/2019.12.27

2020.1.1

2

한·미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2019.12.12/2019.12.30

2020.1.1

1

일본

-24,075

일본

-19,161

일본

-20,925

3

한·중국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2019.12.12/2019.12.30

2020.1.1

2

사우디아라비아

-22,384

사우디아라비아

-18,144

사우디아라비아

-12,678

4

한·타지키스탄 무상원조 기본협정

2019.7.16

2020.1.13

-12,518

5

한·스위스 GMP 상호신뢰협정

2019.12.18

2020.1.15

6

한·투르크메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9.4.17

2020.2.6

7

한·인도네시아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2019.11.25

2020.2.12

8

한·아랍에미리트 이중과세방지협약

2019.2.27

2020.2.29

9

한·미 항공안전증진협정 개정 교환각서

2020.5.7/2020.5.19

2020.5.19

10

한·몽골 2017~2019 EDCF 기본약정 개정 교환각서

2020.5.28/2020.5.28

2020.5.28

11

한·이집트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 교환각서

2020.1.5/2020.1.5

2020.7.1

3
4

카타르
쿠웨이트

5

독일

6

-15,768
-11,541

호주
카타르

-12,717
-12,680
-11,251

호주

-11,105

독일

-11,481

독일

-7,223

호주

-11,109

쿠웨이트

-9,815

쿠웨이트

-5,168

7

러시아

-10,183

러시아

-6,793

러시아

-3,730

8

이라크

-7,657

이라크

-6,050

이탈리아

-3,430

9

아랍에미리트

-4,699

아랍에미리트

-5,521

이라크

-3,333

12

한·케냐 2018~2020 EDCF 기본약정

2020.8.27

2020.8.27

10

칠레

-2,668

칠레

-2,746

프랑스

-2,898

13

한·키르기스스탄 항공협정 개정의정서

2019.7.18

2020.8.27

14

한·우즈베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9.4.19

2020.10.18

15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9.5.17

2020.10.28

16

한·스페인 항공운수협정

2018.12.20

2020.11.6

17

한·가나 2020~2022 EDCF 기본약정

2020.11.17

2020.11.17

18

한·국제연합 간 UN UNDRR 인천 동북아사무소 등 설립협정 연장
및 개정 협정

2020.11.18

2020.11.18

19

한·르완다 전력전송망 확충사업 EDCF 약정

2020.11.26

2020.11.26

20

한·탄자니아 2018~2020 EDCF 기본약정

2020.12.8

2020.12.8

21

한·베트남 EDCF 기본약정 개정 교환각서

2020.12.15/2020.12.17

2020.12.17

22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 교환각서

2020.12.2/2020.12.23

2020.12.23

카타르

출처: 한국무역협회(통관 기준)

➋
다자 조약
조약명

1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기탁일

우리나라 발효일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2019.11.22

2020.2.20

3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2019.11.22

2020.2.20

4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2020.4.22

2020.7.22

5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2020.5.13

2020.9.1

2020.1.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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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➊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1)

➋
기타 사증 관련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총 체결 건수

적용 대상
외교관여권
소지자(2개국)

요르단, 우즈베키스탄(60일)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43개국)

가봉, 라오스,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몰도바(180일 중 90일),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라루스, 벨리즈, 볼리비아, 사이프러스,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30일), 알제리, 앙골라(30일),
에콰도르(외교관: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에티오피아2), 오만, 우크라이나,
이란(3개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적도기니3), 조지아, 중국(30일),
카보베르데, 캄보디아(60일), 쿠웨이트(180일 중 90일),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30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30일), 파라과이,
파키스탄(3개월), 필리핀(무제한), 탄자니아(180일 중 90일)

111개 협정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90일간
체류 가능)

적용대상

국가명

복수사증(14개국)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독일(주재, 투자 등), 러시아(단기 복수), 몽골, 미국(단기 종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상용),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인도(상용, 고용, 관광), 일본,
중국, 캐나다(상용), 호주(상용)

취업관광사증(24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2개국)

러시아, 중국

국가명

아주 지역
(4개국)

뉴질랜드4),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 지역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외교관·관용 30일,
일반 90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외교관·관용·
일반여권
소지자
(66개국)
구주 지역
(32개국)

아중동 지역
(5개국)

[솅겐국(26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5)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외교관·관용 180일),
이탈리아6), 체코,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180일 중 90일),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포르투갈7), 핀란드
[비솅겐국] 루마니아(180일 중 90일), 불가리아, 영국, 아일랜드,
터키(180일 중 90일), 러시아(외교관·관용 90일, 일반 180일 중
90일, 1회 연속 체류 최대 60일), 카자흐스탄(외교관·관용 90일,
일반 180일 중 60일, 1회 연속 체류 최대 30일)
모로코, 레소토(60일),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30일)

1) 코
 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국가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입국 시 확인 필요)
2), 3) 에
 티오피아, 적도기니(외교관·관용): 서명됐으나 현재 미발효
4) 뉴질랜드: 인터넷상 전자여행허가(ETA) 발급 사전 신청 필요
5) 솅겐국은 솅겐협약 가입국 합산, 최종 출국일로부터 이전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 가능
6) 이
 탈리아: 협정상 체류 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 기간 부여(2003.6.15)
부록

7) 포르투갈: 협정상 체류 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180일 중 90일간 체류 기간 부여(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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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상호인정 현황

9

재외동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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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상호인정 현황

➊
재외동포 현황 총계

➊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총 137개국)
(단위 : 명, 2019년 12월 기준)

연도별

지역별

2019

백분율(%)

전년비 증감률(%)

7,430,688

7,493,587

100

0.85

일본

855,725

818,626

824,977

11.01

0.78

중국

2,585,993

2,548,030

2,461,386

32.84

-3.40

소계

3,441,718

3,366,656

3,286,363

43.85

-2.38

510,633

557,791

592,441

7.91

6.21

2,238,989

2,492,252

2,546,982

33.99

2.20

224,054

240,942

241,750

3.23

0.34

남아시아태평양
미국
북미

2017

7,184,872

총계

동북아시아

2015

캐나다

2,463,043

2,733,194

2,778,732

37.21

2.03

중남미

105,243

106,794

103,617

1.38

-2.97

유럽

소계

627,089

630,693

687,059

9.17

8.94

아프리카

11,583

10,853

10,877

0.15

0.22

중동

25,563

24,707

24,498

0.33

-0.85

➋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지역

국가명

아시아
(31개국)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뭄바이),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호주, 홍콩

