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목록 (77)
Ⅰ. 사회·정치개혁 관련 (7)
1-01 참여정부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1-03 반부패 투명사회 구현
1-05 포괄적 과거사 정리
1-07 언론분야 개혁

1-02 사법제도 개혁
1-04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1-06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Ⅱ. 정책추진 관련 (47)

경제분야
(17)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2-03 신용불량자 대책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2-15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2-02 금융시장 안정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국가균형발전’
2-06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사회분야
(24)

2-18 노인복지 정책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2-22 주민 서비스 혁신
2-24 건강보험 개혁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2-28 여성인력개발
2-30 차별시정 강화
2-32 노사관계 개혁
2-34 교육격차 해소
2-36 사립학교법 개정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2-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19 장애인 정책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2-23 국민연금 개혁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2-27 호주제 폐지
2-29 성매매 방지
2-31 비정규직 보호
2-33 일자리 창출
2-35 교원평가제 도입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2-42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과정
2-44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2-46 국방개혁 2020

2-43 남북관계 발전
2-45 글로벌정상외교
2-47 이라크 파병의 성과와 교훈

통일외교분야
(6)

Ⅲ. 정부혁신 관련 (21)
3-01 정부혁신의 확산과 관리
3-03 정부 성과관리시스템 혁신
3-05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
3-07 기록관리 혁신
3-09 참여정부 인사혁신
3-11 고위공무원단도입과 공직개방
3-13 균형인사 정책
3-15 제주특별자치도
3-17 교육자치 정책
3-19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3-21 새로운 도전, 국가위기관리

3-02 정책품질 관리체계의 마련
3-04 정부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3-06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축
3-08 온나라 정부업무관리시스템
3-10 정무직 및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혁신
3-12 공무원 성과관리 및 훈련시스템 확산
3-14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3-16 자치경찰제 추진
3-18 주민 직접 참여제도
3-20 정책홍보시스템 혁신

Ⅳ. 청와대 개혁관련 (2)
4-01 대통령비서실의 변화와 혁신

4-02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45

글로벌 정상외교
- 참여정부 정상외교의 비전 및 성과 -

2008

작성중인 초안자료
<집필 참여자>
안보전략비서관 : 박 선 원
행정관 : 김 호 홍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북핵정책과 : 손 창 호

발 간 사
참여정부가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저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중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

과정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대 비서관실별 집필
T/F팀과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
현직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비서관, 전‧현직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절과 정책에 관여
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의 소중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기록은 ‘사적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중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 곡해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줄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혁, 정책추진, 정부 혁신, 청와대
개혁 등 4개의 대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대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혁 분야 7개 과제, 정책
추진 관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혁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대 개혁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대 각 비서관과 담당 행정관,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집필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은 물론 국정과제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이 해당 과제를 직접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현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전‧현직 공직자,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 과제를 PDF 파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및 정책기획위원회 홈
페이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및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
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금 이 순간, 정책과정 중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관적
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참여정부 정책
보고서』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 병 준

-목

차-

제1장 참여정부의 정상외교 개관 ························································· 1
1. 정상 외교란? ··························································································· 3
2. 정상외교 준비 과정 ··············································································· 5
3. 참여정부 정상외교 출범 당시의 배경 ··············································· 8
4.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시작 ··················································· 11

제2장 참여정부 글로벌 정상외교의 비전과 전략 ······················ 19
1. 균형적 실용외교 노선 ········································································· 21
2. 새로운 동맹관계의 재정립 ································································· 22
3. 외교의 지평 확대와 적극적 경제외교 ············································· 23
4. 에너지․자원의 확보 ··············································································· 24
5.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 ····································································· 26

제3장 글로벌 정상외교의 추진과정 ·················································· 27
1.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외교 ··························· 29
2. 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 40
3. 한반도 주변 4국과의 외교 ································································ 47
4. 지역별 특성화 외교 : 경제 외교를 중심으로 ······························· 95
5. 세계로 나아가는 다자 정상외교 ····················································· 154

- i -

6.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 195
7.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 213
8.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형 정상외교 ·································· 228
9. 유엔 사무총장 진출을 위한 정상외교 ··········································· 265

제4장 참여정부 글로벌 정상외교의 성과와 과제 ···················· 271
1. 주요 성과 ······························································································ 273
2. 향후 과제 ······························································································ 286
3. 미래로 향한 정상외교의 나침반 ····················································· 288

- ii -

제 1 장 참여정부의 정상외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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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 외교란?
한 나라의 외교 활동은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다. 외교 활동 자체가 곧 전방위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변모하는, 일종의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도 같다. 사안에 따라 빠르
고 느림의 템포가 조절되고 접촉면이 달라지는가 하면, 활동 범위는 점점 커질 수밖
에 없다.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대에는 단순한 양자 관계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적 혹은 범세계적 차원으로 외교 대상이 확대되어 간다. 국경과 정
치적 헤게모니로 대표되는 정치 안보 의제 중심의 냉전 시대를 지나 경제, 문화, 과
학기술, 에너지․자원, 개발원조 등 그 의제가 광범위하고 다양화해지는 탈냉전 시대
에는 더욱 그렇다. 바야흐로 현대는 외교의 세계사적 전환 시대로,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다양하고 폭넓은 이슈들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50년간 한국의 외교는 동맹국 중심의 편안한 안방외교였다. 그러
나 탈냉전 이후 우리 외교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안보 측면에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팎으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한 지금과 같은 시대는 우리 외교사에 일찍이 없었다.
갈등 구조가 여전히 상존하는 동북아에서, 더욱이 북핵 문제를 안고 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세계 12위의 경제력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 선진국으로 도약해
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처한 역사적 상황, 이러한 독특한 문제들이
우리 외교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이고 다면적인 이슈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격적인 외교 전략과 외교 전문가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요구
되는 것은 기본이다. 국가가 안고 있는 긴박한 과제들은 나아가 훨씬 효과적이고 강
력한 외교를 요구한다. 바로 일국의 정상이 직접 나서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정상외교이며 이러한 정상외교는 21세기에 들어 그 유
용성과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우리 정상의 해외 방문의 경우도 방문국과의 오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의 양자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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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된다. 정상 외교를 전후하여 양국 간 다양한 인
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정상 간의 교류를 통해 우의와 신
뢰가 축적됨으로써 해묵은 외교 현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정상외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결실이다

외교의 주도권도 보다 다양하게 분권화되고 있다. 과거처럼 외교력과 외교과제가
정치․군사적 능력을 배경으로 한, 즉 힘의 논리에 의해 특정한 전문가 집단에게 주
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요구를 가장 적
합한 방식으로 책임 있게 국제사회에 제시해내는 자(국가)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정상외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수단인 것이
다. 정상외교는 전문가 외교, 부처별 외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외교정책의 우
선순위에 따라 각 부처와 국민들의 역량과 국력을 결집․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은 법률적으로나 그 직무의 성격에 있어서 국가의 최고 외교관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외교는 국가 외교력의 총결산이자 일종의 종합 예술이라
고 할 수 있다.

정상외교에는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정상외교의 영역은 매우 넓고 복잡하
며, 단순히 기존의 이슈나 상황을 관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중장기 비전과 목
표를 대내외에 제시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국익을 새롭게
창출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정상외교는 멀리보고 깊이 생각하여 국
가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축약하면, 정상외교는 국가의 최고 외교관인 대통령이 국가 공동체가 처한 상황
과 시대적 요구를 전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비전과 철학에 바탕한 가장 적합한 방
식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탈냉전
정보화 시대로 대표되는 세계사적 변화와 함께, 앞서 언급한 우리의 독특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에게 정상외교는 다른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바로 이러한 정상외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
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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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외교 준비 과정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27회에 걸쳐 56개국 순방 외교를 실시해 왔다. 매년
5차례 이상의 정상외교를 포함한 세계 곳곳의 순방외교를 펼치며 국가 최고 외교관
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펼친 활발한 정상
외교 노력은 외교관들의 통상적인 외교업무나 외교 교섭과는 다른 커다란 힘을 발
휘하였다

정상외교의 핵은 역시 대통령이다. 모든 것이 대통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집중되어야 하고, 또 대통령의 입을 통해 효율
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긴
장은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 자그마한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해
외 순방기간 동안 되풀이된 일상의 풍경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기나긴 일정을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소화해 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외교․안보라인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한
적은 없다”고 한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지켜보아왔던 반기문 당시 외교보좌관은 한
마디로 “그야말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핵심 측근이었던 이종석
전 장관에 따르면 정상 간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서가 그려진다. 노무현 대통
령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 준비는 최소 2개월(D-60일) 전부터 시작된
다. 통상 해외 방문은 국내에서 외국 정상을 맞는 경우보다 더 많은 준비기간을 필
요로 한다. 먼저 비서실과 국정원, 외교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이 사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온다. 현 시점에서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방문국과의 쟁점들이 모아진다. 수집 자료들은 비서실
을 통해 전략자료로 만들어진다. 이 보고서는 정상외교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
는 목표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정상회담을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략적 관점에서 기
획했다는 점,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국정원 정보를 최초로 활용하는 등 관계 부처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집약했다는 점 등이 참여정부 정상외교 준비과정의 특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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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자료와 함께 계기별 일반자료가 정상의 일정에 따라 꼼꼼히 작성되
고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일반자료에는 해당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서부터, 상
대국 정상의 특성, 전달할 메시지, 상대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에 대한 우리 입
장 등이 빼곡히 담겨있다. 비서실과 외교부, 국정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정상 일정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이 만들어져 간
다. 여기에는 상대국 정상이 좋아하는 농담까지 분석이 되어있다고 한다.

‘방문’외교의 경우, 보통 최소한 세 번은 관련 회의를 갖는다. 첫 회의는 관련 부
처 및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모여 모든 것을 훑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회의는 첫 회의에서 걸러진 의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물론 회의
참석인원도 줄어든다. 세 번째 회의는 출발 하루 전쯤에 소수의 보좌진과 함께 회담
에 임하는 전략과 강조점 등을 집중 논의한다. 그야말로 완전 숙지가 될 때까지 정
리하는 것이다. 정상외교를 위한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공식수행원들과 회담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논의한다. 이어
도착 당일 오찬이나 만찬을 함께 하며 전체 전략 등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이어 정
상회담 당일에는 조찬 등을 통해 마지막 점검을 한다. 그리고 실제 정상회담장에는
몇 장의 준비된 메모만 가지고 들어간다.

한편, 외국정상의 ‘방한’ 시에도 의전 측면에서 최대한 성의껏 맞을 준비를 한다.
회담과 관련해서도, 외교․안보라인에서 올리는 회담 의제와 목표 및 현안, 방한하는
정상과 관련한 참고자료 등을 숙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회담 직전에도 한 차
례 이상 회의를 갖고 내용을 점검한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과 스태프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정상외교는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는
거시적, 전략적으로 기획됐다. 처음부터 이러한 준비 과정이 정착된 것은 아니다.
초기의 과도기적인 상황도 있었다. 이종석 전장관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이 구체적
이고 전략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정착되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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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반 만인 2004년 9월의 러시아 정상회담 즈음,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
시스템은 그 틀을 확고히 하고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상외교 준비 시스템의 발전과 정착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
한 신념과 철학이 바탕이 되었다. 또한, 중요한 현안이 있을 경우 대통령은 그냥 대
충 넘기지 않았다. ‘외교란 그런 것’이라며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은 철
저하게 설명한다. 정상회담을 화기애애한 ‘친교의 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자신과 상대를 설득하는 ‘이해의 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철학은 실제 정상회담 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형식적으로
시작해서 의례적으로 끝날 수 있는 회담에 진지함과 솔직함을 무기로 들고 나선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실용철학은 긴박한 현실을 풀어가는 데 주요했다. 각 국의
위치와 입장을 정확히 짚어내고 정상들에게 그에 맞는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타국
이 원하는 것을 가능한 선에서 들어주고,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
해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솔직함과 진정성을 담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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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정부 정상외교 출범 당시의 배경
참여정부의 정상외교를 준비과정과 정상의 철학을 넘어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구
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자리 매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참여정부의 정상외교는 과거 정부의 외교적 과제를 승계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
전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건국 이래 지난 50년간 한국 외교는 크게 냉전체제의 안보외교, 수출 및 경제개
발에 치중한 경제외교와 이후의 전방위 외교로 구분된다. 다시 말하면,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정상외교는 1950년대는 한․미관계를 주축으로 한 반공․안보외교,
1960년대는 친 서방 일변도로 외자도입(外資導入)과 경제개발 지원에 치중한 외교,
1970년대는 비동맹외교와 수출주도형 경제외교, 1980년대는 선진국 진입노력과 전
방위(全方位) 외교에 주력하였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의 붕괴, WTO출범 등 정치․경제 질
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나타나
기 시작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포용
정책과 우리의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외교의 지평 확대 노력도 등장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다변화․지역협력․미래지향을 추구하는
신외교 정책 5대 기조,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 등이 실례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상외교는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열어 나가고 실리를 확보
함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제기되었다. 참여정부는 역
대 정부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성은 계승하되 그 한계를 극복하
고 시대적 요구에 충실코자 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외교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
한 조응인 동시에 우리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된 과제이기도 하였다. 다
시 말하면, 북핵 위기와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재편 그리고 세계 12위의 경제규
모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할 역사적 과제에 대한 고
민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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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국제정세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경제적
으로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답보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화 경향이
심화되었다. 그 영향으로 전 세계는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시급히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우선, 안보적 측면에서 참여정부 출범 당시 우리의 상황은 그야 말로 ‘안보의
IMF 시대’였다.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시인 문제로 제2차 북핵
사태가 발발, 미․북간 대결이 격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 상태로 빠져들었다. 또한 과거 국민의 정부와 부시 행정
부와의 인식 차이는 참여정부 출범 전 한미관계에 긴장감을 더해 주었다. 더불어 여
중생 사망사건으로 시작된 촛불시위는 민주화와 국력신장에 따른 한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맞물리면서 반미감정을 촉발시키고 있었다.

안보적 도전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제기되었다. 이라크전 발발 및 이라크 재건과
전후 처리, 유럽의 통합 확대 움직임 지속,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WMD) 확산, 안보,
환경, 초국가적 범죄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세계
적인 노력이 강조 되던 때였다.

특히, 미국은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
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불량국가’ 또는 ‘실패국가’를 직접 겨냥하였다.
이들 국가에 의해 대량살상무기가 테러 조직에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봉
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향후 수년에 걸쳐 세계적 차원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조직 재구성 및 임무 재부여 등의 ‘전면 재조정’을 통해 21세기의 안보 환경
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라크 파병, 북핵 문제, 주
한미군 재조정을 둘러싼 한미 동맹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전개되고 있었다.

국내 사정은 더욱 좋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에 이라크 파병 문제가 수
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는 전면화 되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할 만큼, 각각의 시안들을 놓고 국론은 갈라지고 여론은 양분되었다. 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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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난감한 것은 대통령이었다. 대화는 좀처럼 수렴되
지 않았고,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제시하는 의제는 각자의 정파적 입장
에서 재단되었다. 접점은 없었고 합리적 중도는 이야기도 꺼내기 힘든 지경이었다.