아메리카
(21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아구아스칼리엔테스주, 과나후아토주,
게레로주, 틀락스칼라주, 멕시코시티),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카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이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유럽
(3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아르빌),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37개국)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튀니지

(단위 : 명, 2019년 12월 기준)

재외국민

거주자격별
지역별

영주권자
1,031,782

총계

동북아시아

일반 체류자

유학생

외국국적
(시민권자)

계

1,362,175

293,157

2,687,114

4,806,473

※

7,493,587

일본

361,351

71,058

17,050

449,459

375,518

824,977

중국

7,582

246,618

53,714

307,914

2,153,472

2,461,386

소계

368,933

317,676

70,764

757,373

2,528,990

3,286,363

96,619

351,682

77,054

525,355

67,086

592,441

426,643

560,566

77,717

1,064,926

1,482,056

2,546,982

남아시아태평양
미국

54,107

26,262

26,774

107,143

134,607

241,750

480,750

586,828

104,491

1,172,069

1,616,663

2,788,732

중남미

53,244

10,699

511

64,454

39,163

103,617

유럽

30,569

65,377

36,763

132,709

554,350

687,059

북미

캐나다
소계

아프리카

342

1,555

8,584

588

10,727

150

10,877

112

21,329

2,986

24,427

71

24,498

부록

중동

표기국은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임(26개국)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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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상호인정 현황

➋
양자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 국가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연번

비고

국가

체결일자

성격

연번

국가

체결일자

성격

9-13

콜로라도주

2013.4.17

약정

1

벨기에

1990.1.8

협정

9-14

조지아주

2013.7.1

〃

2-1

온타리오주

1998.11.17

약정

9-15

아칸소주

2014.7.11

〃

2-2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000.9.1

〃

9-16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014.7.22

〃

2-3

퀘벡주

2000.11.23

〃

9-17

테네시주

2016.4.14

〃

2-4

앨버타주

2000.12.14

〃

9-18

하와이주

2016.8.24

〃

2-5

매니토바주

2003.8.6

〃

9-19

펜실베이니아주

2016.10.25

〃

2-6

캐나다

미국

서스캐처원주

2004.12.29

〃

9-20

위스콘신주

2017.2.16

〃

2-7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2007.11.14

〃

9-21

오클라호마주

2017.3.16

〃

2-8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2007.11.15

〃

9-22

애리조나주

2017.6.27

〃

2-9

뉴브런즈윅주

2008.2.12

〃

9-23

루이지애나주

2019.1.28

〃

2-10

노바스코시아주

2011.3.10

〃

10

라트비아

2011.5.28

협정

3

폴란드

1998.11.25

협정

11

불가리아

2011.9.27

협정

4

아일랜드

1999.10.26

약정

12

에콰도르

2012.2.15

약정

5

스페인

2000.1.14

협정

13

페루

2012.12.17

협정

6

이탈리아

2002.3.5

협정

7

칠레

2007.7.2

협정

14

피지

2013.5.23

협정

8

슬로바키아

2007.11.23

협정

15

아제르바이잔

2013.10.23

협정

16

키르기스스탄

2013.11.19

협정

17

리투아니아

2014.10.14

협정

18

헝가리

2014.11.28

협정

19

이스라엘

2014.12.22

협정

20

과테말라

2015.5.14

협정

21

우즈베키스탄

2015.5.28

협정

22

온두라스

2015.7.20

협정

23

이란

2016.4.27

약정

2016.11.4

협정

메릴랜드주

2010.12.16

약정

9-2

버지니아주

2011.3.14

〃

9-3

워싱턴주

2011.5.24

〃

9-4

매사추세츠주

2011.8.8

〃

9-5

텍사스주

2011.9.9

〃

9-6

플로리다주

2011.10.22

〃

오리건주

2011.12.2

〃

9-8

미시간주

2012.2.15

〃

9-9

아이다호주

2012.4.6

〃

24

9-10

앨라배마주

2012.8.2 서명
2017.7.27 개정

니카라과

〃

25

모잠비크

2018.4.30

협정

9-11

웨스트버지니아주

2012.9.20

〃

26

콜롬비아

2018.8.1

협정

〃

27

아랍에미리트

2019.11.12

약정

9-7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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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주

2012.10.30

미발효이지만
상호주의로
인정

부록

9-1

비고

345

부록

2020년 국제관계 일지

11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12

2020년 국제관계 일지

➊
여권 발급 현황

➊
한국관계
(단위: 건)

구분

2013
외교관
관용

1)
국 거주
내
계
일
반 남
2)

여
국 재외
외 공관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724

1,819

1,756

1,771

1,840

2,071

1,862

1,784

13,478

13,754

13,854

14,462

12,208

14,051

13,243

6,829

3,516

2,621

3,206

3,666

3,739

-

-

-

3,095,810

3,034,117

3,814,526

4,533,045

5,090,925

4,785,289

4,528,220

944,157

1,532,768

1,493,509

1,845,715

2,196,851

2,477,236

2,410,733

2,299,350

498,002

1,563,042

1,540,608

1,968,811

2,336,194

2,613,689

2,374,556

2,228,870

446,155

115,952

98,668

106,363

117,673

127,629

145,856

174,469

124,393

3,230,480

3,150,979

3,939,705

4,670,617

5,236,341

4,947,267

4,717,794

기간

행사

1.1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발효

1.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

1.1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

➋
해외여행자 현황
해외여행자 수

연도

해외여행자 수

연도

해외여행자 수

1994

3,778,140

2003

7,386,088

2012

14,065,176

1995

4,508,076

2004

9,139,314

2013

15,155,660

1996

5,351,974

2005

10,372,409

2014

16,372,830

1997

5,275,183

2006

11,833,511

2015

19,580,398

1998

3,393,198

2007

13,620,503

2016

22,659,640

1999

4,659,935

2008

12,315,221

2017

26,496,447

2000

5,759,044

2009

9,804,725

2018

28,695,983

2001

6,379,255

2010

12,807,359

2019

28,714,247

2002

7,441,059

2011

13,019,134

2020

4,276,00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 2
 017년 12월 21일 거주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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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1.9~10

제13차 OECD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WGI)
회의(파리)

1.11~12

제10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아부다비)

1.14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샌프란시스코)

라트비아 국회의장 공식 방한(1.8~12) 계기
강경화 외교장관 면담

1.11~16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1.14) 특사 파견
(과테말라시티)

1.13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발효

1.13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 한·일 국장급
협의(샌프란시스코)

1.13~15

오만 국왕 서거 관련 조문사절단 파견
(오만 무스카트)

1.14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샌프란시스코)

1.14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샌프란시스코)

1.14~15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6차 회의
(워싱턴 DC)

1.15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상호신뢰에 관한 협정 발효

1.20

제7차 한·에콰도르 공동위원회(키토)

1.21

제16차 한·EU 공동위원회(브뤼셀)

1.21

강경화 외교장관, 한·일·중 3국협력사무국
(TCS) 사무총장단 접견(서울)

부록

2) 일반여권 발급 건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 수치임

기간

1,077,163
1.10

연도

다자 관계

양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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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1.22

제2차 한·파나마 정책협의회(파나마시티)

1.25

한·아프가니스탄 외교장관 통화

기간

1.27~31
1.28

한·중 외교장관 통화

1.29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
접견(서울)

1.29

제2차 한·영국 사이버정책협의회(서울)

1.29~30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 제1차 회담(카이로)

1.29~31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사무총장
방한

1.30

제8차 한·인도네시아 정책기획협의회
(자카르타)

2.3~5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 방한

2.3~7

헨리 반 티오(Henry Van Thio) 미얀마
제2부통령 방한

2.6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발효

2.6

한·일 국장급 협의(서울)

2.6

제2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바쿠)

1.30

2.7
2.7

2.11

양자 관계
행사

북극 프론티어 회의(노르웨이 트롬쇠)

강경화 외교장관, 주한 EU대사단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서울)

제16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멕시코시티)

한·영국 국제법률국장회의(서울)
2.10~11

믹타 차관급 리트릿(멕시코시티)

2.10~14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 2차
전체회의(뉴욕)

2.10~19

제58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뉴욕)

2.11~14

제1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참석(파리)

다자 관계

기간

행사

2.14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리투아니아
외교장관회담(뮌헨)

2.14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핀란드
외교장관회담(뮌헨)

2.14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노르웨이
외교장관회담(뮌헨)

2.14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뮌헨)

2.15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뮌헨)

2.15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뮌헨)

2.15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덴마크
외교장관회담(뮌헨)

2.15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스페인
외교장관회담(뮌헨)

2.15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계기 강경화
외교장관, 독일 국방장관 면담(뮌헨)

2.15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뮌헨)

2.15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뮌헨)

2.15

강경화 외교장관, 장피에르 라크루아
(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
(DPO) 사무차장 면담(뮌헨)

2.15~20

아프간·파키스탄 특별대표, 파키스탄 방문

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서울)

대통령 특사단 아랍에미리트 방문
(아부다비)

2.19~23

2.1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발효

마크 내퍼(Marc Knapper)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방한

2.20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발효

2.12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코리아소사이어티
(Korea Society) 회장단 접견(서울)

2.20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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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14~16

제56차 뮌헨안보회의(뮌헨)

2.17~18

제74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뉴욕)

2.17~18

2020년 제1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푸트라자야)

부록

2.19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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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2.20

한·중 정상 통화

2.25

제2차 스톡홀롬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계기 한·요르단 외교장관회담(베를린)

2.25

제2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계기 한·독일 외교장관회담(베를린)

2.26

한·중 외교장관 통화

2.26

강경화 외교장관, 영국 복지부 장관
면담(런던)

양자 관계

기간

행사

2.20~22

2020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푸트라자야)

2.24

강경화 외교장관,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참석(제네바)

2.24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제네바)

2.25

제2차 핵군축·NPT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베를린)

2.26~28

제18차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비공식 회의
(도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3.3

한·이라크 외교장관 통화

3.3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

3.3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 통화

3.4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해리 해리스
(Harry Harris) 주한 미국대사 면담

3.4

김건 외교부 차관보, 주한 싱가포르대사 면담

3.5

한·태국 외교장관 통화

3.5

한·이집트 정상 통화

3.5

문재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통화

3.6

한·터키 정상 통화

3.7

한·멕시코 외교장관 통화

3.9

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통화

3.9

한·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 통화

2.27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스티븐 비건
(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 통화

2.28

한·베트남 외교장관 통화

2.28

한·영국 외교장관 통화

2.28

한·이탈리아 외교장관 통화

2.28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동남아 11개국 주한
대사 면담

3.17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통화

3.17~19

2.29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발효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제7차 회의
(로스앤젤레스)

2.29~3.2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3.1) 특사 파견
(몬테비데오)

3.1

강경화 외교장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통화

3.1

한·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 통화

3.2

한·캐나다 외교장관 통화

3.2

한·몰디브 외교장관 통화
3.2~6

제63차 마약위원회(CND)(비엔나)

3.13

한·프랑스 정상 통화

3.13

한·노르웨이 외교장관 통화

3.20

한·스웨덴 정상 통화

3.20

한·페루 외교차관 통화

3.20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 특별화상회의

3.21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통화

3.23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통화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통화

3.24

한·미 정상 통화

3.3

한·엘살바도르 외교장관 통화

3.24

한·스페인 정상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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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3.12

2020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

3.15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외교장관 간 전화협의

3.19

코로나19 관련 제2차 주요국 외교장관 간
전화협의

3.20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전화협의

부록

3.3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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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3.24

문재인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통화

3.25

강경화 외교장관, 코로나19 상황 관련 북미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3.26

한·캐나다 정상 통화

양자 관계

기간

행사

3.25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19 행동 기반
(COVID Action Platform)’ 화상회의