주변국의 정세도 유동적이었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재선
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역사교과서 문
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2002년 11월 제16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후진타오 주석체제가 등장했으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강대국 지위 회복과 ‘실리추구형 외교를 추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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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시작
이렇듯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는 국제적 도전이 밀려오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
으로나 해묵은 산적한 숙제와 풀어야할 새로운 과제가 한꺼번에 분출하던 때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될 때부터 이러한 국면을 타개해나가야 할 뚜렷한 외
교전략을 세워야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련 측근들에게 자신의 외교전략을 분
명히 제시했는데, 그 기본은 ‘안전과 평화’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인으로서 좀 더 이상에 충실했다면, 이
제는 대통령으로서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의 어떤 결과
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가 외교전략을 선택하는 기준이고 원칙입니다.”라는 철학을 피력했다. 이러한 철학
에 기초하여 노무현 외교의 공식들이 만들어지고, 참여정부 글로벌 외교의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되었다.
“앞으로 열흘 넘는 순방은 하지 맙시다.”
어지간해선 ‘힘들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는 대통령이었다. 그런 대통령이
2004년 12월 9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중 나온 참모들에게 던진 일성이
었다. 지난 4개월 동안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졌던 순방의 고단함이 가벼운 농담 같
은 진지한 호소로 묻어나왔다.
하루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은 다음날 또는 다음 순방국 자료를 모니터에 띄웠
다. 영빈관의 늦은 밤, 호텔 서재의 이른 아침, 때로는 비행기 내의 짧은 이동시간도
자료 검토에 활용했다. 그리고 행사와 행사 막간사이의 자투리 시간들조차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된 카드식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활용했다. 출발 15
분 전, 코디네이터의 분장이 시작되면 대통령은 눈을 감는다. 명상을 하는 것일까 아
니면 검토한 자료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반추하는 것일까? 의전 비서관이 의전 절
차를 비롯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보고하는 것도 이때다. 5분도 안 되는 짧
은 시간에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수많은 사항들이 입력되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은
그 많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담고 방을 나선다.
이야깃거리는 항상 부족하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공식 오찬 또는 만찬이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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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때는 상대국 정상의 부인 등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어쩌면 참모들이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의 바깥에 있다. 오로지의 대통령의
순발력과 유머감각이 결정적 변수다. 대통령이 감당해야할 몫이다.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역시 시차가 아니었을까? 어지간히 강인한 의
지의 소유자인 대통령도 남미에 이은 유럽 순방에선 시차의 위력 앞에 때로 힘들어
했다. 단순히 시차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중된 피로가 누적된 결과인 듯 싶었다. 불과
1시간여의 자투리 시간에도 대통령은 간혹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다. 그렇게 고단한
대통령의 단잠을 깨운 뒤, 또 다시 기억해야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전달해야하는 참
모들의 곤혹스러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은
언제나 참모들의 우려에 한 결 같이 말했다. “괜찮다.”
순방의 끝이 곧 휴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은 그
동안의 부재로 인해 평소의 배로 늘어난 국내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12월 귀국도
마찬가지. 대통령은 여독을 미처 풀지도 못한 채 국내일정에 전념하다 다시 한일 셔
틀외교를 위해 공군 1호기에 몸을 실었다. 피로의 끝이었을까. 대통령은 회담이나 회
견 등 행사 하나를 마칠 때 마다 연신 하품을 하며 밀려드는 졸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음 행사가 시작되면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언제
그랬냐는 듯, 특유의 또박또박한 목소리와 정연한 논리로 적극적인 설득과 설명에
힘을 쏟는 것이다. ‘혼신의 힘’이 거기에 있다.
-청와대 국정일기(8) ‘평화를 설득하고 통상을 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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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지
일 자
5.11～17

2003

2004

2005

2006

미국 방문

6.6～9

일본 국빈방문

7.7～10

중국 국빈방문

10.6～9

제7차 ASEAN＋3 정상회의(발리)

10.19～24

제11차 APEC 정상회의(방콕) 참석 및 싱가포르 국빈방문

9.19～23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러시아 공식방문

10.4～12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및 ASEM 정상회의(하노이)

11.12～23

APEC 정상회의(산티아고) 참석 및 미주(LA, 아르헨티나, 브라
질, 호놀룰루) 순방

11.28～12.8

ASEAN＋3 정상회의(비엔티엔) 참석 및 구주 3개국(영국, 폴란
드, 프랑스) 순방

12.17～18

일본 방문

4.10～18

독일, 터키 국빈방문

5.8～12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6.9～11

미국 방문

9.8～17

멕시코, 코스타리카 국빈방문 및 유엔 고위급 본회의 참석

12.8～16

ASEAN＋3(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 참석 및 말레이시아,
필리핀 국빈방문

3.6～14

이집트 공식방문, 나이지리아, 알제리 국빈방문

5.7～15

몽골 국빈방문,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연합 공식방문

9.3～16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국빈방문 및 ASEM 정상회의(헬싱
키) 참석 / 미국 방문

10.13

2007

방문 국가

중국 방문

11.17～22

APEC 정상회의(베트남) 참석 및 캄보디아 국빈방문

12.3～10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국빈방문

1.13～15

ASEAN＋3, EAS 정상회의(세부) 참석

2.11～17

스페인 국빈방문, 교황청 공식방문, 이탈리아 공식실무방문

3.24～30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방문

6.30～7.7

과테말라 IOC 총회 참석 / 미국 방문

9.6～10
11.19～22

APEC 정상회의(시드니) 참석
ASEAN+3, EAS 정상회의(싱가포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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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일 자
6.2-4
7.17-19
7.20
7.24-27
8.24-26
9.15-19
11.5-7
11.12-14
11.24-26
12.8-11
2.8-10
3.9-11
7.14-16
7.21-22
7.24-26
8.22-24
3.9-12
3.16-20
3.21-25
4.26-27
5.23-26
5.26-28
6.20-21
9.28-30
10.18-19
11.7-8
11.16
11.16
11.17
11.19
11.18-19
2.6-9
3.20-23
3.28-30
4.5-8
4.19-22
5.14-16
6.13-16
6.29-7.1
9.18
10.17
10.24-26
11.6-7
11.22-25
12.18-19

방한 정상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하워드 호주 총리
블레어 영국 총리
클리크 뉴질랜드 총리
탁신 태국 총리
카이 베트남 총리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엥흐바야르 몽골 총리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총리
페르손 스웨덴 총리
알-사바 쿠웨이트 총리
고이즈미 일본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압둘라 말레이시아 총리
쥬르차니 헝가리 총리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맥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
살레 예멘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주린다 슬로바키아 총리
고이즈미 일본 총리
아지즈 파키스탄 총리
바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
똘레도 페루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부시 미국 대통령 / 하워드 호주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제13차 APEC 정상회의(부산)
칼람 인도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메시치 크로아티아 대통령
카트라이트 뉴질랜드 총독
아난 유엔 사무총장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연합 왕세자
페르난데스 도미니카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
사카 엘살바도르 대통령
오바산조 나이지리아 대통령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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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07

4.17-19
4.1-4

방한 정상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
하인쯔 피셔 오스트리아 대통령

4.10-11

원 쟈바오 중국 총리

4.11-13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

4.17-19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

4.23-25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5.2-4

응쿠카 남아공 대통령

5.21-22

모하메드 UAE 총리

5.28-30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

7.23-26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8.9-13

봉고 가봉 대통령

9.3-5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10.6-11

마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

11.4-6

시도르스키 벨로루시 총리

11.14-16

농 득 마잉 베트남 당서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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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 관련 통계
- 5공화국 이후 비교 -

총 방문국 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기
1981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1982

케냐,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 캐나다

1983
1984
1985
1986

버마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1987

1989
1990
1991
1992

･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미국, 독일, 헝가리,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소련
미국, UN총회 참석, 멕시코
중국, 일본

1993

APEC정상회의 참석(시애틀), 미국

1988
노태우
대통령

1994

김영삼
대통령

방문대상국

1995

1996

1997

일본,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APEC지도자회의 참석
(자카르타)
유럽사회개발정상회의 참석(코펜하겐),
프랑스, 체코, 독일, 영국, 덴마크, 벨기에,
미국, 캐나다, UN특별총회 참석, APEC정상
회의 참석(오사카)
인도, 싱가포르, ASEM정상회의 참석(방콕),
미국,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APEC정상회의
참석(마닐라)
일본, 유엔환경특별총회 참석, 멕시코,
APEC 정상회의 참석(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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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

13

27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기

방문대상국

1998

ASEM정상회의 참석(런던), 미국, 일본, 중국,
APEC정상회의 참석(쿠알라룸푸르), ASEAN
정상회의 참석(하노이)

1999

러시아, 몽골, 미국, 캐나다, APEC정상회의
참석(오클랜드), 호주, ASEAN＋3정상회의
참석(마닐라)

2000

이탈리아, 교황청, 프랑스, 독일, 일본, 북한,
UN천년정상회의 참석, APEC정상회의 참석
(브루나이), ASEAN＋3정상회의(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2001

미국, APEC정상회의 참석(상해),
ASEAN＋3정상회의 참석(브루나이), 영국,
노르웨이, 헝가리, 프랑스

2002

일본, ASEM정상회의 참석(코펜하겐), 네덜란드,
APEC정상회의(로스까보스), 미국

2003

미국, 일본, 중국, ASEAN＋3정상회의 참석
(발리), APEC정상회의 참석(방콕), 싱가포르

2004

카자흐스탄, 러시아, 인도, ASEM정상회의
참석(하노이), APEC정상회의 참석(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ASEAN＋3정상회의
참석(비엔티엔), 영국, 폴란드, 프랑스, 일본

2005

독일, 터키, 러시아 전승60주년 기념행사 참석,
우즈베키스탄,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UN고위급본회의 참석, ASEAN＋3정상회의
참석(쿠알라룸푸르), 필리핀

노무현
대통령

2006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연합, 그리스,
루마니아, ASEM정상회의 참석(헬싱키), 미국,
중국, APEC정상회의 참석(하노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2007

ASEAN＋3정상회의, EAS정상회의 참석(세부)
스페인, 교황청, 이탈리아,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IOC 총회(과테말라), 미국, APEC
정상회의(호주), ASEAN+3 정상회의(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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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7

56

노무현 대통령 총 해외순방 일자 및 이동거리 (2007년 11월 기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2003년 5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해외순방을 한 나라
와 횟수, 그리고 이동 거리는 다음과 같다.
총 해외순방 일자

해외순방 횟수

이동거리

168일

27회

515,000km

위 표에서 살펴보듯 노무현 대통령의 이동 거리는 515,000km이다. 이 거리는
지구(지구둘레 : 약 42,390km)의 열세배 정도에 해당하며 지구에서 달까지(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 약 380,000km)보다 훨씬 멀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방문 지역(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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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참여정부 글로벌 정상외교의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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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형적 실용외교 노선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한 ‘균형적 실용외교’란 한마디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자
주적 외교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균형적 실용외교란 ‘가치와 국익’, ‘동
맹과 다자협력’, ‘세계화와 국가정체성’, ‘한국과 상대국가’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
는 것이며, 외교 및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와 국익의 균형’은 평화, 인권, 주권 등 보편적 가치와 함께 국가적 실리를
갖추는 일이다. ‘동맹과 다자협력의 균형’이란 한․미 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되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정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국가 정체
성의 균형’은 개방적인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가 고유의 특성
과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균형’은 대외관계에서 협력적, 수평적 호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외교의 저간에는 우리가 외교정책과 외교적 사고의 중심이 되어야 한
다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정세나 주변 여건의 객체로 전락해서는 안 된
다는 세계관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정세를 가지
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가 그 정세의 변수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끌려만 다니
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수가 되는 것, 주변국이 전략을 결정하는 데도 우리가
변수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밀고 가야”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미래의
주관적 이해관계와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고, 그 방향으로 모든 당사자들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적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치”라며, “작은 국
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균형외교의 원칙은 현실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을 현실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구체 원칙을 제시했
다. 즉,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기초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대외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균형적 실용외교
를 적극 추진해나가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동북아 차원에서는 일본․중국․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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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의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동시에 ‘한국이 중심을 잡고, 중․일간의 경쟁은 한․미
협력으로 풀어나가는’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동북아 시대를 열려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한
다”며, “그냥 평화정책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번영까지 꼭 집어넣고 동북아 비전
을 제시하는 것은 남북 대화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원
칙과 현실, 전략과 전술, 목표와 수단, 당면 과제와 장기 비전간의 균형을 중시한 대
목이다.

2. 새로운 동맹관계의 재정립
노무현 대통령은 상황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대
등하고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정상외교를 추진해
나갔다. 특히 최대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익과 배치되는 사안에 대
하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 나가는, 말 그대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
는 데 목표를 두었다. 또한 미래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포괄적․역동적․호
혜적 관계로 지속․조정․발전해 나가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종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균형적이며,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발
전하고 있다.

역사 인식이나 고대사, 영토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노정되기도 하였던 일본,
중국과의 관계도 과감하고 단호하게 원칙에 입각하여 가닥을 잡아나갔다. 특히 일
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 행했던 여러 차례에 걸친 사과와 반성에
대해 “일본의 역사인식은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새로운 사과가 아니라 과거
의 사과에 맞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
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관된 노력을 경주하였다.

중국과는 고대사 문제에서 비롯된 양국 간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면서
역대 최상의 양자 관계를 구축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수교 10년 사이에 이렇게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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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발전을 이룩한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것” 이라고 평
가하면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유능한 중재자의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석 전 장관은 한중 관계의 비약적 발전은 참여 정부의 균형적
실용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동북아 정세 당사국으로서
우리가 지금처럼 중요 변수로 부각된 적은 없었으며, 북핵 위기와 같은 문제가 한국
정부의 균형적 역할로 인해 오히려 한국 외교의 위상을 높여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3. 외교의 지평 확대와 적극적 경제외교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정상외교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해나갔다. 미국
등 전통적 우방국에 국한하지 않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흑해 지역을 잇는 유라
시아 남부는 물론,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까지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넓혀갔다.
그러나 정상외교의 지평을 넓힌다는 것은 단순히 협력 대상국들의 수를 늘리는 양
적 팽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전략을 길게 읽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상외교의 큰 그
림을 그리고자 했다. 관심 분야에 있어서도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과학기술, 자원에너지, 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상 간에 다루어질 논의 영
역을 대폭 넓힘으로써 포괄안보시대에 걸맞는 정상외교를 전개해 왔다.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글로벌 정상외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대상 지역이나
국가의 특성에 맞춘 뚜렷한 목적과 의미도 정립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별․지역적 전
략에 따라 정상외교의 의제 범위를 융통성 있게 설정했다. 예를 들면, EU와는 북핵,
테러, 인권, 마약 등 국제 현안 관련 공조 강화에 합의하고 금융, 첨단 기술 협력 기
반을 확대하였다. 아태지역 국가들과는 경제개발경험 전수, 자원 협력 등 실무 현안
을 논의하면서, APEC, ASEAN＋3 를 중심으로 다자 협력 체제 구축에 주력하였다.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 국가들과는 장기간 미 방문한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인지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외교에 대한 애착과 관심은 대단했다. 정상회담 자료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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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주로 양국 관계의 무역과 투자,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는 상대국
제도의 문제점 등이 빼곡하게 차지했다. 그리고 특유의 솔직함으로 우리 기업을 세
일즈하고 우리와의 실질 협력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 설득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이제 여러분 앞에 동북아의 관문인 한국이 열려 있습니
다. 지금 한국에 투자하십시오. 한국은 동북아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유망하고 신뢰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라고 설득했다. 해외 순방 중에는 빠짐없이 이러
한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한 후속조치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업에 대한 평가도 빠뜨리지 않
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미국의 실질 대표는 우리 상품”이며, “기업이 바로 나
라”라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맨주먹 하나로 성공을 일구
어 냈다”고 칭찬하며, “바로 그런 점에서 한국 기업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4. 에너지 ․ 자원의 확보
시대를 막론하고 정상외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20세기 정상 외교에서는 이데올로기와 핵우산으로 상징되는 군사차
원의 동맹외교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경제․통상 외
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 정상들의 행보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만성적인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의 약 96.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자원․에너지선의 확보야말
로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에너지․자
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데는 에너지 자체의 문제 이외에도 에너지 안보가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동맹 재편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기도 하다.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에너지․자원 정상외교
는 이러한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 냉전기 정상외교를 잇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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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가 이데올로기의 공유였다면 현재의 정상외교에서는 경제협력과 에너지․자
원 협력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도 에너지․자원확보 외교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원협
력약정 체결을 비롯하여 자원 공동개발, 발전소 송․배전선 건설협력, 가스협력 등 다
양한 형태로 자원․에너지 협력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누볐다. 유라시아의 러
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중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아
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동․서남아시아의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
중동 지역의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아랍에미리트 등이 그 대상지였다.