3.26

제2차 유엔평화구축기금(PBF) 전략대화
화상회의

3.26
3.27

다자 관계

기간

행사

4.7

한·호주 정상 통화

4.7

한·몰도바 외교장관 통화

4.7

한·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 통화

4.7

한·튀니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문가 간
화상회의

코로나19 대응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4.8

한·에스토니아 정상 통화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2차 전화협의

4.8

한·핀란드 외교장관 통화

4.9

한·인도 정상 통화

3.27

한·리투아니아 정상 통화

3.28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통화

3.30

한·에티오피아 정상 통화

4.10

한·우크라이나 정상 통화

3.30

한·모로코 외교장관 통화

4.10

한·파키스탄 외교장관 통화

3.31

한·불가리아 정상 통화

3.31

한·카타르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

4.13

한·우즈베키스탄 정상 통화

4.13

한·부탄 정상 통화

4.13

한·코트디부아르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

4.14

김건 외교부 차관보, 응우옌 꾸억 중
(Nguyen Quoc Dzung) 베트남 외교차관
통화

3.31~4.1
4.1

한·쿠웨이트 외교장관 통화

4.1

한·일 국장급 화상협의

4.1

한·코스타리카 외교장관 통화

4.1

강경화 외교장관, 코로나19 상황 관련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4.1~3

OECD/IEA 기후변화 전문가그룹(CCXG)
글로벌 포럼 및 정기회의(화상)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
화상회의

4.2

한·덴마크 정상 통화

4.16

한·EU 외교장관 통화

4.2

한·콜롬비아 정상 통화

4.16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통화

4.2

장관 주재 중남미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4.3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총리 통화
4.3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3차 전화협의

기간

행사

4.10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4차 전화협의

4.14

코로나19 대응 관련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4.15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
코로나19와 디지털 협력에 관한 화상회의

4.15~16

사이버역량강화포럼(GFCE) 5주년 기념
화상회의

4.16

제8차 믹타 고위관리회의(SOM) 화상회의

4.16

강경화 외교장관, ‘코로나19와 여성’ 주제로
여성 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

4.17

한·중 외교차관 화상협의

4.17

강경화 외교장관, 코로나19 국제협의그룹
외교장관 간 전화협의

한·독일 정부합동 화상회의

4.17

한·싱가포르 외교장관 통화

4.17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5차 전화협의

4.5

김건 외교부 차관보, 에멀린 테오(Emaleen
Teo)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화상면담

4.17

한·에콰도르 외교장관 통화

4.17

제7차 P4G 이사회 화상회의

4.6

한·페루 정상 통화

4.17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UNICEF 사무총장
통화

4.6

한·영국 외교장관 통화

4.18

한·미 정상 통화

4.7

한·폴란드 정상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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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4.20

강경화 외교장관, 유엔난민최고대표 통화

4.21

한·인도네시아 정상 통화

4.21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웨비나 개최

4.22

한·핀란드 정상 통화

4.22

한·프랑스 영부인 통화

4.22

한·과테말라 외교장관 통화

4.22

한·몰디브 외교장관 통화

4.22

한·쿠웨이트 코로나 대응 화상회의

4.22

김건 외교부 차관보, 호세 타바레스(Jose
Tavares)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세안 총국장
화상면담

기간

4.22

4.22~24

양자 관계
행사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
코로나19와 디지털 협력에 관한 화상회의

다자 관계

기간

행사

5.6

한·미 외교장관 통화

5.6

강경화 외교장관 주재 코로나19 대응 관련
다자공관장 화상회의

5.6

김건 외교부 차관보, 무하마드 샤룰 이크람
야콥(Dato' Sri Muhammad Shahrul Ikram
Bin Yaakob)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
화상면담

5.7

김건 외교부 차관보, 주네버 마힐룸-웨스트
(Junever M. Mahilum-West) 필리핀 외교부
아세안 담당 차관보 화상면담

5.7

한·독일 영부인 통화

5.8

한·그리스 외교장관 통화

제42차 OECD 글로벌과학포럼(GSF) 총회
및 워크숍(화상)

기간

행사

5.8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8차 전화협의

5.11

강경화 외교장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교장관 화상회의

김건 외교부 차관보, 스탠리 로(Stanley Loh)
싱가포르 외교부 제2차관 화상면담

5.12

정세균 국무총리,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Chrystia Freeland) 캐나다 부총리 통화

4.24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 통화

5.12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노르딕 4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5.12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출범 화상회의

5.13

강경화 외교장관, 유럽 7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5.13

코로나19와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주최
화상회의

5.13

한·중 정상 통화

5.13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영국 국무상 통화

5.13

한·일 국장급 유선협의

5.14~15

글로벌펀드 제43차 이사회 화상회의

5.15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9차 전화협의

4.24

한·에스토니아 외교장관 통화

4.24

강경화 외교장관,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통화

4.24

4.27~28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6차 전화 협의

제11차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화상회의

4.28

한·오스트리아 정상 통화

4.29

인천공항 입국 및 검역 시스템 운영 경험
전수를 위한 한·콜롬비아 화상회의

4.29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
코로나19와 디지털 협력에 관한 화상회의

5.13

김건 외교부 차관보, 깐 파릇(Kan Pharidh)
캄보디아 외교차관 화상면담

4.29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4.29

제11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운영·
프로그램 소위원회(MPSC)(서울/화상)

5.14

4.30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에너지대화
상설그룹(SGD) 회의(화상)

김건 외교부 차관보, 통판 사반펫
(Thongphane Savanphet) 라오스 외교부
2차관 화상면담

5.14

김건 외교부 차관보, 소 한(U Soe Han)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화상면담

5.14

김건 외교부 차관보, 코로나19 상황 관련
중동 지역 7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5.1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영국 국무상 통화

5.1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7차 전화 협의

5.4

한·아일랜드 정상 통화

5.4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화상회의

5.4

한·체코 외교장관 통화

5.4

한·스리랑카 외교장관 통화

5.6

한·우즈베키스탄 부총리회의(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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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한·벨기에 정상 통화

5.15

강경화 외교장관,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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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5.15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 코로나19 관련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5.19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

5.19

한·인도 외교장관 화상회의

5.19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

5.19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주재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 공관장 화상회의

기간

5.18~19

5.19~20
5.20

강경화 외교장관, GCC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5.21

한·조지아 정상 통화

5.26

유네스코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 출범

5.26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주재 코로나19 관련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5.26

한·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화상회의

5.27

한·벨기에 영부인 통화

5.27

김건 외교부 차관보 주재 태평양동맹(PA)
회원국 공관장 화상회의

5.27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1차 민간자문회의
(서울)

5.28

5.29

양자 관계
행사

제73차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에너지대화
상설그룹(SGD) 회의(화상)

5.21

환인도양연합(IORA) 고위급 화상회의

5.21

제76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총회 화상회의

5.22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서울)

5.26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대응을 위한
공여국 화상회의

5.27

APEC 특별 고위관리회의(SOM)(화상)

다자 관계

기간

행사

5.29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 중미통합체제
(SICA) 회원국 공관장 화상회의

5.29

제1차 아프리카연합(AU) 평화기금
정책협의회 화상회의

6.1

한·미 정상 통화

6.2

한·타지키스탄 외교장관 통화

6.3

한·일 외교장관 통화

6.3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

6.3

한·러 총리 통화

6.4

한·스페인 정상 통화(국왕)

6.5

김건 외교부 차관보, 비세그라드그룹(V4)
양자 화상회의(체코 외교차관)

6.5

김건 외교부 차관보, 비세그라드그룹(V4)
양자 화상회의(슬로바키아 정무총국장)

6.8

한·헝가리 외교장관 통화

기간

행사

6.2

2020년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공약회의(화상)

6.3

강경화 외교장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교장관 화상회의

6.4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화상)

6.8~9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화상 특별회의(파리)

6.9

강경화 외교장관, ‘제9차 코로나19 대응
국제협의그룹’ 화상회의

6.10

한·영국 외교장관 통화

6.10

2020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화상회의 개최

6.10

김건 외교부 차관보, 비세그라드그룹(V4)
양자 화상회의(폴란드 정무총국장)

6.10

제9차 믹타 고위관리회의(SOM) 화상회의
개최

6.10

OECD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WGI)
화상회의

6.12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10차 전화협의

6.11

김건 외교부 차관보, 비세그라드그룹(V4)
양자 화상회의(헝가리 차관보)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각서교환 및 발효

6.11

국무총리, 콜롬비아 부통령 통화

6.12

한·온두라스 정상 통화

미국 국무부 및 주정부 국무장관협회(NASS,
National Association of Secretaries of
State) 관계자와 화상회의

6.12

한·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통화

6.13~14

김건 외교부 차관보 아랍에미리트 방문
(아부다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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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6.15

강경화 외교장관, 아세안 사무총장 통화

6.15

한·케냐 외교장관 통화

6.16

한·태국 고위관리회의(SOM) 대표 간
화상협의

6.17

이태호 제2차관 주재 코로나19 확산 관련
우리 국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중남미
7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기간

행사

6.15

2020년 유엔인도지원조정실(OCHA)
공여국지원그룹 고위급 회의(화상)

6.15~18

환경건전성그룹(EIG) 전략대화 화상회의

6.22~23
6.23

한·터키 정상 통화

6.23

김건 외교부 차관보, 루마니아 외교부 차관
화상회의

6.23~30

2020년 상반기 미 의회 보좌관단 화상
초청사업

6.24

화요라틴광장 주한 멕시코대사 초청 강연

6.24

한·일 국장 화상협의

6.24

제14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 화상회의

6.25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국장급
화상회의

6.26

한·벨라루스 경제협력 화상회의

6.26

APEC 특별 무역투자위원회(CTI) 화상회의

6.23~25

제8차 D-10 전략포럼 화상회의

6.24

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서울/화상)

6.24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2020년 연례
회의(화상)

6.25

6.30

7.1

한·스위스 정상 통화
강경화 외교장관, 다자주의 연대 주최
코로나19 화상회의 참석

한·중앙아시아 경제협의체 설립

한·EU 화상 정상회담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

행사

7.1

한·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화상회의

7.2

한·뉴질랜드 차관보 화상면담

7.3

한·아르헨티나 정상 통화

7.6

한·우즈베키스탄 부총리회의(서울)

7.6

강경화 외교장관,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Sardor Umurzako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 면담(서울)

6.29~7.10

제20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개최(파리)

6.30

제4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브뤼셀
회의(화상)

6.30~7.17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제네바)

7.7

2020년 유엔 PKO 파견부대 성과평가단
화상회의

7.7~9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방한

7.8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서울)

7.8

김건 외교부 차관보, 스웨덴 차관보 화상
협의

7.8

한·카타르 외교장관 통화

7.8

한·바레인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

7.9

2020년 유엔 PKO 파견부대 성과평가단
화상회의

7.9~11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
방한

7.10

한·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회담(서울)

7.10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화상회의

7.15

문재인 대통령, 리센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 앞 총선 승리 축하 메시지
트윗 게재

7.16

제23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 화상회의

기간

행사

7.2

코로나19 관련 안보리 공개토의(화상)

7.2~3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고위관리회의
(SOM)(화상)

7.6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 개최(서울)

7.6~10

유엔 대테러실(UNOCT) 주관 화상
대테러회의

7.9

제12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운영·
프로그램 소위원회(MPSC)(서울/화상)

7.14~16

유엔 지속가능발전고위급정치포럼(HLPF)
(화상)

7.17

제17차 믹타 외교장관회의(화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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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파트너십 콘퍼런스(화상)

다자 관계

기간

2020년 유엔여성기구(UN Women) 연례
집행이사회(뉴욕)

6.23

6.27
6.29

양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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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기간

7.21

다자 관계
행사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발효

7.22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7차 국장급회담
화상회의

행사

기간

행사

7.20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SOM)(화상)

8.10

제2차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베를린)

7.20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
(SOM)(화상)

8.12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통화

7.2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
(SOM)(화상)

8.12

김건 외교부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화상협의

8.12~13

제7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화상)

7.22~23
7.23

강경화 외교장관, 팜빙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통화

7.23

김건 외교부 차관보,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화상협의

7.23

한·중 영사국장 화상회의

7.27

한·헝가리 외교장관회담(서울)

7.28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

7.29

한·브루나이 외교장관 통화

7.29

한·이란 인도적 교역 촉진 및 확대를 위한
화상회의

7.30

문재인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재취임 관련 축전 송부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칭다오)

8.5

한·우간다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

제2차 G20 에너지지속가능성 실무그룹
(ESWG) 회의(화상)

8.13~25

파라과이 경전철 수주사업 대표단 현지
출장(아순시온)

8.14

한·호주 정상 통화

8.19

한·미주기구(OAS) 선거 경험 공유 화상회의

8.20

한·인도 군축비확산 협의(화상)

8.21~22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위원 방한(부산)

8.26

한·아세안 다이얼로그(화상)

7.23~24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아태 지역
화상협의회

8.26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차관 면담(서울)