윤병세 안보 수석은 이러한 후발개도국 방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런 자투리땅
을 왜 가느냐”는 식의 비판 아닌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장
유용하고 성공적인 정상 방문이 바로 그러한 방문”이었다고 평가했다. 사실 에너지․
자원 외교에서 정상외교는 더욱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였던 까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의 더욱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상외교가 요구되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2004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부터 2006년 12
월 인도네시아까지 숨 가쁘게 진행된 에너지․자원 정상외교는 다소 늦게 출발한 후
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발 빠른 행보였다. 특히 중동․중남
미․아프리카 등의 자원 보유국들은 자국 내 정치체제를 고려할 때 국가 지도자의
‘상의하달식’ 의사결정이 국가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간파한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정상 간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후발주자로
서의 불리함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의 ‘시장 확보를 통한 안정적 공급선 확보’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로 그 전략 기조를 전환하였다. 우리
가 직접 자원을 개발해 보다 확고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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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력과 민주주의 발전 및 높은 문화적 창의력 등을 바
탕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해외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동시에 기대
를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정상외교에 그대로 투
영하고 다자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냄으로써 우리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국
민들에게는 드높은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만 잘살면 그만이라
는 식의 국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해외 순방 기간 중
에는 “우리 상품이 많이 팔려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우리만 팔아먹으면 장기적으
로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한 후, “결국 서로 윈윈 하는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곤했다. 이러한 인식은 바로
국제 관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 철학과 길게 보고 깊이 생각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나라가 공존하며 이익을 누리는
공동번영의 국제질서”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가치와 대의 중심의 국제질서’
창출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철학과 비전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은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ASEM 정상회의 아시아 조정국으
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우리의 위상을 드높였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
가들에 대한 원조 확대와 개발 경험 전수를 골자로 하는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
브’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응당한 기여와 번영된 국제 공동체
를 위한 정상 차원의 노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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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글로벌 정상외교의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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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외교
1-1. 실용외교로 대화의 길 열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정세는 최악의 긴장상태였다. 1994년 핵 위기 이후 전
쟁위기설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 2월 25일 취임 일성
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었다. 아울러, 북핵 불용과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후 외교행보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의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전날인 2월 24일 단거리 지대함 크루즈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취임 다음날인 26일에는 5 MW 원자로를 재가동
했으며, 3월 2일에는 북한 전투기가 공해상에서 미 정찰기(RC-135S)를 약 20분간 추
적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Baltimore Sun 등 14개 지
방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을 명시적으로 최초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3월 13일 미국의 부
시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윤영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미국(3.26～3.29)과 일본
(3.30～31)에 파견하는 한편,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을 러시아(3.30～4.1)와 중국(4.
2～4.3)에 급파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
고 다자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 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되어, 일부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실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협상테이블
에서 배제되어도 좋으니 무조건 대화부터 시작해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고 말해 형식보다 내용에 무게를 두었다.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국
제무대에 처음 선보인 사례였다.

2003년 4월 3자회담이 확정 발표되기 약 3주전, 부시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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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을 제외한 북․미․중 3자 회담이 열리게 된다’는 내용도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자 협의가 발표되면 한국
국민들은 소외된 데 대해 몹시 섭섭함을 느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을 ‘다자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방위 외교
를 펼쳐왔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바로 전날 중국을 방문한 파월 국
무장관이 중국에게 다자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한 후 중국의 중
재가 시작되었다. 3월 말에 이미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채 3자
대화로 출발하는 방안’을 타진해왔다. ‘다자 틀 안에서 양자 대화’라는 유연성을 보
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형식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해주었다. 상황악화는 정리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간다는 대승적 견
지에서 내린 결단이었다.

상황 전개과정을 내내 보고받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익히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음에도, 막상 실제로 한국이 빠지게 된다는 부시 대통령의 통보에는 안타까
움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국내에서 일어날 여론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했다. 전화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10여 분에 걸쳐 3자회담 결정까지의 막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통화 끝이 씁쓸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 “한
국 처지가 안팎곱사등이라더니 어쩌겠습니까. 안고 가야지.” 외교통상부는 미국․일
본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4월 16일 공식발표했다. 예상대로 언론이 들끓었다. 일부
언론은 ‘왕따 당한 주도적 외교’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굳이 세세히 설명하고 방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때리는 대로 맞고 갑시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화 창구를 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대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4개월 동안의 숨 가쁜 막후 접촉을 거쳐 마침내 2003년 8월 3자회
담이 아니라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기문 당시 외교
보좌관은 한국의 참여가 배제되었을 때 “그래도 괜찮다. 3자 회담이라도 성사되게
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이 인상적이었다고 술회하였다. 당시 국민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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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다자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지나놓고 보니 그것이 6자 회담의 결정적 계기였던 것이다.

1-2. 6자 회담 출범과 9.19 공동성명 채택까지의 과정
북핵 문제에 있어 참여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한국이 북핵문제에 가장 강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북핵문제의 주도권은 사실 북한과 미국이 쥐고 있었
으며,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는 중국이 가지고 있어 공식적으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저 구경꾼이 될 수만도 없었다.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 미국이나 북한의 결정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야 한
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해법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주변 4개국과의 정상회담과 다자 정상회의를 통
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물꼬를 트는데 힘을 쏟아왔다. 특히 2003년 5월에 열
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중
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북핵 불용과 더불어 평화적 해결이라는 입장이 재천명되는
동시에 모든 옵션(all options)에 포함되는 무력사용 가능성이 배제된 것이다.

또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두 정상 간의 구축된 개인적 신뢰는 이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미 공조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
미에 앞서 참모진들은 ‘혹시 냉대를 받거나,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면 어찌하
나’라는 고민을 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첫 한미 정상회담은 기대이상으로 성
공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첫해 북핵 외교를 위한 주요국 순방외교는 탄력을 받기 시
작했다. 미국 방문에 이어 6월에는 일본을 방문했다. 북핵 해결에 한반도 주변국들
의 협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첫 시도였다. 일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본과의 이견도 조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
즈미 총리가 ‘대화와 압박의 병행 필요성’을 지적하자 “압박도 대화를 위한 수단이
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이어 7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은 북핵 평화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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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의 건설적 중재 역할을 이끌어냄으로써 6자 회담을 성사시키는 중대한 계기
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
문하였고, 후진타오 주석은 “우리는 북한과의 채널이 열려 있다”며 역할 이행을 약
속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외교적 노력은 미국이 다자틀 내 양자접촉이 가능하다
고 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하고도 확고한 의지표명으로 미측도 더 이상 ‘모든 옵션이 테이블위
에 있다’라는 식의 군사적 위협 발언을 하지 않고 6자회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북
한도 선(先) 양자회담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마침내 6자 회담을 수용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북핵 문제는 그 후 2003년 8월에 개최된 제1차
6자회담을 시작으로, 2004년 2월 제2차 회담, 2004년 6월 제3차 회담을 거쳐 2004년
7월과 9월 두 단계의 제4차 회담을 통해 마침내 역사적인 9․19 공동성명이라는 옥동
자를 낳았다.

6자회담에서 우리의 역할이 말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6자회담의 진전과
정에서 우리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는 주변국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위기 때 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
하면서 정상간 대화를 통해 당사국을 설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2003년
10월 방콕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북
한에 대한 서면안전보장 방안 검토 가능성을 얻어냈다. 2005년 6월 정상회담에서는
“협상이란 서로 신뢰하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협
상을 해서 타결해 나가는 것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설득하였으며 이후 부시 대통령
도 한동안은 김정일 위원장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고, ‘미스터 김
정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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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성명과 새로운 복병, 그리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행보
제4차 6자 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북핵 문제는 중대한 해결 국면을 맞이하고 있
었다.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는 남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회담 참가국들이 북
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목표에 대해 합의하였다. 북한은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핵무
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존하는 모든 핵 프
로그램 포기 의사’를 문서로 밝힌 사례는 범세계적 비확산 노력의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문건이었다. 미국도 북한의 핵 포기에
상응한 대 북한 관계개선과 에너지 지원 동참, 나아가 경제협력 의사를 확실하게 밝
혔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제기하였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공존’과 함께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특히 공동성명은 북․미 관계정상화뿐 아니라 북․일 관계정
상화 및 ‘직접 당사자 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등 한반도 냉전구조 및 정
전체제 해체와 관련된 중대 의제들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5년 9월20일 국무회의에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있는 4조
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화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한다”며,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동북아 평화번영의 토대를 놓을 수 있
는 계기로 발전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4조2항은 노무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의 개선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진입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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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 성명 주요 내용
1조. 비핵화(북핵 폐기 / 북한 안보 우려 해소)
- 북한은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계획의 폐기, 조속한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공약
- 미국은 한반도내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 의사 부재 확인
- 한국은 자국 영토 내 핵무기 부재를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 부재 공약 재확인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및 이행 필요성 언급
- 여타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존중 및 적절한 시기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에 동의

2조. 관계 정상화
- 미․북간 상호 주권존중, 상호공존 및 관계정상화
- 일․북 관계정상화

3조. 대북 국제지원
- 에너지, 교역 및 투자분야 경제협력 증진
- 대북한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참가국간 경제협력 등 공약
- 한국은 2백만Kw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

4조. 평화체제(한반도․동북아 안정 / 평화비전 제시)
- 직접 관련당사국간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최
-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

5조. 이행원칙
-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

6조. 차기 회담
- 2005년 11월초 북경 개최

그러나 9․19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
다. 북한은 제5차 회담 1단계회의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미국의 금융조치문제를 제
기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핵 문제 논의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금융조치는 불법행위로부터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
한 방어적 조치로서 6자회담과는 별개의 법집행 차원의 문제이며 타협의 대상이 아
니라는 입장 하에 북한이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상대국 지도부에 대한 상호비난이 이어
지는 등 감정적 대립마저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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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새해가 되었지만, BDA 문제로 6자회담은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 저
러한 해결 방안이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북미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BDA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
든 문제와 미북 양측의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상은 실무진간의 조율을 거쳐 마침내 2006년 9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
서 논의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6자회담 재개 및 9․19공동성명 이행
을 위한 한․미간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위태위태한 벼랑 끝 전술을 펼
치고 있었다. 북한은 2006년 7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실
험 발사한데 이어서, 한미 양국의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둘러싼 관련국간 협의
가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9일에는 ‘마지막 카드’로 여겨졌던 핵실험마저 강행했다.
국제사회는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에 이어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하였고, 미국을 위시한 관련국들의 잇따른 대북 제재가 발표되었다.

1-4.북 핵실험 국면의 타개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언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안이한 대북 인식
과 ‘퍼주기식’ 대북정책, 그리고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위기 국면에서도 균형감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차분하면서도 냉정
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갔다. 국민들 중에는 정부가 전쟁도 불사하겠
다는 자세로 강력히 대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
통령은 정부가 전쟁도 불사한다고 하면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핵 위협, 엄중하지만 과장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노
무현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조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
하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한다는 전략적 기조 하에 대
처해 나갔다.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대북 성명 발표, 안보리 제재 동참 등의 조치
를 취하는 한편, 이러한 안보상황이 여타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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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 나갔다. 우리의 주식시장, 금융시장, 국가신용도 등 경제전반이 별다른 영향
을 받지 않고 안정을 유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서도 협상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외교력을 최대한 집중하였다. 파국을 막으려는 외교 노력은
진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핵실험 당일 한․미 정상 통화 및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핵실
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2006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노무
현 대통령은 미국에 제시했던 ‘포괄적 접근방안’을 중국측에 설명했다. 6일 뒤 후진
타오 주석은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평양에 특사로 보냈다. 국제사회에는 점차 북한
의 핵실험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회담 복귀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율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
성되어 갔다. 2006년 11월 18～19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
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 모두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의제는 차기 6자회담 재개관련 협력방안이 주가 되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이든 북한이든 누군가
먼저 결단을 내리면 해결된다”고 설득하여 마침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한다면 남북한과 미국이 만나 종전 선언문에 공동 서명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이끌어 냈다.

점차 회담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우리는 미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중국과도 협의를 계속했다. 마침내 2006년 10월 31일 전격적으로 북․미․중 회동이 이
루어지고, 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했다. 미북 간 베를린 접촉이 추가로 이루어졌고, 2007년
2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른바 ‘2․13 합의’라 불리는 위 합의문의 채택을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실
천단계에 진입시키고 북한의 실질적인 핵폐기 과정을 개시하는 기반이 확보되었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이에 대
응하여 여타 5개국은 북한에게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반도비핵화,
미․북/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의 5개 실무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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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2․13 합의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하였
다. 이 밖에도, 6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
기로 하고, 9․19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한반도 평화 체제 협상을 갖기로 한 점을 재
확인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안보․경제적 우려를 해소하여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층적 장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1월 한미 정상회담과 북핵 실험 이전에 개최된 9월 한미 정상회담은 6자회담 재
개와 북핵 폐기 진전에 있어서 분수령을 이룬 회담이었다. 이러한 정상차원의 합의
를 기초로 미북 간 베를린 합의가 탄생했고, 2007년 2월 6자회담이 재개되어 9․19 공
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장관은 “2․13 합의
는 9․19 공동성명 이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냐 파국이냐의 거의 마지막 갈림
길에서 이루어진 대반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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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합의 요지 >
o 북한 내
①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②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60일 이내)
- 60일 이내 중유 5만톤 상당 긴급에너지 대북 지원
o 미‧북/일‧북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60일 이내)
- 미측은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개시
o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다음 단계)
- ① 모든 핵계획 완전 신고 및
②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 기간 중 중유 95만톤 상당의 지원 제공
- 지원부담은 한‧미‧중‧러간 균등‧형평의 원칙에 따라 분담 합의(일측은 자국 우려
사항 진전시 참여 기대)
o 6자회담내 5개 실무그룹(W/G) 구성(30일내 회의 개최)
-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o 초기단계 조치 이행 완료 이후, 6자 장관급 회담 개최
o 직접 관련 당사자들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상

1-5. 북핵 정상외교 평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의 터널 끝은 수차례 보였다가 사라지곤 하는 과
정을 반복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다가도 또 다시 어둠속에서 장애물이
등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희망과 신념을 잃지 않았으며 취임 초기부터 밝
힌 원칙과 기조에서 흔들림이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 되어 갈 즈음
에 밝힌 바와 같이, “적어도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는 점이 최소한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종석 전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는 곧 우리의 사활이 걸린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항상 신
중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 후 대처하려고 노력했고, 미국측의 불만과 다소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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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결과였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성과
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과 주장이 결국에는 미국이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
련하여 전략적인 변화를 도모토록 유도한 효과도 발휘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공
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동의하고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통해 2․13합의에 이르는 소
위 ‘마지막 갈림길에서의 대변화’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미국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끝까지 열어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도 있다. 북핵 실험 이전에 북핵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더
라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적기를
놓치고 나서 지금이라도 북핵 문제 해결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결국 자신들의 벼랑 끝 전
술이 효과를 거두었다’라는 식의 잘못된 자신감을 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그것이
다.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정상외교는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3 합의가 아직 도출
될 가능성이 가시권에 잡히지도 않은 어느 날,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
할을 했을 때 9․19공동성명이 나왔다. 탄생하자마자 땅에 묻혀버렸지만, 봄이 오면
싹이 트듯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구축, 동북아 다자안보체제․평화체제의 방향
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은 지난날의 노력이 헛되 보여도 결국은 평화를 위한 씨앗이 될 것임을 확신하
는 의지와 신념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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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2-1.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와 동북아 균형자론의 탄생
동북아 정치 지형은 분명 숱한 잠재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핵문제, 양안위
기, 영토분쟁, 과거사,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 등이 그것이다. 그럴수록 우리와 같이
역사적 고난을 겪은 나라의 평화와 화해협력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희망과 염원은
강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동북아 구상을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긴요한 생존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동북아 균형자’론이었다. 즉 동북아 균형자론의 한 축은 과거 우리 역사에 대
한 처절한 반성이었고,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동북아 현실에 대한 우려가 또
다른 한 축이었다.