7.24

APEC 제2차 특별 고위관리회의(VESOM2)
화상회의

8.26

한·나이지리아 외교장관 통화

7.24

G20 특별 셰르파 화상회의

7.31
8.1

다자 관계

기간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미국 상원 외교위동아태소위원장
화상회의

7.22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11차 전화협의

8.27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서명 및 발효

8.27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8.27

우리 진단기기·의약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웨비나

8.28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 통화

8.31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면담(서울)

기간

행사

8.13

제10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화상)

8.25~26

G20 에너지지속가능성 실무그룹(ESWG)
회의(화상)

8.26~27

제59차 APEC 에너지실무그룹(EWG) 회의
(화상)

8.31~9.1

2020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웨비나)

강경화 외교장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교장관 화상회의

부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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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기간

다자 관계
행사

9.1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발효

9.2

한·싱가포르 외교장관 통화

9.2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통화

9.7

기간

행사

8.31~9.4

2020년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
기금(UNFPA)/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UNOPS) 제2차 정례 집행이사회(화상)

기간

행사

9.15

제2차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간담회
(화상)

9.15~18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서울)

9.16

한·콜롬비아 외교장관 통화

9.17~18

강경화 외교장관 베트남 공식 방문(하노이)

문재인 대통령,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화상)

9.22~25

제11차 유네스코 모든 이를 위한 정보사업
(IFAP: Information for All Programme)
정부간위원회(화상)

9.23

강경화 외교장관, 제75차 유엔총회 계기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주최 부대행사
(코로나19 관련 고위급 화상회의) 참석

9.23~25

G20 에너지지속가능성 실무그룹(ESWG)
회의(화상)

9.24

제2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화상)

9.25

강경화 외교장관, 제75차 유엔총회 계기
‘다자주의연대 장관급 화상회의’ 참석

9.25

강경화 외교장관, 미 아시아 소사이어티
(Asia Society) 웨비나 연설

9.28

제75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안보리
개혁 관련 UfC(화상)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이버/
ICT 안보회의(화상)

9.8

강경화 외교장관, 루마니아 재외공관장
화상회의 특별세션 참석

9.8

사헬 중부 지역 관련 고위급 인도적 지원
화상회의

9.8~10

제8차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

9.8~9.11

2020년 UNICEF 제2차 정례 집행이사회
개최(화상)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미국 국가안보부보좌관 면담(워싱턴 DC)

9.9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화상)

9.9

제8차 P4G 이사회(화상)

9.11

한·캐나다 외교장관 통화

FEALAC 조정회의(화상)

9.22

9.9

한·미 외교차관회담(워싱턴 DC)

9.17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유엔인도지원조정실(OCHA) 평가 착수식
(화상)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화상)

9.10.

제45차 유엔인권이사회(제네바)

9.3

9.9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미국 방문
(워싱턴 DC)

9.14~10.7

문재인 대통령,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믹타 대표 연설(화상)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화상)

9.9~11

행사

9.21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서울)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통화

기간

G20 특별 외교장관회의(화상)

9.9

9.23~24

한·아랍에미리트 투자보장협정 제2차
개정회담(화상)

9.24

한·일 정상 통화

9.24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통화

9.24

한·에콰도르 외교장관 통화

9.25

김건 외교부 차관보 싱가포르 방문

9.26

한·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 통화

9.11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12차 전화협의

9.27~28

마셜 빌링슬리(Marshall Billingslea)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 방한

9.11

2020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
개최(서울)

9.28

한·러 정상 통화

9.12

ARF 외교장관 회의(화상)

9.28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화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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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양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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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9.28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한 중남미 외교단
(GRULAC) 면담

9.28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9.28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그레테 파레모
(Grete Faremo) 유엔사업서비스기구
(UNOPS) 사무총장 화상면담

9.28~29

김건 외교부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

9.29

제5차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서울)

9.29

한·페루 외교장관 통화

10.1

한·독일 정상 통화

10.4~6

쿠웨이트 국왕 서거 관련 조문사절단 파견

10.5

한·브라질 정상 통화

10.5

한·미 외교장관 통화

기간

9.28~29

양자 관계
행사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화상)

9.29

코로나19 시대의 개발재원 정상회의(화상)

9.29~30

제3차 G20 셰르파 화상회의

10.5~9

제5차 싱가포르 국제사이버주간(화상)

다자 관계

기간

행사

10.14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화상)

10.14

한·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신기술
안보회의(화상)

10.14

중미통합체제(SICA) 출범 30주년
한·중미지역 신협력비전 세미나
(대면/비대면 혼합)

10.15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서울)

10.16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공동의장
화상회동

10.17

한·자메이카 외교장관 통화

10.18

1998년 2월 11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발효

10.19

문재인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 통화

10.19

국무총리, 콜롬비아 대통령 통화

10.19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한 콜롬비아대사
면담

10.6

한·우즈베키스탄 정상 통화

10.6

한·방글라데시 외교장관 통화

10.6

제2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서울)

10.19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 화상회담

10.6

한·캐나다 PKO 관련 국장급 협의회(화상)

10.19

한·핀란드 외교장관 화상회담

10.19~21

김건 외교부 차관보, 멕시코 방문

10.6

한·콜롬비아 외교부 지역국장(화상)

10.20

한·룩셈부르크 정상 통화

10.20

한·이탈리아 정상 통화

10.20

한·스리랑카 총리 통화

10.20

국무총리, 과테말라 부통령 통화

10.20

한·이집트 정상 통화

10.20

한·오스트리아 외교장관 통화

10.20

한·폴란드 외교장관 통화

10.20

한·덴마크 외교장관 화상회담

10.8

2020 한·몽골 수교 30주년 및 국경일 기념
리셉션 개최(울란바토르)

10.8

월드비전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행사
(서울)

10.6

OECD DAC·UN 공동 주관 인도적 지원·
개발·평화 연계에 관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화상)

10.7

2020 국제 수소에너지 콘퍼런스(서울)

10.8

문재인 대통령, 코리아 소사이어티
(Korea Society) 연례만찬 기조연설(화상)

10.12~13

제24차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고위급 회의(화상)

10.12~13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시아회의
(화상)

10.21

기간

행사

10.19

IRENA 이사회 정책세션(화상)

10.20

사헬 중부지역 인도적 상황 관련 각료급
라운드테이블(화상)

10.20~23

제2차 한·미·일 여성역량강화 3자회의(화상)

한·덴마크 정상 통화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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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10.21

한·인도 정상 통화

10.21

한·스웨덴 외교장관 통화

10.21~22

강경화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 통화(총 2회)

10.22

한·칠레 정상 통화

10.22

한·카자흐스탄 정상 통화

10.22

한·몰디브 외교장관 통화

10.22

한·영국 국제기구국장 협의회(화상)

10.22

한·인도 연구기관 2+2 정책대화 MOU
체결식(웨비나)

10.23

한·크로아티아 총리 통화

10.23

한·라오스 재수교 25주년(10.25) 계기 양국
대통령, 총리, 외교장관 간 축하 메시지 교환

10.23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제17차 한·캐나다
포럼(화상) 축사

10.26

국무총리, 스위스 부통령 통화

10.27

한·캐나다 정상 통화

10.28

10.28

10.29

기간

양자 관계
행사

10.22

제47차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관리위원회(부산)

10.22

로힝야 난민 대응 지원 회의(화상)

10.27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화상)

10.27~28

제8차 문화재 불법거래방지협약
부속위원회(파리)

10.27~28

제32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사업
(MAB: Man and the Biosphere) 국제조정
이사회(파리)

10.27~29

G20 회기간 셰르파회의(화상)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발효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통화

한·일 국장급 협의(서울)

10.28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제9차 총회·
제13차 이사회 참석(화상)

10.28~29

2020년 OECD 각료이사회(MCM)(화상)

10.29

브루킹스연구소 주관 아시아 초국가적 위협
포럼(화상)

다자 관계

기간

행사

10.29

20년 제1차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

10.29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마르타 모건
(Marta Morgan) 캐나다 외교차관 통화

10.29

제4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책협의회(화상)

10.30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한 칠레대사 면담
(서울)

10.30

제1차 한·이탈리아 화상 전략대화

10.30

제16차 한·UNICEF 정책협의회(화상)

10.30

한·NATO 정책협의회(화상)

11.3

제9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

11.3

2020 한·러시아(KNDA-MGIMO) 회의
(웨비나)

기간

행사

11.2~3

제14차 OECD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WGI) 회의(화상)

11.3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1차 준비회의(화상)

11.3~4

제19, 20차 IRENA 이사회(화상)

11.3~5

제5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화상)

11.5

믹타 외교장관, 터키 및 그리스 지진 피해
위로 공동성명 채택

11.4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카자흐스탄과
차관급 준비회의(화상)

11.4

한·유엔인도지원조정실(OCHA) 정책협의회
(화상)

11.4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면담(서울)

11.5

제14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화상)

11.5

한·러 정경콘퍼런스(한러대화)

11.6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 항공운수협정
발효

11.6

김판석 연세대 교수, 유엔 국제공무원위원회
(ICSC) 위원(2021~2024년 임기) 당선

11.6

한·세계식량계획(WFP) 정책협의회(화상)

11.6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제15회 제주포럼
참석(제주)

11.6

한·EU 전략대화(웨비나)

11.6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13차 전화협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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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11.8~11

강경화 외교장관 미국 방문(워싱턴 DC)

11.9

한·미 외교장관회담(워싱턴 DC)

11.9

김건 외교부 차관보,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화상협의

기간

11.9~10
11.9~13

알키비아디스 스테파니스(Alkiviadis
Stefanis) 그리스 국방차관 방한

11.10

한·영국 정상 통화

11.10

제21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화상)

양자 관계
행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1차 준비회의(화상)

11.10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스페인 주최
‘다자주의 지지 고위급 행사’ 화상 참여
(마드리드)

행사

11.15~20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TF 미국 방문

11.17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서명 및 발효

11.17

제18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화상)

11.17

제9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화상)

11.18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서명 및 발효

제7차 한·호주 전략대화(화상)

11.18

한·핀란드 정책협의회(화상)

제10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서울/화상)

11.18

제8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도쿄)

11.19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준비 C5+1
고위관리회의(화상)

11.19

한·일 아프리카 담당 국장 간 협의(도쿄)

11.19

제3차 한·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고위급 회의
개최(화상)

11.19

제4차 한·러 북극협의회(모스크바)

11.10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타지키스탄과
차관급 준비회의(화상)

11.10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에너지대화
상설그룹(SGD) 특별회의(화상)

11.10

한·영국 차관급 화상회의

11.10

제13차 한·중·일 3자 협력포럼(웨비나)

11.10~11

한·미(KNDA-CSIS) 양자 동맹대화(웨비나)

11.11
11.11

11.11~12
11.12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축하 통화

11.12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화상 개최

11.12

한·일 외교차관 통화

11.12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키르기스스탄
차관급 준비회의(화상)

11.12

한·아랍에미리트 외교·국방 대화(서울)

11.12

제2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화상)

11.12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총국장
화상회의

11.12

제29차 한·중 학술회의(웨비나)

11.13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화상)

글로벌펀드 제44차 이사회(화상)

11.13

2020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화상)

11.14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화상)

11.21~25

김상희 국회부의장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자카르타)

11.23

최종건 제1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
개최(서울)

11.23

제8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
(화상)

11.23~24

202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서울/화상)

기간

행사

11.14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화상)

11.16

2020년 제31차 APEC 합동각료회의(AMM)
(화상)

11.16~18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화상)

11.17~19

북극이사회 고위관료회의(화상)

11.17~20

제4차 G20 셰르파회의(화상)

11.20

2020년 제27차 APEC 정상회의(AELM)
(화상)

11.21~22

2020년 G20 정상회의(화상)

11.23~24

2020년 아프가니스탄 회의(제네바)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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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 회의
(HLM)(화상)

11.10

다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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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기간

다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1.23~25

제117차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화상)

11.27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마이클 대나허
(Michael Danagher) 주한 캐나다대사 접견

11.27

제42차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외교장관회의(화상)

11.23~27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기념
‘개발협력주간’

11.30

11.30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서울 국방부)

11.24

2020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화상)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모하마드 아쉬리
무다(Datuk Mohd Ashri bin Muda)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이임 접견

11.30~
12.1

제24차 유네스코 정부간 수문학사업(IHP: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이사회 관련 특별회의(화상)

제5차 한·몽골 공동위원회(화상)

12.1

한·일·인도 3자 정책대화(웨비나)

11.24

제35차 한·일 학술회의(웨비나)

12.1

제167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화상)