‘동북아 균형외교’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EU같은 지역 공동체
를 구축하자는 참여정부의 고단위 외교 전략이다. 동북아 균형외교의 시발점인 동
북아시대 구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인 2001년 초안이 작성된 ‘발상의 전환
과 동북아의 중심국가’, 2002년 11월 강연한 ‘21세기 시대정신과 리더십’, 2002년 9
월 유럽연합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란
연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역사와 우리의 역사에 대한 노무현 대통
령의 관심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것이었다. 대통령은 산에 오를 때마다 우리 역사
를 이야기하곤 했다. 때로는 인조의 삼전도 굴욕 사건을, 때로는 ‘대원군의 선택’을,
때로는 “100년 전 우리는 평화를 추구했으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던 우리 땅에
서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저 지켜봐야만 했고
마침내 나라마저 강탈당하고 말았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동북아 역사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과 정책적 의지는 당선자 시절부터 계
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3일 당선자 시절 취임사준비회의에서 “동북
아시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 수백 년 동안 갈등과 대립을 겪어온 동북
아, 그 속에서 어느 쪽에 기댈 것인가를 놓고 우리끼리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제안하고 주도해 나가는, 적
어도 동참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주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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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역사를 뛰어넘어 자주적인 국가의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동
북아시대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시대에는 미국도 동북아 동반자의 일원으로서 함께
대등하게 참여해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혜택도 함께 누리는 관계가 될 것입니
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동북아 구상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은 대통령 선거공약의 4대 정책목표 중 ‘동북아 중심국가로
의 도약’으로 설정되었다가 인수위원회를 거치며 참여정부 3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구체화된다. ‘동북아 시대’로 바뀐 데에는 ‘동북아 중
심국가’란 단어가 주변국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내부 토의와
의견 수렴이 진행되면서 동북아시대 구상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 과제로 •자주
국방을 위한 자주적 군사력 건설과 국방개혁, •균형적 실용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선
진외교체제 구축 •자주국방과 균형적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동맹 발전 •신
뢰구축과 예방외교를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이 설정된다.

이러한 동북아 구상은 우리나라만의 발전과 번영에 국한하지 않는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존의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편협한 민족주의적 관점보다는 관
련국들과의 상호조화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 시대’란 단어
의 지리적 개념은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에 국한되지만 이를 기능적 개
념으로 확대하면 미국과 ASEAN 국가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기능적 개념이란 미국
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과 ASEAN 국가들의 잠재력을 고려
한 개방형 지역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다.

2-2.동북아 구상의 본격 출범과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변방 역사 극복론’을 제시한 후 같
은 해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시대 구상의 개요를 명확히 밝혔다.
“동북아에도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쪽에 기댈 것인가를 놓고 편을 갈라서 싸우다가 치욕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동북아시대 구상의 핵심
입니다”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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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구상에 대한 비전과 의지는 2005년 일본의 역사왜곡, 신
사참배, 전쟁미화 등을 거치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공개적으로 언급되었다. 2005년은
을사조약 10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
령은 2005년 2월 25일 취임 2주년 기념 국회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
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
낼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치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
다.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동
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의 더욱 긴밀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시 3월 22일의 3사관학교 졸업식 치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동
북아시아의 전통적인 평화세력입니다. 역사 이래로 주변국을 침략하거나 남에게 해
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떳떳하게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
을 해나갈 것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당
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
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균형자’라는 용어 자체가 미
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찾는, 말하자면 근대 서구 외교사에 있어서의 소위
‘세력 균형’ 개념으로 오인되면서, 이는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킴으로써 국가 안
보를 근본에서 위태롭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정동영 장관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미․일 3각 동맹이 아니다’라고 발언
함으로써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정치화되었다.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서는 ‘동북아
균형외교’를 내세운 참여정부가 한․미동맹을 떠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즉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국이 ‘남방 삼각관계’(한․미․일
삼각관계)를

떠나 ‘북방 삼각관계’(북․중․러 삼각관계)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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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은 무엇보다 긴밀한 한․미동맹 유지
를 기반으로 해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메커니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
다. 유럽에서 미국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중요한 회원이자 OSCE(유럽안보협력기
구)의

일원이듯이, 동북아에서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을 동북아 안보와 경제

협력에 동참하게끔 하자는 것이었다.

사실, 대통령의 연설 그 어디에도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하는 언급은 없었다. 오
히려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치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대통령의 균형자론은 한
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동북아 균형자를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동북아 미래의 불
안 요인은 결국 중국과 일본”이며, 우리가 말하는 동북아 균형자는 “19세기 유럽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이라는 의미에서의 균형자가 아니라”, “적어도 한국이 중심을 잡
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었다.

2-3.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위상 확립 노력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도,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나 조야 인사를 대
상으로 한 연설에서도,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중국의 청화 대학에서도 자신의 동북
아 구상의 논리 구조와 당위성을 역설했다. 다자무대에서는 2006년 9월 10일 핀란
드 헬싱키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나는 냉전시대의 불신의
벽을 제거하고 유럽통합의 기초를 닦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성공적 협력 사
례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귀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
급함으로써,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상을 국제사회의 다자무대에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와 설득만으로 동북아 균형자 구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언급했듯이 “전략이라는 것은 그 전략을 운영하는 힘이 있
을 때 비로소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동북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균형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했다. 이러한 위상
제고는 실력을 배양하는 작업이었고, 주변국을 설득하고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앞서 상술한 바 있는 “실용적 균형외교”로 풀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동북아 구상, 동북아 균형자론, 균형적 실용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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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하나의 논리 구조 속에서 내적인 응집력을 갖추면서 수렴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부터 협상이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
정(FTA) 체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대외 경제정
책적 고려와 자유뮤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한미동맹의 영역을
안보․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부문으로까지 심화․확장시키려는 안보 전략적 가치도 고
려되었다. 동북아시대 구상은 ‘폐쇄적 지역주의’가 아닌 ‘개방적 지역주의’를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새로운 다자 안보체제 구축이 핵심 과제중의 하
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2006년 10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것도
자주국방과 균형적 실용외교를 위한 대표적인 동북아시대 구상 전략과제 중 하나였
다. 자주국방의 핵심요체인 작전지휘권 없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해봐야 실효성과 반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외교의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나섰다.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관계를 추구했고, 중국과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질․양적 측면
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가져왔다. 러시아와는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이러한 양자 관계 강화와 병행하여 한중일 3국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협력 사업
을 발굴함으로써 동북아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한․중․
일 3국 정상은 2003년 공동선언을 통해 안보․통상․재무․환경 등 14개 협력 분야에서
3국간 협의체를 발족키로 하였으며, 2004년 3자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의 이행
촉진을 위한 ‘행동전략’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한중일 협력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주도하고 모범을 보였다.

동북아 구상의 또 다른 핵심축인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
로 경주하였다. 현실적으로는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다.

- 44 -

그러나 6자회담 과정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위한 관
련국간의 협력 조항을 포함시키고, 2․13 합의 이후에는 동북아 안보 및 평화 체제 논
의를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동북아 핵심국 모두가 참여하
는 다자간 안보 대화의 장을 출범시켰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에서의 다자
안보협력은 •각 구성원의 안보 이익을 동시에 증진하는 ‘협력안보’와 •정치․군사적 차
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안보’, •민
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반한 ‘인간안보’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몇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반관․반민 성격의 동북
아 안보 대화 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점차 이를 동북아 국가간 안보현안문제를 협의하는
다자안보 협력체로 점진적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ASEAN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확대시켜 점차 동북아에서의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물론

전통적 안보문제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2-4.평가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아 구상은 ‘우리의 생존 전략이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다.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북아 평화 비전의 꿈을
갖게 하고 싶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소망이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을 방문할 때
는 한 마디라도 더 그 나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심으로 일정을 짜고 실제
로 행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균형적 실용외교를 통
해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변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에도 불구하
고, 정작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구축과 같은 동북아 구상의 핵심 지표는 성취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한일 관계는 정체되고 일중 관계마저도 회복 조짐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 동북아 평화 번영 구상이 손에 잡히는 구
체 결과를 거둘 것이라고 당초부터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자안보 협력 강화와 동북
아 평화체제 구축은 당면 목표라기보다는 어떻게 지향해 나가느냐하는 개념의 문제
이기 때문이었다. 동북아 지역이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 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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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어쩌면 이러한 노력이 10년 후, 15년 후 결실을 맺을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중․일 정상회담 등 3국 협력이 일본의 역사
를 거스르는 행위로 때로 불발되기도 하고 동력이 약화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역사로부터의 반성-동북아균형자론
2005년 2월 27일, 대통령은 불현듯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1월 말,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이 군대위안부를 기술한 역사교과서를 자학적 교과서라고 비난한 데 이어 2월
22일에는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어
처구니없는 발언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3․1절은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대통령은 점점 더 그 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
녀의 재롱을 뿌리치면서 꼼꼼히 메모를 했던 대통령은 3월 ‘국민에게 드리는 글’
을 통해 외교전 불사 가능성 언급 등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사실,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 인식은 정부 내의 일반적인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0년 당시 독도의 주무장관인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시절의 노무현 장관
역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독도 문제를 우리가 특별히 제기하여 문제로 삼지 않는다
는 입장에 충실했다. 이러한 입장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견지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2003년 6월, 일본 방문 때 이른바 유사법제가 통과되었을 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그 후 계속되는 일본의 지도적 정치인들의 역사왜곡발언에
대해서도 굳이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사과를 무효화시키는 일본의 행동이 거듭되자, 대통령
은 그 뒤에도 몇 차례 일본 측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일본의
반응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거나 ‘국내용 발언’이라는 폄하 수준을 벗어나
지 못했다. 그렇게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유보하고 인내해왔지만 여전히 한 치도 변
함없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은 마침내 펜을 들고 입을 열었다. 그것이 ‘국
민에게 드리는 글’이고 ‘동북아 균형자론’이다. 그것은 지난날의 잘못된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의 소산이었다.
―국정일기(10), 윤태영 제1부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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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주변 4국과의 외교
현재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전략적 이해갈등과 국내 민족주의 정서 심화 등으로
여전히 냉전적․역사적 대립 구도가 잔존하고 있다. 다양한 안보문제마저 서로 맞물
려 있어 타협점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이 복잡해지면서 협력과 갈등의 구조가 병존하는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다.

3-1.한․미 동맹의 포괄적․역동적․미래지향적 발전
3-1-1. 한․미 동맹 재조정의 불가피성
지난 50년간 한․미동맹은 냉전기에 형성된 그 어떤 동맹보다도 성공적인 동맹이
었다. 이 시기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으로 ‘한국방어와 대북억지’가 중심이었다. 하
지만 1980년대 말 시작된 냉전종식 과정과 이로 인한 국제안보 환경 변화, 그리고
한․미 양국의 내부적 변화는 한․미동맹의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이 변화되면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국
면으로 접어들었다. 2002년 6월의 미국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민주주의
확산과 국력신장을 통해 발전한 한국 국민의 인식수준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한미동
맹의 재정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한미 관계는 참여정부 대외정책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다. 과거와 같은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한미 동맹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재조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라서
흔든다’는 식의 비판이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 이종석 전장관은 “참여 정부가 하고
자 했던 것은 흔한 비판처럼 한미 동맹의 폐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정”
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대표하는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등은 모두 양측의 필요에 의한 문제였다. 우리 내부의 변
화와 미국의 요구 속에서 한미 동맹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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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북핵보다 더 시급한 것이 한․미 동맹
참여정부 출범당시 한반도의 처지는 94년 이후 최고조에 달한 북핵 문제로 인해
급박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핵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한․미동맹관계의 재확인
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 관계의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 나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래 한미동맹 조정의 방향은 현재
의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면서 보다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
이라고 생각했다. “한반도 및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체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한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지속 조
정․발전되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관계에 대한 큰 원칙이 세워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식을 통해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
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우리 국민은 이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어서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를 소중히 발전시키고 호혜 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
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3-1-3.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취임 후 5월 초로 예정된 방미 일자가 가까워지자 미국의 공식, 비공식 외교사절
들의 방한이 러시를 이루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기회
로 활용하였다. 4월 16일에는 상춘재에서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시니
어와 만찬을 함께 했다. 부시 시니어는 한․미 정상회담에 유익한 조언을 해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나는 당신의 친구요. 나는 한․미 관계에 대해 당신과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고, 내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신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좋겠소 라고 말하라”고 하면서 “대통령님의 솔직함이 우리 대통령과 통하
게 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정치
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 뒤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
지 최대한 설명을 하고, 한국이 원하는 것들을 있는 대로 모두 제시해야 한다”고 했
다. 만찬 대화는 한․미 관계에서 북한문제로 넘어간 뒤 예정 시각보다 훨씬 늦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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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4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온 여러 주요 인사들을 접견했다. 그들
은 한․미간에 놓여 있는 현안보다는 부시 대통령의 성격이나 취미 등 개인적 면모를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워싱턴의 원로 의원들 사이엔 한국에 대해 매우 강한 위
기감이 있었다. CBS방송의 「 60분 」이 2월 9일에 보도한 <양키 고우 홈 ― 한국의
반미 정서>가 영향을 미친 탓도 있었다. 미국내에서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는 이 시
사프로그램은 주한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이 한국에서 성조기가 찢기는 모습을 설
명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전국에 중개했다. 2002년 12월 14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촛불시위대에 의해 대형 성조기 여러 개가 찢겨졌다.

미국 방문 길에 노무현 대통령이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은 어쩌면 북핵보다 한․미
동맹관계의 재확인이었다.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을 준비하는 데에는 최소 2개월이
걸렸다. 외교통상부와 NSC가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갔다. 북핵문제와 한․미 동맹, 주
한미군 재배치, SOFA(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걸려있는 상황은 실무자들을 버겁게 했다. 정리된 내용들이 부서별로 취합되면 순
방준비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를 올렸다. 이틀에 한 번 꼴로 회의가 열
렸다.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보 불안과 경제 심리를 안정시
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담당자들에게 긴장 이완을 주문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길에는 반미냐, 친미냐, 친북이냐, 반북이냐, 동맹이냐, 자
주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져 있었다. 어떤 언론은 한반도에 최악의 위기상황이 발발
해 있다고 했고, 어떤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않
는다고 힐난했다. 방미 직전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
모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솔직합시다. 우리 처지는 지금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있는 제
느낌을 비굴하지 않게, 그러나 솔직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따지고 지켜야 할 국익이
친미, 반미 같은 의미없는 논쟁에 우선한다는 의미였다.