11.24~27

김건 외교부 차관보 미얀마 방문
(네피도 및 양곤)

12.2~10

제21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1차 회의
(화상)

12.3~4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대면/비대면 혼합)

12.3~4

2020 동북아평화협력포럼(웨비나)

12.3~4

코로나19 관련 제31차 유엔총회 특별회기
(뉴욕, 화상/대면)

12.3~4

제27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각료이사회(화상)

11.24

행사

양자 관계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통화

11.24
11.24

11.24~
12.4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서울/화상)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대화(UNFCCC
Climate Dialogues)(화상)

12.1

2020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다자공관장회의(화상)

12.2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서울)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서울/화상)

12.2

제2차 한·르완다 정책협의회 개최(화상)

11.25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회담(서울)

12.2~4

제19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화상)

11.25

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회담(서울)

11.25

한·타지키스탄 외교장관회담(서울)

11.25

제4차 북핵 대응 관련 한·프랑스 고위급
유선협의

11.25

제1차 한·아일랜드 고위급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회 개최(화상)

11.25

한·에콰도르 외교장관 면담(서울)

11.25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면담(서울)

11.25~27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공식 방한

11.26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서명
및 발효

11.26

11.26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중앙아
수석대표 합동 예방

11.26

제13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화상)

12.3~5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베트남 방문
(하노이)

11.26

한·중 외교장관회담(서울)

11.26

FEALAC 코로나19 특별 고위관료회의(화상)

12.4

제8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하노이)

11.26

국립외교원장, 시로지딘 무흐리딘(Sirojiddin
Muhriddin) 타지키스탄 외교장관 면담
(서울)

12.4

제3차 한·유엔난민기구(UNHCR)
정책협의회(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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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한·프랑스 정상 통화

12.3

제2차 한·스페인 화상 전략대화

12.3

제3차 한·라오스 ODA 통합정책협의회
(화상)

12.3

한·수단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

제1차 믹타 외교·보건 2+2 고위관리회의
(SOM) 개최(화상)

부록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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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양자 관계

기간

행사

12.4

강경화 외교장관, 제16차 마나마대화 참석
계기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양자면담
(마나마)

12.4

강경화 외교장관, 제16차 마나마대화 참석
계기 바레인 문화장관 양자면담(마나마)

12.4

강경화 외교장관, 제16차 마나마대화 참석
계기 이라크 외교장관 양자면담(마나마)

12.11

12.4

강경화 외교장관, 제16차 마나마대화 참석
계기 바레인 외교장관 양자면담(마나마)

12.11
12.4~6

12.5

강경화 외교장관, 제16차 마나마대화 참석
계기 사우디 외교장관 양자면담(마나마)

12.5

강경화 외교장관, 제16차 마나마대화 참석
계기 요르단 외교장관 양자면담(마나마)

12.5

한·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회담(아부다비)

12.6

강경화 외교장관, 아랍에미리트 방문 계기
양자면담(두바이, 아부다비)

12.8

제8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서울, 대면/비대
면 혼합)

12.8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발효

12.8~11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방한

12.9

한·미 외교차관회담(서울)

12.9

제15차 한·유엔개발계획(UNDP)
정책협의회(화상)

12.9

제24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화상)

12.9

한·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통화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2.9~11

제60차 APEC 에너지실무그룹(EWG) 회의
(화상)

12.10

김건 외교부 차관보, 제18차 동아시아포럼
(EAF: East Asia Forum) 기조연설(화상)

12.10

제13차 발리 민주주의포럼(발리, 화상/대면)

제6차 한·EU 화상 고위정치대화

12.11

강경화 외교장관, 미 아스펜안보포럼 기조연
설(화상)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개최(화상)

12.11

기후행동을 위한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서울/화상)

12.12

문재인 대통령,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 참석(화상)

12.14~16

제19차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헤이그, 화상/대면)

12.14~19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화상)

12.15

동북아평화협력 정부 간 협의회 개최(화상)

강경화 외교장관 제16차 마나마대화 참석
(마나마)
12.13~19

우윤근 대통령 특사 러시아 파견(모스크바)

12.15

2020년 아시아 지역 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 화상회의

12.15

제6차 한·캐나다 전략대화(화상)

12.16

제3차 한·콜롬비아 차관급 고위정책협의회
(화상)

12.16

제22차 IORA 고위관리회의(화상)

12.8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고위급 회의(화상)

12.16

제31차 한·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연례협의회(화상)

12.16

제5차 국제기구 분담금 관계부처협의회
(화상)

12.8

제5차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NTCT)
대표자 회의 및 2020 NTCT 콘퍼런스
(웨비나)

12.17

12.17

제20차 IORA 각료회의(화상)

12.8

제5차 한·발트 3국 화상 정책협의회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교환 및 발효

12.8~9

제3차 서울아프리카대화(SDA) 개최(서울/화상)

12.17

제15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화상)

12.17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화상)

12.17

한·독일 외교차관 화상회의

12.17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미국유태인위원회
(AJC) 기조연설(화상)

12.17~18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제2차 개정회담
(화상)

12.18

제2차 한·온두라스 정책협의회(화상)

12.18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14차 전화협의

12.18

제14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화상)

12.9

제5차 한·중·일 사이버정책협의회(화상)

2021년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화상)

부록

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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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다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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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 국제관계 일지

양자 관계

➋
북한 관련 일지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12.21

한·몽골 외교장관 화상회담

한국 관계
기간

행사

12.23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교환 및 발효

1.1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12.23

한·중 외교차관 화상협의

1.15~18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 및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워싱턴 DC)

12.23

한·인도 외교차관 화상회의

1.29~2.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EU 및 독일 방문

2.10~11

한·미 북핵 차석대표 협의(서울)

2.27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4.2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4.8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4.28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6.18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워싱턴 DC)

6.26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유선협의

7.8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서울)

9.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웨덴 한반도 담당
특사 유선협의

9.2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9.4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9.10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중국 외교부 부부장
유선협의

9.27~30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 및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워싱턴 DC)

10.29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서울)

11.9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워싱턴 DC)

11.25

제4차 북핵 대응 관련 한·프랑스 고위급
유선협의

12.9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서울)

12.22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12.23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12.29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유선협의

12.29

한·러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12.29

행사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NEACHS)’ 출범
1.5트랙 실무 화상회의

국제 관계
기간

행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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