5월 11일 밤, 대통령 전용기가 13시간 40분을 날아 마침내 뉴욕에 도착했다. J.F.
케네디 공항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미 공항 측은 한국의 대통령 전용기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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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한 직후 모든 비행기들의 이착륙을 금지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들이 단골
로 묶는 유서 깊은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 스위트룸에 짐을 풀었다. 워싱턴에 앞서
뉴욕을 먼저 방문한 것이다. 이유는 경제 때문이었다. 5월 12일 오전부터 시작된 미
국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친 시
장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노사 신뢰관계 구축, 관치
금융 근절, 시중은행 인사 불개입 등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그의 경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급진 좌파이고 반시장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강했던 미국 경제인들은 직접 만나고
연설을 들으면서 다른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5월 14일 오후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묵
고 있는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는 거의 30분 간격으로 미국 측 주요 인사
들이 찾아왔다. 부시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인 에반스 상무장관을 비롯해 모스크바
에 출장 중인 파월 국무장관 대신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예방을 했는가 하면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노무현 대통령을 찾았다. 부시 시니어 전 대통령이 상춘재를
다녀간 이후 뉴욕에서부터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찾았던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
핵 문제를 풀기에 앞서 한미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 연방 의사당에서 하원 지도부와 만났을 때, 한 노 의원을 만
났다. 그 의원은 한국전쟁을 상기 시키면서 한국이 미국에 빚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을 방문한 직후 참모들에게 말
했다. “5만 4천명이라는 미국인이 한국전쟁에서 죽었다. 한국에서 반미 시위하는 거
보고 미국이 펄펄 뛰는 거 이해한다. 40년 전 한국은 미국을 위해 베트남 전쟁에 갔
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 이라크에 가고 있다. 동맹이라는 평등한 친구관계는 어떻게
빚을 갚고 나야 이뤄지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 속에는 한․미 간의 동맹관
계가 이제 호혜적․평등적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이 숨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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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오후 6시 30분, 드디어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그
의 친구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님
과 제가 남자 대 남자로 친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
고 계신 것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이 친구들 간에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북핵문제에서부터 이라크전, 국제 경제, 경영 지배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주한 미군 재배치의 시기 조정과 미
국의 전략 변화, 군사력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정상회담 후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걱정했
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양측 실무팀은 공동선언문 내용을 두고 밤샘 토론을 벌였다.
문구가 수정되고 다듬어졌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
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further step)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문구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추가적 조치는 ‘모든 옵션(all option)을 배제하
지 않는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완화한 표현이었다. 여기에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때에 한한다는 전제가 배경 설명으로 덧붙여졌다.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실무진들 사
이에 지루하게 이어져왔던 토의를 종식시켰다.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우려가 불식
되는 듯했다. 북핵 문제로 인한 경색 분위기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이라는 성문(成文) 아래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그럼에도 야당과 국내 언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방미 기간 중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분분했다. ‘아양 떤다’ ‘평소 소신과 거리’
‘미국 예찬’ 등 국내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가 대미 저자세였다고 맹비난했
다.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행사에서 “53년 전 미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
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꼬투리가 됐다. 미 의회 지도자들
과의 만남에서 “한국은 미국의 이상과 제도, 협력이 가장 성공적으로 꽃피운 나라”
라고 말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기자가 물었다. “방미 후 미국은 대통령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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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신을 해소했다고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개의치 않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한․미 관계는 좋은 관계여야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전략은 일련의 순서를 가지고 있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
었던 3월에는 한․미 동맹관계를 우려하는 여론에 개의치 않고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
면서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천명하기를 기다렸다. 4월에는 이라크 파병을 통해 미
국에게 도움을 준 뒤 미국이 대북 관련 ‘평화적 해결 방침’을 확고히 밝히자 비로소
동맹관계 수습에 나섰다. 5월 방미 기간 동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신뢰 표
명은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북핵 위기설은 한․미 정상외교를 기점으로 급격히 잦아들었고, 양국 정상 간에는
중요한 문제를 개인적 우정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신뢰가 구축되었다. 부시 대통령
은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개인적 우정을 갖고 해결한다는 데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다”고 신뢰를 확인했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성
취해 나가는 데 있어 진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한국 경제에 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한․미 동맹관계가
지난 50년 동안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50년간, 아니 그 이상 더욱 더 발전시켜 나
갈 것에 합의했다”며 한․미 동맹 관계를 적극 부각시켰다. 또한 “많은 국가 정책적
문제에도 합의를 이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과 제가 더욱 신뢰하게 됐
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대단한 성공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했던 한
측근은 당시 상황과 정상회담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과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된 가운데,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비서실과 관계 부처가 정상회담을 전략적으로 준
비하고, 대통령 특유의 솔직함과 자신감, 그리고 설득력으로 대응한 결과 정상회담
은 성공적이었다. 새로운 한미 관계 발전의 단초를 열었고, 이후 미국은 참여정부의
외교역량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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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심리적 의존상태 벗고 모든 관계를 정상화․합리화하자...2사단 후

방 배치 동의
참여정부 초기 미 2사단의 후방 배치가 논의되자,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인계철선
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였다. 심지어 정부 안에
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쪽에서는 미 2사단 물리고 나서 북한이 밀고 들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한쪽에서는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에 즉각 보복할 텐데, 2사단을 빼면 보복할 데가 없어지니까 미국이 북한
을 때리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주한 미군 재배치와 감축을 적극 수용하자고 한 이유는 너무 무리하게 친구
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결국 그 친구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며, 미국 군대를 서울 북방에 두고 거기에다 인계철선이라고 부르는 것
은 우리 국민들로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미국에게도 예의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말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야말로 모든 관계들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반대 여론을 뒤로 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이 약화
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이 증대되도록 긴밀히 협의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정직하
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한테 매달려서, 미국 뒤
에 숨어서 형님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라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물리적으로 국방력이 앞선다
는 계산보다는 국가의 존재감과 국민적 주인의식의 문제가 더 크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치밀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었다. 당시 미국
이 세계 군사전략 재편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한미군
재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 상황에 이상이 없다
면 차라리 미국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명확히
제시하여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계산이었다. 2003년 5월 첫 번째 한미 정상회
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주한 미군 재배치의 신중 추진’도, 같은 해 10월 방콕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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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한 주한미군 및 용산 기지 재배
치 합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이후 참여 정부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협력
적 자주 국방 추진 계획 등을 고려, 주한미군의 감축 시기 및 대상 등과 관련된 우
리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토록 조정했다.

용산기지 이전도 추진되었다. 금싸라기 땅에 지하철도 도로도 못 내고 있는 용산
기지의 이전 문제는 이미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돈이
없어 안 하였고, 국민의 정부는 IMF 때문에 못 하였다.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들 가
슴 속에 자주국가의 상징이란 측면에서 자존심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었다. 비록
우방이지만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과거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였던 자리에 외국군
대 기지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민족자존의 문제도 있었다. 참여정부는 이 문제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했다. 먼저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가지는 비중에
걸맞는 대우를 받도록 하고, 주한 미군 재배치 등 모든 과정에서 신뢰를 중시했다.
평택지역에 349만 평과 대구․포항지역 13만 평 등 총 362만 평을 미국 측에 제공하
는 대신,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는 35개의 미군기지와 7개의 훈련장 등 총 5,167만
평의 기지를 돌려받음으로써, 순수히 4,805만 평을 되돌려 받는 방향으로 논의를 정
리했다. 이종석 전장관은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당시 한나라당 전원이 용산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이 문제를 정쟁화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용산 기지의 민족공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3-1-5. 두 번째 정상회담
2003년 10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APEC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날아갔다.
초미의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20일 오전 8시 30분, 방콕 하얏트 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두 번째로 만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전달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감사표시로 말문을 열었다. 한국은
영국, 호주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일으킨 해외 전쟁마다 지원병을 보
내준 세계 3대 동맹국가였다. 부시 대통령은 거듭 감사 인사를 하면서, “우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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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야 군대를 많이 보내줄수록 좋지만 대통령께서 받으시는 압력을 잘 이해합니
다”라고 말했다. 간결하고 쉬운 말투, 농담을 잘 섞는 부시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에
회담장에는 연신 웃음이 터졌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전략을 솔직히 털어놨
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핵 포기를 전제로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와 실리
적 외교의 원칙을 통해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힘주어 말했
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부시 대통령과 현안을 풀어나갈 신뢰와
용기가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현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화답했다.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6자회담시 북한의 안전보장
을 문서로 담보해줄 수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언질은 오랜 가뭄에 단비 같았다. 5월
정상회담 때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이었다. 1주일 후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
왔다. 이렇게 두 정상은 함께 평화와 대화의 장을 열어나갔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한 핵문제 •이라크파병 문제와 재건 지원 •
한․미 동맹 재조정과 관련 사항 등 4개항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
을 발표하였다. 미국 측은 부시 대통령이 이번 APEC 참석을 계기로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반기문 당시 보좌관은 “외교에서는 정상 간의 친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
국 간 동맹관계를 낙관했다.

2003년 10월, 그러니까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참여정부 안보정책 중 가
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는 이라크 추가 파병이었다. 2003년 4월 서희․제마 부대
를 이라크에 파병한 이후 같은 해 9월 4일 미국으로부터 추가파병을 요청받은 것이
다. 미국의 파병 요청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 단체들은 ‘북핵 위기로 심각한 안보 상
황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은 위기를 악화시킨다’며 범국민 파병 반대 운동을 벌였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 절실하다’며
찬성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언론은 ‘정부의 의사 결정 지연 및 파병 규모 축소’ 등
으로 한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매도했다. 정부 내에도 정치권에도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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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벌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이 요구된 시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에 입각한 균형적 실용외교라는 원칙에 따라 사고했고, 그
방향에서 결정을 내렸다. 여러 가지 비판과 반대 여론이 있고, 또 나름대로 명분을
갖추고 있지만, 이 문제 역시 국익이라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여건 같은 것은 정말 고려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
령은 원칙을 지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3,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 재신임 문제가 거론되던 시기에 파병을 결정 발표했습니다.
제 지지자들의 절반이 무너질 것을 각오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듯이 국익을 중심
으로 사고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3-1-6. 세 번째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12차 APEC 정
상회의 참석, 부시 대통령과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 정상회담 (2004. 11.20 칠레 산티아고)

세 번째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2003년 6월 제 3차 6자회
담 이후 5개월째 회담이 재개되지 않자 미 행정부 안팎에서 대북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부시 행정부의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 문제
등 주요 문제에 대해 한․미공조의 틀 속에서 정상간 협력을 통한 해결책 마련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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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
개를 통한 빠른 시일 내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였다. 북핵 문제는 한국에게 가
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부시 대통령 2기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기로 하였
다. 한․미간 긴밀한 협의 속에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6자회담 참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자는 것에 동의하였다. 산티아고 회담은 부시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상 간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양국 정상 간의
돈독한 우의와 신뢰를 심화하는 등 한미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의미가
있었다.

3-1-7. 네 번째 정상회담,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11일 워싱턴에서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그동안 주한미군 재조정 등 주요 동맹현안을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외교․국방 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
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북핵 불용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
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편, 네 번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핵심 의제 중의 하나는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였다. 미국이 먼저 제기한 사안으로, 2005년 초부터 국내적으로 크게 부각된 문
제이기도 했다. 어떤 국가이든 주권 국가인 이상 해외주둔 군대를 포함해서 자국군
을 전략적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더욱이 9․11 이후 미국은 신속한 세계분쟁
대응을 위해 기동력 위주의 순환 전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한
미군의 전략성 유연성 문제를 거론했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한 고민거리였다.
왜냐하면 평시 주한미군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북아 분쟁이 발생하면, 예컨대
대만 해협 등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주한 미군이 전장으로 이동 배치되면 이는
곧 한국이 분쟁 확산의 발진 기지화 되는 문제이므로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진퇴양난의 문제였다. 주권국인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이동을 우리에게
승인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였다. 그렇다고 합의해 줄 경우, 동북아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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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실무자들의 고민이 계속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
다. “미국도 한국 정부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한 미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한국이 일체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
겠다고 미리 미국의 보장을 받아두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다. 그래서 적어도 우
리가 지켜야할 선으로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자동적으로 말려들거나 개
입하는 상황을 피하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너무 미리 가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며, 따라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고, 지금은 양국이 상호의지를
존중한다는 원칙만 확인하는 선에서 타결 짓자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2005년 6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미측에 설명했고, 부시 대통
령도 이해했다. 이종석 전 장관에 의하면, 당시 부시 대통령은 배석했던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럼스펠드,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일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도와주는 것이고, 우
리의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라고 요약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우리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정
하고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
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문구에 합의했다. 미국과의 한미 동맹 재
조정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현안 중 가장 어려운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원만히 해결된 것이다.

3-1-8. 다섯 번째 경주 정상회담
2005년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APEC 정상회
담 참석차 방문한 부시 대통령과 경주에서 다섯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핵 문제
는 9․19 공동성명 발표 이후 제5차 1단계 회담이 바로 직전 북경에서 개최되는 등
큰 문제없이 진전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경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양국 간 전략
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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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국 대통령은 지역적․범세계적 이슈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의
하기 위해 ‘동맹․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협의’(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
artnership / 한․미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소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는 양
국 관계가 한 차원 높게 발전되고 동맹 관계의 지평과 목표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 외에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장관급 전략
대화를 갖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경제통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대화하였다. 양국 정
상은 경주 정상회담의 결과로 경주공동선언(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통상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미 FTA 체결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
는 만큼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자고 합의하였다. 이후 2006년 2월 양국은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양 정상간 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확고한 동맹관계를 재확
인한 자리였다. 아울러, 한미 동맹 관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공동의 가
치를 기반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
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장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나가고, 경제
분야에서는 FTA 체결 추진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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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양국 정상 (2005.11.17, 경주)

3-1-9. 여섯 번째 정상회담 : 한미 동맹관계의 저변 확대
한․미 정상회담이 2006년 9월 14일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열렸다. 한․미 정상의 대좌는 경주 정상회담 후 10개월만이자 참여정부
출범 후 여섯 번째였다. 백악관에서의 회담은 2003년 5월과 2005년 6월 이후 3번째
였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북핵문제가 교착국면에 빠진 가운데 북
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등으로 한미동맹에
금이 갈 우려가 높다는 시점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언론들은 “회담 전부터 팽팽
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정상들의 만남은 시종 일관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이러한 우려들을 말끔히 씻어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 시작 5분 전 백악관 웨스트윙에 도착해 미국 의전장의 안
내를 받아 루스벨트룸에 입장, 방명록에 서명한 뒤 곧바로 회담장인 오벌 오피스로
향하였다. 회담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시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을 핵심의제로 50분 예정의 정상회담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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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양국정상(2006. 9. 14, 미국 워싱턴)

양국 정상은 한․미 관계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역동적․호혜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의 전환은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유사
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추진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전시작전통제권의 전
환을 둘러싼 국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작권 전환에도 불구
하고 유사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직접적
인 의사가 확인되었으며, 나아가 양국 간의 동맹이 현대화 조정을 거치면서 미래지
향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 기회이기도 하였다.

사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고 미국에
제의하여 우리가 관철시킨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물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우선
적으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수행해야하며,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미국의 지
원을 받는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 국방 철학과 우리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들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방미 직전에 발표한 2006년 8월 광복절 경축사
를 통해 “전작권 전환은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확고한 한미 동맹 위에
서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세계 모든 국가가 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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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돌려받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여섯 번째 정상회담 이후 전작권 전환 협의
는 탄력을 받았다. 2006년 10월 양국은 2009년 10.15-2012년 3.15 간 상호 합의한 합
리적인 계획에 따라 신속히 완료키로 합의했다. 또, 2007년 2월에는 2012년 4.17 한
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새로운 지휘 관계를 구축하는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2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 회동을 가졌
다. 부시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 발언으로 회담 결과를 간략히 소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당초 10분간 예정돼 있었으나 두 정상
이 양국 기자 1명씩에게 추가로 질문권을 주면서 20분간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자 노무현 대
통령은 “아주 좋은 대답이었다.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FTA와 전작권 전환
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두고 ‘부시 대통령의 커다란 선물’로 표현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핵문제 해결 및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
칙을 거듭 강조하였다. 특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
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결의 등 단호한 대응과 함께 문제
해결 및 진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게 평가되었다.
나아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모든 가능한 정책을 조합해 볼 동력을 확보한 점에서
주목되었다.

언론회동 이후 이어진 오찬에는 주 의제가 한미 FTA 문제임을 감안해 통상분야
고위 인사들이 추가로 참석하였다. 예정보다 20분 늦게 시작한 오찬 역시 시종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40분간 진행되었다. 오찬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해 한․미 FTA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양국 정상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조속
가입을 위해 노력해 가기로 했다.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거래를 인적 교류 차원
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필수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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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국 국민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한미 간 호혜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발전에 장기
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의 반영이었다. 이렇게 여섯 번째 회담을 통해서는 한
미 간 건강한 동맹관계가 경제․사회 저변으로까지 확대되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오찬 회담을 마치면서 논의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앞으로
회담 결과를 실무협의를 통해 착실하게 구체화시켜 나가자고 합의하였다.

참여정부의 한․미 정상회담 일지
일

자

내

용

2003년 5월 14일

미국방문

2003년 10월 20일

APEC 정상회의 계기(방콕)

2004년 11월 20일

APEC 정상회의 계기(산티아고)

2005년 6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방미(6월 9일～11일)

2005년 11월 17일

APEC 정상회의 계기(경주)

2006년 9월 14일

미국실무방문

2006년 11월 18일

APEC 정상회의 계기(하노이)

3-1-10. 일곱 번째 정상회담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 개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일곱 번째 한미 정상회
담이 개최되었다. 한․미 관계를 역동적․호혜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 자유뮤역
협정 협상 및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회담 개최 1개
월 전에 이루어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이 집
중적으로 이루어진 회담이었다.

2006년 11월, 양 정상 간의 협의를 통해 부시 대통령은 “이미 자신은 결단을 내렸
으므로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남북한과 미국이 만나 한국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키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도 기인하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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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관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이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이와 관
련하여, 이종석 전장관은 2006년 11월 정상회담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언론에 종전
선언만 알려진 것이 오히려 안타깝다”고 말하였다. 부시 대통령의 ‘북핵문제 집중
약속’이야말로 11월 말 이루어진 미․북․중 북경회동과 12월 6자회담 재개, 2007년 1
월 미․북 베를린 회동, 그리고 2․13 합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의 토대가 되었기 때
문이다.
한․미 관계 아무 문제 없다
韓·美 관계 지금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죽이 잘 맞아
요. 솔직히 얘기해서 美國이 요구하는 대사관 터도 다 마련해 줬고요. 외교라는 것은 국교를
가지고 있는 이상, 미국만큼 우리하고 관계가 있고 美國만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면 대사관 터 한 개쯤은 근사하게 그럴 듯하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대사관 터도 한 개
짓지 못하게 하고 숙소도 못 짓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미 관계 정상적으로 유지되겠습
니까? 해 줄 건 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 가야 하는데, 그래서 韓·美관계가 잘 가
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大統領이 미국이 해 달라는 것 중에 안 해 준 것 뭐 있
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안 해 준 것 많습니다. 전략적 유연성도 도장 안 찍어 줬고요.
이라크에도 1개 사단 넘게 파병해야 된다고 온 신문이 다 떠들었는데, 저는 1개 여단급 정
도로 해결 봤고요. 그것도 비전투 부대로 해결 봤고, 그밖에 미국이 요구 더 한 게 뭐가 있
습니까?

대사관 지어달라는 것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줘야지요, 당연히. 기지 돌려받는데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 오염에 대해서 예산을 새롭게 국회에서 편성 받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의 기준이 있고 우리의 기준이 있는데 그 사이
에서 지금 절충해 가지고 받을 것은 받습니다.

韓·美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安保가, 안보의 의존 상태가 지금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현저히 개선되어 갑니다. 그래서 韓國 방위는 한국 주도로 가게 됩니다.
주도로 가게 되면 양국 관계의 발언권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취임 4주년 大統領과의 대화(07.2.27)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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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3-2-1. 첫 번째 일본 국빈방문
한․일 양국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 지도국이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
을 반복하는 것은 양국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과 같은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동북아에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내
주요국인 한․일간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는 동북아 시대를 향한 실용외교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만은 단호하게 대처해 오고 있다. 아울러, 식민지 지배에 기
인한 불행한 과거사 치유와 민족적 자존심 회복에도 별도의 관심을 갖고 외교적 노
력을 경주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외교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출범 후 2년여의 ‘출범 초기’와
그 이후로 구분된다. 출범 초기 2년여 동안에는 일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
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이른바 ‘함께 가야할 이웃’과
의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인식과 실천
이 ‘역사 문제든 그 밖의 문제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래의 동북아 역사를 바꿔가는 동력으로서 서로의 역할을 강조하
였다.

취임 첫 날 오후 2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첫 손님으
로 맞이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월드컵 공동개최가 가져온 한․일간 시너지 효과를 극찬
한 뒤, 2002년 9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
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북․일 관계정상화는 이 지역 안전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
습니다. 납치, 핵, 미래, 과거 문제 모두를 정상화하고 싶어서 평양에 가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두 정상은 예정 시간보다 20분이 넘게 대화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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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2003년 6월로 예정된 방일 준비회의는 점심시간 후 집무실에서 시작한 회의는 관
저 회의실로 옮겨 밤 9시까지 계속되었다. 내부 보좌진 6명과 대선 당시 노무현 대
통령의 대변인을 지냈으며 취임 연설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던 외부 인사가 초대되
었다. 방일 외교 컨셉트는 두 가지로 모아졌다. ‘동북아 공동 번영의 시대를 함께 열
자’는 것과 ‘일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자’는 것이었다. 동북아 공동 번영은 대일
관계 변화의 핵심이었다.

회의에서는 “유럽 국제 질서는 동북아 질서보다 한 단계 앞서가고 있다고들 말합
니다. 그래서 유럽은 협력이 잘 되는데 동북아는 견제가 심합니다. 동북아 질서를
유럽 질서와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러나 그 틀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토론이 벌어졌다. 한참
듣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 “1917년도에 아데나워가 어느 조그만 도시 시
장이 되어 강연을 하면서 유럽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49년도
에 서독 정부의 초대 총리가 되고 이 질서를 계속 주창해 나갑니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방문에서 일본의 정치인, 관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
은 게 아니라 ‘새로운 동북아 시대’라는 메시지를 일본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싶습니
다.”

회의 주제가 과거사 문제로 옮겨졌다 “내게 지침을 주세요. 야스쿠니 문제는 언
제든지 발전적 미래를 교란시킬 수 있는 걸림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본 국민들
에게 그런 행위가 옳지 않다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참모들은 사안의 민감함을
들어 야스쿠니 문제 같은 것은 줄여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
통령의 생각은 다른 듯 했다. “아니 내 생각은, 이런 문제는 지도자가 자기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합
니다. 순 국내용 발언이나 행위는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좀 순화해
서 도덕적 선언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저녁 후 회의에서는 한․일 공동성명안과 일본 국회 연설문 원고에 대한 토론이 벌
어졌다. 동북아 공동 번영의 취지를 일본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가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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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메시지를 주문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한․일 젊은이들이 함께 기차
타고 수학여행 가는 그림들 같은 거죠. EU 질서처럼 네덜란드에서 밥 먹고, 독일에
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질서를 우리 동북아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
지…” 문구들이 거듭 수정되었다. 조사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검토되었다. 회의 참석
자 중 한 명이 화룡점정을 찍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는 일본 속
담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아버지의 뒷모습, 책을 읽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표현으로 마지막을 다듬는 게 낫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
니 원고에 생기가 돌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족감을 표시했다. “확실히 낫네요. 채
택합시다.”

￭ 형식보다는 내용으로 승부합시다.
2003년 6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일 관련 마지막 정리가 끝난 뒤였다. 노무
현 대통령은 6월 6일 현충일에 맞춰 방일하게 된 것에 대해 참고 있던 속내를 털어
놨다. 왜 하필 ‘애국선열을 추모하는 날에 일본에 가느냐, 날짜를 조정하라’는 여론
에 내내 침묵했던 터였다. “이번 방일에 관련하여 제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굳이 국빈방문을 고집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로서는 방문의 성격은 국빈 방문으로 해야겠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
본 국왕 내외의 스케줄을 맞추다보니 방문 일자가 그렇게 된 것이었다.
방미 때에도 일부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텍사스 목장으로 초대
되지 않았다고 비난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앞으로는
외교를 하든 국내 의전을 하든, 형식을 통해 위상을 높이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
용으로 승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린턴이나 부시 대통령을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들은 아침식사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한국 대통령은 뭘 그렇게
요란하게 준비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기 한 시간 전에 일본 참의원이 유사법제를 통과
시킨 것도 양국 간 우호 분위기 조성에 장애가 되었다. 유사법제는 일본이 무력공격
을 받았을 때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출동을 원활히 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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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이라 해도 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법안이므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무관
하다고 할 수 없는 법안이었다.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주변국의 우려와 경계감을 초
래하였다.

￭ 미래를 위한 협력의 새 길 제시
6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은 예정대로 2박3일간의 일본 방문을 시작했다. 일본 국왕
내외는 성대한 환영행사를 마련했으며, 6월 7일 고이즈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에서는 몇 가지 성과가 나왔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
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북한 핵문제의 해결
을 위한 공조 강화, 남북한 관계와 북․일관계의 개선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
였다. 이어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무역확대와 투자 증진방안 •FTA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 •김포―하네다 간 직항로 운항,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조기실현
노력, •대중 문화개방 및 관광교류 확대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 ‘코리아―재
팬 축제 2005’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한․일 협
력기반 구축’이라는 부제가 붙은 공동성명으로 북한 핵 문제와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에 관련된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고이즈미 총리 주최 만찬 답사를 통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에서는 양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관
계의 미래를 위한 새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하고,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
으로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노무현 대
통령은 또 일본 국회연설에서 “과거사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럼없이 교류
하며 서로 돕는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했으며, 공동기자 회견에서 “과거사 문제
는 대통령 선언에서 요구하고 종결지을 문제가 아니라, 양국지도자와 국민이 미래
를 바라보는 원칙에서 끊임없이 상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사 문제를 함
께 풀어갈 것을 제시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용기와 과감함에 존
경을 표한다”고 말하였다.

양국 간 좁히지 못한 이견도 있었다. 대북 대응 문제에 있어서 고이즈미 총리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 아래 대북 강경책을 써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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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대화가 우선함을 역설하였다. 한․일 간 사증
(비자) 면제 부분도 우리나라가 원하는 수준인 ‘완전 면제’는 성사되지 못했다. 합의

문에서는 ‘비자 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까지만 정리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이 이전 대통령들의 방일과 달랐던 것은 일본 국민들의 관
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는 점이었다. 6월 9일, 일본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엔 의
원들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화해와 협력을 열어가자고 호소
했다. 우리나라의 평화 변영 정책을 설명하고, 일본과 우방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일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자고 말했
다. 그런 뒤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일본 속담에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이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등, 어
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

TBS TV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프로그램은 일본인 1000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는 “감명 깊었다”는 일본 정치인들
의 전화가 이어졌다. 일본 언론들은 정치인의 거짓말에 식상한 일본인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솔직함과 정치적 역정, 철학 등이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국내 반응은 차가웠다. 과거사 청산보
다는 미래를 역설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은 정작 우리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던 셈이다. 오히려 현충일에 일본에 갔고, 도착한 날에 유사법제가
통과되었다는 점은 우리 국민감정을 더욱 자극시켰던 것이다.

3-2-2. 2003년 방콕, 2004년 제주 및 이부스키 정상회담
2003년 10월 방콕 APEC 참석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사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
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간 FTA 체결 교섭을 연내에 개시키로 하는
등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또 한․일 사회보장협정
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명․발표될 수 있도록 양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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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이외에도 •한․일 세관상 지원협정의 조기 체결 추진 •양국 간 일일생활
권 조성을 위한 노력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특히 일일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김포―하네
다 간 항공편 조기운행 추진을 재확인하고 관계당국 간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국민들은 과거사 청산 요구를 계속해서 주장했다. 노무현 대
통령은 2004년 3․1절 연설문에서 그동안의 불편했던 심기를 드러냈다. “우리 국민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흔히 지각없는 국민이나 인기에 급급한 한두 사람의
정치인은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적 지도자 수준에서 해서는 안 된다”며 고이즈미
총리를 공격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새해 벽두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한데다 ‘매
년 신사참배 강행’ 발언을 하는 등 그릇된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항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대일 외교는 일관성을 유지했다.

2004년 7월21일 제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는 한
국 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 한다”
고 밝혔다. 다만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말
끔히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일간의 새 미래, 동북아의 새 미래를 위한 것’이
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통령은 나아가 동북아의 지도적 국가의 국민다운 모습
을 보여 달라며 일본 국민들의 성숙한 결단을 촉구하였다.

북핵문제 등으로 한․일 양국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2004년 12
월 17~18일간 일본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
담은 연중 두 번째로, 2004년 7월 제주도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격식 없이
빈번하게 교류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항구적인 비자
면제 적극 검토, 김포―하네다 항공편 증편, 2005년 중 체결을 목표로 한․일 FTA 교
섭,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 ‘한․일 우정의 해 2005’의 성공을 위한 기념사업, 자매
도시 교류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과거사 현안 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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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징병 피해자의 일본 내 유골 조사 및 봉환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양 정상
은 북핵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6
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의 공조를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셔
틀 정상회담’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과거사 문제에 감정적으로 매이지 말고 보다 발
전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의지였다.

3-2-3. 그러나 ‘우이독경’인 일본 - 강경 대일외교로 전환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한․일 관계의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차
단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더욱이 2005년은 을사조약 100
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일 회담 40주년이므로 한․일 관계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
로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일본측은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마침내 참여정부의 대일 외교는 2005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한다. 대통령의 부단한
관계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사과를 무효화시키는 일본의 행동이 거듭되
었기 때문이었다. 2005년 3월에는 과거사 왜곡 중학교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
과했고,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는가 하면, 주한일본 대사가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까지 발언했다. 대통령은 몇 차례 일본 측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일본의 반응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이거나 ‘국내용 발언’이라는
폄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게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유보하고 인내해왔
지만 여전히 한 치도 변함없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은 마침내 펜을 들고
입을 열었다. 지난날의 잘못된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의 소산이었다. 대통령은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나라를 이웃에
둔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당연히 그 이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계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에 대해 본격
대응을 선언하였다. 이종석 전장관의 표현대로 “감성을 줄이고 이성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이성의 영역에서까지도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과도한 자극 행위였기 때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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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1절 기념사에서는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
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 그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
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라며 ‘진실규명 → 사과와 반성 → 배상 → 화해’의 4단계
해법을 제시하였다.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제정 선포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잇따르고 일본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는 상황에
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 발언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2005년 3월 23일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대통령은 한층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
달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다”며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
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이전에 일본 지도
자들이 한 반성과 사과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 것은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3-2-4. 2005년 서울과 부산 정상회담
양국의 이러한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2005년 6월 20일 ‘서울 한․일 정상회담’이 개
최되었다. 일련의 사태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의 평화공존 질서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본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고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양국 간 신뢰의 기반이 된다”며 일본 요인들의 신뢰
를 무너뜨리는 언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반
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노무현 대
통령은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한․일간 역사문제의 핵심이라며, 역사문제로
인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일본측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동북
아 지역의 미래와 평화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정치․외교
적 Framework 구축,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통한 화해 노력 경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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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증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제2기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발족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해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계속되었고, 2005년 하
반기 셔틀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2005년 11월 18일 부산 APEC 정
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독도 관련 일본 지도층 인사들의 언행 가운데는 한국 국민
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함
을 재차 강조하였다.

3-2-5. 2006년 정상회담
해가 바뀌었지만 일본의 자세에는 변함이 없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4월 20일
독도 해저지형 조사를 기도했고,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마침내 ‘최근 한일관계
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정부는 독도문제를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닌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 대응하기로 하였다. 물리적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
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총 동원할 것을 대 내․외에 천명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는 과거사에 대해 거듭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에 합당한 실천을 요구하
는 것이고, 사과를 뒤집는 행동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책임 있는 행동과 실
천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하였다.

한편, 한․일 관계가 냉각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아베 신임 총리가
취임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등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다시 대응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기 시작하였다. 이
는 아베 총리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전임자인 고이즈미 총리와는
다른 정치․외교적 ‘언행’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취임을 계기로 그간 경색되어온 한․일 관계 개선의지를 적
극 표명하고, 총리의 조기 방한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화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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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보편적 방식에 따라 과거사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것과 동시에, 양국관계 개선과
동북아 지역 협력 증진이라는 폭넓은 안목으로 이를 수용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9일 아베 총리 취임 후 13일 만에 ‘서울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꾸준히 확대․심화되어 온 한․일관계의 중요
성을 재확인하였다.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및 2003년 6월
발표된 ‘한․일정상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양국 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단기사증(비자) 상호 면제 조치, 김포―하네다 셔틀편
증편 등 각종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도 확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두 정상은 이
러한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양 국민간 상호 이해가 증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역 등 경제분야 협력 발전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정치․외교와 민간 사회 분야는 분리 대응한다는 참여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역사
를 직시하고, 상호이해, 상호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종군위안부, 독도 문제에 대
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국민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
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상호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의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런 마음으로 취임 후 첫 외유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
하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양 정상은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 문제와 어업자원관
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일 EPA(Econimic Partnership Agreement : 경제
연계협정) 교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내 출범에도 의견을 모았다.

3-2-6. 아쉬움이 있는 한․일 관계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여 일측의 도발적 행동을
견제했다.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여론과 더불어, 인류
의 보편적 가치와 인도주의에 기초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갔다. 독도에 대한 영토 주
권을 공고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역사 문제에 집착한 이유는 바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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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 인식은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은 우리 미래에, 바로 우리 운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느
냐에 따라 일본이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나타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안위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외교와 민간․사회를 분리 대응하여 향후 관계 발
전의 기초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제도를 확충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근
거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의 구축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며, 바로 이점이 한일 관계의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 한일관계 발언록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한일관계에 대한특별담화를 통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
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내세워 한일 과거사
문제를 양국간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잇따른 도발적 행위
를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대일(對日) 비판의 강도를 점차 높여왔으며, 최근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수로 탐사 추진 등 일본의 독도 국제 분쟁화 의도가 노골화되
자 노무현 대통령은 초강경 발언을 통해 일본의 주권 침해 행위를 공개적으로 차단
하고 나섰다.
다음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 주요 발언록을 간추린 것이다.

•발목 잡혀선 안 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동북아의 역사를 바꿔가는 동력으로
서로 역할하자. <2003년 2월25일, 한일 정상회담>

•과거사 문제는 대통령 선언에 의해 요구하고 종결지을 문제가 아니라 양국지도자
와 국민이 미래를 바라보는 원칙에서 끊임없이 상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3년 6월7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제 임기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과거사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한
일 간의 새 미래, 동북아의 새 미래를 위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속 논

- 75 -

쟁한다면 양국 국민 간 감정을 자극해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4년

7월21일, 제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두 나라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진실
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한
다. 그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다.

<2005년 3월1

일, 3․1절 기념사>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중략)…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이
전에 일본 지도자들이 한 반성과 사과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일이다…(중략)…100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 날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로 선포한 것은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이
다 <2005년 3월23일,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침략과 가해의 과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 세계에
큰 불행이다. 일본의 태도는 인류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
는다 <2005년 4월8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인터뷰>

•우리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사과가 아니라 과거 사과에 맞는 실천이
다. 사과에 맞는 행동을 실천으로 보여 달라. <2005년 5월6일, 일본 연립여당 간사
장 접견시>

•야스쿠니 신사에는 과거의 전쟁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처럼 전시
해놓고 있다는 말도 듣고 있다. 과거의 전쟁과 전쟁 영웅을 미화하고 이런 것을 배
운 나라가 이웃에 있을 때, 이런 나라가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을 갖고 있을 때 인
근 나라, 특히 그 나라가 과거에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으면 그 국민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6월20일, 서울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최근 헌법개정, 방위력 증강 동향 등에 대해 주변국 국민들이 갖게 되는
의구심과 우려에 대해 일본,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진
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중략)…최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정
치인들의 집단참배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여지
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05년 11월10일, 일․한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시>

•일본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라든지 역사교육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어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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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입장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에 우리가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에 대한 보상은 별개이지만, 우리는 국가 대 국
가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005년 11월18일, 부산 한일정상회담에서>

•해저 수로 탐사는 단지 EEZ 경계 분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다…(중
략)…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수년간 해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둘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다. 대응기조
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2006녀 4월18일, 일
본의 동해 EEZ내 수로 측량 계획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여야 지도부 초청 청와대
회동>

•독도는 우리 땅이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
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
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다. 또한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
성을 주장하는 행위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중략)…독도문제는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6년 4월25일,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

3-3. 한․중 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심화 발전
3-3-1. 경제 파트너 1순위로 떠오르는 거대 중국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10%대에 근접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2006
년 GDP 규모 세계 4위, 교역규모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세계적인
경제예측기관들은 2040년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기
도 한다. 인구 13억의 거대 중국은 이미 정치․경제 분야에서 세계무대의 주요 세력
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중 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질적,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2005년 대 중국 교역액이 1
천억 달러를 돌파해 최대의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떠올랐으며, 2005년에는 우리 국
민의 1위 여행 대상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중국 경제에 대한 절대적 비중과 중요
도도 높아졌다. 중국 수출 비중이 미국보다 높다. 전체 흑자규모에서 대 중국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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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인적교류도 조만간 대미교류 규모를 추월할 것으
로 보인다. 단순 입출국 규모는 미국을 넘어선 지 오래이다. 양국 관계도 그만큼 긴
밀해졌다.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 회담 외에도 APEC, ASEAN＋3, ASEM 등 다자
회의 계기 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 상
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하였다.

3-3-2. 중국 경제의 비상과 우리의 과제
사스 때문에 연기 가능성이 검토되던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원래 예정대
로 2003년 7월 7일에 이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웃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
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때에 가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는가.
어려운 때에 도와줘야 우리도 어려운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교부에 예정
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6월 30일 오후 중국 방문 준비회의가 열렸다. 이 날에도 어김없이 ‘반기문 학습’
이 시작되었다. 중국 지도부의 권력구도, 경제 환경 등에 대한 보고가 길게 이어졌
다. 노무현 대통령이 빙긋 웃은 뒤 중국 고전을 탐독하던 부친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에 아버님한테 유방이 앞입니까 유비가 앞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아버님 말씀
이 유방은 통감 2권에 나오고 유비는 통감 7권에 나온다. 그럽디다.” 회의실에 폭소
가 터졌다. ‘학습’은 중단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이 이어졌고 보좌진들은 중국

- 78 -

의 변화, 한중 관계 등에 관해 질문․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중국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외교부 참석자의 보고도 있었다.

사스가 중국 권력지도를 재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스 퇴치에 총력을 기울
인 후진타오 국가주석 겸 총서기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가 민심을 크게 얻은 반면,
장쩌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이끄는 군부는 사스 환자들을 은폐하려다 정치적 입
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투
명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후진타오 주석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였
다. 권력을 장악한 후진타오 주석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었다. 자신의 외교
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노력
하였다.

2003년 7월 7일, 중국은 북경 하늘에 인공(人工)으로 비를 뿌렸다. 노무현 대통령
의 방문에 때맞춰 악명 높은 북경 시내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3-3-3.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다
참여정부 최초의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극진한 환대 속에 이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
고 북핵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한․중 관계의 발전방안,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관계가 92년 선린우호 관
계, 98년 협력동반자 관계를 거쳐 마침내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까지 격상된 것
이었다. 협력동반자 관계는 말 그대로 정치․경제․안보․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
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였다.

먼저 후진타오 주석은 경제 교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에 ‘한․중 무역
1000억 달러 달성’을 제안해왔다. 중․일 1000억 달러 무역시대를 만드는데 수교 후
30년이 걸렸던 것에 견주면 한․중 간에는 13년으로 단축되는 셈이었다. 양국 정상은
또한 중국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고 ‘당사자 간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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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사․형사 사법 공조 조약 •표준화와 적
합성 협력 협정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이 체결 되었다. 양국 간 차세대
정보기술 협력,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분야 등 10여 개 분야의 경제협력사업 추진방
안도 논의하였다.

정상회담은 새로 출범한 양국 정부의 지도자가 처음 갖는 회담으로 진지하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양 정상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
회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회담 내내 대단히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해 노무현 대통령
의 국빈방문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을 정중히 요청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즉석에서 수락하였다.

중국을 둘러본 우리측 대표단에게 상하이의 발전상은 충격적이었다. WTO(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중국의 경제투자 환경은 급격히 호전되어 있었다. 투자가들
이 중국으로 몰려갔다. 권오규 경제수석은 “우리에게도 외국인 투자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귀국 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문
제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물었다. “미국에서 보도하기로, 한국
의 개방 정도가 26위라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방하지 않
는 있는 게 뭐죠?” 권오규 수석이 대답했다.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등등이 그
렇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같은 조건으로만 해놓는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중국인들을 보면 대형 프로젝트를 열 달 만에 끝냅디
다. 그 정도면 한국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우리가 26위인지, 무엇을
개방해야 할지 정확히 찾아서 보고해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팀에게 외국
인의 대한(對韓)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중국은 경제
파트너이자 동시에 라이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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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에서 돋보인 ‘유머 외교’ ― 행사장마다 좌중 웃음바다 ‘정상외교 촉매제’
“총영사 이름이 ‘주상해’인줄 알았어요.”
10일 오전 7시30분(현지시간) 수행원 조찬간담회가 열린 중국 상하이 리츠칼튼 호텔
4층. 간담회장에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건너편 박상기 상하이 총
영사에게 농담을 건넸다. 명패에 ‘주상해총영사’라고 쓰여진 것을 보고 던진 유머
였다. 숨가쁜 일정 속에 다소 긴장된 상태였던 간담회장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웃음
바다가 되었다.
중국 방문 중 노무현 대통령은 시종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 행사 도중 간간히 유머
를 던져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9일 만리장성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관
리소장이 “귀국하면 친구들에게 만리장성에 많이 갔다 오라고 말해 달라”고 하자
“내 친구들 중에 이곳에 안 와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랑하면 꼴찌로 갔다온 것
을 자랑하는 셈이다. 대신 소장과 사진을 찍어 자랑하겠다”고 말해 웃음이 번졌다.
칭화대학 방문에서도 이 같은 유머는 빛을 발했다. 학생들과의 문답에서 대통령으로
서 행동에 제약이 많아 답답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과거 캐나다 트뤼도 수상
이 밤에 빠져나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 붙잡혀 왔다던데, 청와대는 빠져나갈 구멍
도 없다”고 말해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당초 연설 원고에 없던 한국산 김치냉장고를
홍보하면서 “김치냉장고에 맥주를 넣어서 먹으면 아주 좋다”고 말해 폭소를 유발
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유머는 행사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흥미를 촉발하고 행사의 집중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일
종의 ‘유머 전략’인 셈이다. 중국의 한 외교 관계자는 “가까이서 지켜 본 정상
중 가장 격의 없고 유머가 넘치는 분”이라며 “유머를 외교술로 활용하는 데 탁월
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청와대 브리핑 제92호(2003년 7월10일

3-3-4. 정상회담을 1년에 2～3차례씩
한․중 양국은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문 이후 매년 2～3차례 APEC, ASEAN＋3,
ASEM 등 계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후진타오 주석과는 취임 후 2006년까지
모두 10차례, 원자바오 총리와는 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만큼 양국 정상 간의
인식과 목표가 일치했고 정상간 우의가 돈독했다는 의미였다. 참여정부는 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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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외교를 전략기조로 선택했는데, 이는 특히 역내에서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
을 줄이고 실질적인 한․미 동맹의 발전과 함께 동북아 역내 국가 간 평화․통합 촉진
과정에서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중
관계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호흡과 이해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었다.

모두 12차례가 넘는 정상회담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협의했
다. 북핵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메뉴였다. 북핵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중국측
은 우리와 대부분 일치된 입장을 유지했고, 고비마다 우리가 제시한 아이디어나 절
충안에 대해 상호 협력했다. 중국 측도 이러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2006년 10월 이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실무 방문은 의전이나 격식을
따지지 않은 그야말로 ‘1일 실무 방문’으로 특별했다. 그 만큼 한중 양국의 정상들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만나서 협의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계기였다. 시기적
으로는 북핵 실험이 이루어지고 위기가 고조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가 무엇보다 긴
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 핵문제 조기 해결에 필요한 외교적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북의 핵실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책의
골격이 정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다.

3-3-5. 한·중 간 역사문제
한·중 간 역사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중국 측은 2004년 7월 신
화사 등 중국 관영언론을 통해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속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우리 국내에 파문을 일으키는 소위 동북공정 1차 파문을 야기한 바 있다. 사실, 동
북공정은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서 2001년에는 5개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안이었다. 1차 파동 이후 한․중 간 구두양해가 그해 8월 이루어져
일단 갈등은 봉합되었다. 그러나 중국측이 국내 학술 연구 목적이라며 관련 연구를
지속하였고, 이 사실이 같은 해 9월 국내 언론에 보도되면서 2차 파동이 생겨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APEC 계기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했고, 이후에도 거의 매 계기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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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공정이 한․중 양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정치문제와 학술문
제를 구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면서 “이 문제가 결코 한․중 양국의 폭넓은
우호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무급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중
국 측에 우선 왜곡을 시정하고 더 이상 동북공정을 추진하지 말라는 강력한 입장을
계속 전달토록 했으며, 한편으로는 학술적 대응조치도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 결과, 중국 측은 외교부 홈페이지 왜곡 내용 삭제, 중국 인민
교육출판사 홈페이지 왜곡기술 삭제 등 일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학술 단
체의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실제 동북공정 문제와 관
련하여 양국 간 갈등도 야기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종군위안부 등 현재에도 아물지
않는 한․일 간의 살아있는 침략의 역사와는 달랐다. 한․중 양국의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하지만, 과거 역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다, 우리측 요구에 대해
중국축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
았다.

그러나 한·중 역사문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서 정확
한 역사자료 수집 및 고증과 전문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할 사안이다.

3-3-6. 실질협력 분야에서의 성과
물론, 한․중 양자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
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도 계속되었다. 경제 협력 및 문화 교류와 함께 ‘한․중․일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등 동북아 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했다.
2006 북경 실무방문 시에는 한․중 양국의 교역 투자 등 경제 분야를 포함한 전면적
협력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2012년까지 양국 교역을 2
천억 불 수준으로 증가시키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2003년 한․중 정상 간 합
의한 교역 목표(2008년까지 1000억달러)를 2005년 조기 달성했던 것이다. 한편, ‘한․
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의 원활한 이행과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을 통한 양국 간 투자활성화 등 경제실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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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A 체결 관련 산(産)․관(官)․학(學) 합동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이미 2005년 7월부터 민간 연구기관 공동연구를 진행시켜왔다. 산․관․학 공동연구
착수는 FTA 협상 개시선언을 전제로 한 정부 간 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며, 현재 중국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FTA협상을 개시하자’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한․중 관계는 역대 최상의 관계를 구가했다.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결노력을 기울여 왔고, 북핵 문제 등 공
동의 안보 관심사에 대해 같은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해 왔다.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
계에 상응하여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왔으며,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4년 만에 우리의 대중 교역은 2.7배 급증하고, 연간 530만 명이 상호 방문하는 등 중국
은 제1의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3-4. 한․중․일 동북아 3국간 협력
3-4-1. 노무현 대통령과 한․중․일 협력 구상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국가 간의 협력 필요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협력 체제 강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한 바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었고, 동북아시대 구상과도 맞아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은 동북아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거대 시장과 자원 공급지가 있으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관문’이라 규정하면서, ‘과거에 고통만 주었던 지정학적 위치가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허브(Hub)’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와 연구개발, IT, 금융 허브로 만들어 우리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며,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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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북아 지역은 이미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교역권 중 하나로 부상하
고 있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역내에서도 경제적 비중이 크고,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다. 따라서 동북아에 협력과 상생의 틀을 만들고, 나아가 세계로 함께 가는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3국의 협력 강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확충 및 실질적 협
력절차 확대 등이 절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참여 정부는 한․중․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의 제도적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2003년 10월 3국 정상회의 이후
“ASEAN 덕분에 3국간 관계가 진전되었으며, 합의를 이루는 틀을 만들게 됐다”면
서 “앞으로 3국간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수행원들
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3-4-2. 최초의 한․중․일 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ASEAN＋3 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오부치 전 일
본 총리의 제의로 조찬을 겸한 비공식회의 형식으로 시작되었다가 이후 김대중 정
부 시절인 2002년부터 공식회의로 격상되었다. 교역, 투자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중심으로 역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3국 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공동연구 및 투자협정 공동연구를 들 수 있으며, 외교․경제․통상․재무․환경․IT․
과학기술․에너지 등 각료급 협의체만도 10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중․일 3국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2003년 10월 발리 정상회의에서부터 기존의 교류
및 초국가적 문제의 논의 이외에 북핵문제와 같은 안보 현안도 협의하는 틀로서
그 의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둘째, 한․중․일 정상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정상차원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협력의 방향을 체계화하였다. 즉, 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력 강화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예방, ASEAN 지역 안보 포럼(ARF) 등을 통한 안보대화와 군축 협력 강화 및 대량
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예방․억제를 위한 안보대화 강화, ② 3국간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의 진전 평가 및 보다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방향 모색, 3국 투자협정의 가능한 방안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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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염병과 테러, 해적, 인신매매, 마약거래, 돈세탁 등 초국가적 범죄방지 협력 강
화, ④ 무역, 투자, IT, 환경, 재해 등 총 14개 중점 협력 분야 선정 및 후속조치를 위
한 외교장관급 3자 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된 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2004년에 개최된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1년간 이루
어진 협력 결과를 평가하고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
과 관련된 일련의 합의문서가 채택되었다. ‘3국협력 실적 보고서’를 채택하고, ‘행동
전략’을 승인하는 한편,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을 제시한 ‘행동계획’ 작성을 추진키
로 하였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악수하는 정상들.

노무현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간
3자 정상회담(2004.11.29, 라오스 비엔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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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일본으로 인해 불발된 2005년 3국정상회의
그러나 3국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3국협력이 순탄하게만 진행
된 것은 아니었다.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 ASEAN＋3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열릴 예
정이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고이즈미 총리의 잇따른 야스쿠니 참배 등으로 연기되
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12일 이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로 인한 중국의 3국 정상회담 연기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하였다. 쿠알라룸푸르 ‘ASEAN
＋3’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숙소 호텔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연기한 중국 측의 입장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원 총리는 3국 정상회담 연기 배경에 대해 “중국은 한․중․일 3자간 협력을 대단히
중요시하는데, 일본의 지도자가 야스쿠니 신사를 다섯 차례 참배하면서 중국과 한
국 국민들의 감정을 크게 손상시켰고, 중․일, 한․일 관계에 많은 장애를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원 총리는 그러나 “여전히 한․중․일 3국 협력의 강화가 세 나라의 공동이
익에 부합되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목표 달성 여부는 일본 지도자에
게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중․일 3국 관계에 대한 원 총리의 인식에 동의한
다”며 “지난번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때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회담
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안 되며, 역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독도문제는 일본 측이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하였다.

3-4-4. 태풍 소식으로 연기된 2006년 한․중․일 정상회의
2006년 한․중․일 정상회의는 당초 12월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현
지 기상(태풍) 문제로 실제로는 다음해 1월에 개최되었다. 당시에는 고이즈미 총리
가 물러나고 아베 총리가 등장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0월 일본 측의 요청
에 따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4일 필리핀 세부에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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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원칙부터 재확인했다. 그동안 한․중․일 3국간 협력 증진이
3국의 국익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초로 역내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
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유럽과 같은 협
력 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과거사 문제가 더 이상 협력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 협력 분야에서도 그 동안 미루어왔던 일들을 확인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우선, 경제․재무․해상물류․환경․관광 등 제반 분야에서 장관급 및 고위급 협의체가 발
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2005～06년 한․중․일 3국간 협력 실적보고서’를 승인하였
다. 아울러 2003년 ‘공동선언’ 및 2004년 ‘행동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3국간 협력
을 가일층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국간 FTA 공동연구가 2006년부터는 산․
학 공동연구로 확대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에도 합의하였다. 에너지 대화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고 환경문제, 초국가
범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7년을 ‘한․중․일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근래 동북아 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문제의 근원적 해결
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와 아베 총리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였다. 이와 관련, 3국 정상들은 3국 환
경장관회의를 통해 구체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3-5.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3-5-1. 치열한 준비, 그리고 쉼 없는 강행군
2004년 9월 21일 화요일 아침, 모스크바 크렘린궁 영빈관. 침실 옆에 마련된 집무실
의 문을 두드리자 대통령은 나지막한 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다. 아침 6시였다.
안경을 낀 대통령은 시선을 태블릿(Tablet) PC화면에 고정시켜 놓은 채 누가 들어오
는지조차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A4 용지 크기의 화면 안에는 그날그날의 각종 행사
와 관련된 참고자료들이 하이퍼링크로 차곡차곡 입력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목차나 참고 표시를 클릭하여 더욱 상세한 행사자료나 인물자료를 검토했
다. 때로는 전자펜으로 화면을 터치한 다음, 오래도록 그 화면을 응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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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토를 시작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 보였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화면의
내용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3박4일의 러시아 방문기간 동안 계속된 대통령의 아침
풍경이었다.
적절한 수면을 위해서는 6시가 좋다는 비서들의 건의를 대통령은 한사코 물리치면서
5시 모닝콜을 고집했다. 전날의 일정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었어도 예외는 없었다.
대통령은 그렇게 누군가 아침을 알리러 오기 전에 먼저 아침을 맞으면서 또 하나의
하루를 준비했다.
―청와대 국정일기( 6) ‘카자흐스탄, 러시아, 인도, ASEM, 베트남 순방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결정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서실과 관계부
처가 준비하여 작성한 두툼한 자료 묶음이 전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보고서에
파묻혀왔던 대통령으로서는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은 부족하고 봐
야할 자료는 태산이고… 그럼에도 참모들은 저마다 앞 다투어 하나라도 더 대통령
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입력시키기 위해 분주했다. 문서는 물론 디지털 파일로부터
자료집, 서적, CD, 비디오테이프에 이르기까지 자료의 형태도 다양하다. 말하자면
자료와의 고단한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2003년 10
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러 정상회담을 이미 가진바 있었고, 한․러 관계를 미
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첫 러시아 방문은 시기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2004년 상반기 탄핵 정국이 끝나고 처음으로 해외 방문에 나서는 행
사였던 만큼, 비서실로서도 각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당시 한 직원은 “러시아
에서의 사소한 일정 하나 하나가 매일 매일 비서실내 뉴스거리가 되고 상부에 보고
되는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대통령이 고단한 자료와의 전쟁을 치루는 것도 무리
가 아니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9월 20일부터 3박4일 간 러시아 방문이 준비
되었다.

3-5-2. 첫 번째 러시아 방문과 러시아의 벤치마킹
이종석 전장관은 첫 번째 러시아 방문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리 정상
으로서는 5년만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1994년 양국이 선언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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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동반자관계’를 한 차원 높은 미래지향적인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
로 격상시키고 정치, 경제 및 에너지, 자원과 IT, 우주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
위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간 형성된 실질적 신
뢰 관계가 이후 북핵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러시아측의 공식․비공식 지원에 밑거름
이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국 정상은 한․러 관계가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
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간 교류 활성화, 실
질협력 분야에서의 구체 행동계획 마련,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협력 증진, 국
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개 항의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양
국은 우리의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전략’을 접목
하여 에너지, 우주기술, 통상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했으며, 이와 관련
우리 석유공사와 러시아 국영석유공사(Rosneft)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주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우주기술협력협정은 러시아의 앞선 우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 협력분
야는 외기권 탐색, 외기권에서 지구 원격탐사, 우주물체 연구, 위성항법, 발사체 개
발, 우주관련 지상 기반 시설 등이며, 협력방법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비롯하여,
정보교환, 우주관련 물체의 생산․개발․공급 등과 관련한 상호 인적교류 및 교육 등이
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최초의 한국 우주인 배출 사
업도 추진되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은 러시아의 유인 우주선(소유즈호)을 이용하여
우주공간을 여행, 국제 우주 정거장에 머물며 과학실험 등 다양한 우주활동을 수행
하게 된다. 참여정부가 2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우주인 배출사업에 나선 것
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탈피하고 더 나아가 과학의 대중화를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
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주인 배출사업이 이벤트성 전시행정이
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과학과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
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범국가적인 과학기술 행사가 어
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2008년 한국형 민
간용 위성발사체 개발 및 첫 한국인 우주인 배출 등 러시아와 우주과학기술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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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협력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첫 번째 러시아 방문 외교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인상적이었
던 같다. 푸틴 대통령은 당초 일정에는 없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을 자신의 개인 별
장(다차)으로 초대해 통역만을 대동한 채 ‘보드카’를 마시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
눴다. 또, 정상회담 종료 후 러시아 외교부측에 “이번 정상회담이 바로 정상간 회담
의 모델이다. 앞으로도 러시아는 이렇게 정상회담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우리측의 정상회담 준비와 노무현 대통령의 회담 진행 방식을 극찬한 것이었다. 또
푸틴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양국 관계의
발전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안보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3-5-3.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
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2004년 9월 방문에 이어진 두 번째 러시아 방
문이었다. 당시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서 세계 주
요국 정상들과 함께 러시아의 대독 전승을 축하해 주기 위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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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
화적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확인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을 위
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행사 참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의 정상으로서 단절과 분열을 넘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
영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3-5-4. 부산과 하노이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1월 19일 제13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
국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의 심화 방안을 비롯한 양국간 주요 현안
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
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교역, 투자, 과학기술, 에너지․자원, 남북철도와 시베
리아횡단철도 연결이라는 ‘철의 실크로드’ 사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외교관 비자면제 협정, 상트페테르부
르크 및 이르쿠츠크 한국 총영사관 개설 문제, 2008년부터 예정된 매년 150만톤의
LNG 도입 사업, 철도 연결 사업, 자동차 생산 협력 등 양자 간 현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먼저 언급했더라면 각하께서 섭섭해 할 뻔 했
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2004년 러시아 방문시 별장
(다차)에서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 다채롭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회상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협력은 안보 협력을 수반한다’는
주제 하에, 양국 간 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피
력하여 푸틴 대통령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러측이 미처 언급하지 못한 수산협력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언급했다.

한편, 2006년 하노이 정상회담은 상대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
다. 당시 상황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방안이
집중 모색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양국 정상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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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일련의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하였
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3-5-5. 만찬을 활용한 고려인 문제 제기
윤병세 안보수석은 정상외교가 복잡한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무국적 고려인 문제 해결을 꼽았다. 노무현 대
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동포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
게 털어놓곤 했다. 때로는 발언이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이어서 오해도 낳았고, 그래
서 ‘공포 간담회’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재외 동포의 활약은 한국이 성공하는 밑천”이라고 강조
하면서 재외동포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 카자흐스
탄 방문 시 동포 간담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그간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별로 기
여를 하지 못한데 대해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전하고 제가 대신 할 수 있
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1월 부산 정상회의 만찬 계기에 “연해주 등으로 역이주
하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러시아 국적 회복 문제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직접 관
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구소련 연방이 붕괴된 이후 구소련 연방에 거주하던
고려인 동포들이 경제적 이유 그리고 구소련 연방 내 민족주의 대두 경향 등으로,
러시아로 이주하였으나, 러시아 국적 취득에 따른 지나친 구비 서류의 문제 등으로
러시아 국적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이주민이 연해주 지역에만 1만여
명이 넘고, 전체적으로는 약 2만8천여 명에 달한다는 보고를 받은 터였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즉석에서 만찬에 참석한 연해주 주지사를 바로 불러 추후 관
련 현황 및 대책 방안을 보고토록 지시했고, 며칠이 지난 11월 28일에는 연해주 정
부가 우리 총영사관에 푸틴 대통령의 긴급 지시라고 하면서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우리 총영사관이 국적회복 희망자 현황을 단체별로 취합하여 러시아 정부에 제출하
기도 하였다. 2006년 1월에는 국적법을 개정하여, 러시아 국적 취득에 대한 러시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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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 근면하고 선량한 구소련 국민을 흡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였으며, 간소화된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 신청 기한을 08년 1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
도 하였다.

다음해인 2006년 개최된 하노이 APEC 계기 정상회담 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년
간 이루어진 러시아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고려인들이 처신을 잘 하고 있으므
로 국적취득과 관련된 우리측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
다. 참여정부는 불법 체류자의 러시아 국적 취득문제는 러시아의 이민, 노동, 지방개
발 및 소수민족 정책과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문제이기도 한 복잡한 사안임을 감안,
불법체류 고려인들이 개정된 법적 틀 내에서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취득토록 다양
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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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특성화 외교 : 경제 외교를 중심으로
4-1.지역별 특성화 외교의 개념
“이제 여러분 앞에 동북아와 그 관문인 한국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투자하
십시오. 한국을 거점삼아 중국, 극동러시아, 일본으로 진출하세요. 한국은 세계경제의
새 중심축으로 부상 중인 동북아로 진출하는 데 있어 유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
너가 될 것입니다.”
―2004, 12, 7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주최 조찬간담회

한반도 주변 4개국 외교가 안보와 정치 위주의 외교라면, 지역별 특성화는 이러
한 정치 안보적 안정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통상을 열고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또 다른 외교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별 특성화
외교는 ‘균형적 실용외교’ 라는 참여 정부 대외정책의 기조와 우리의 핵심 국익 확
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대외관계의 외연 확대에 따라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되, 지역
별 특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 원리를 도입하여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인 것이다.

전방위 정상외교란 정상외교 대상지역을 미국 등의 전통적 우방국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외교지평을 확대, 다변화하는 것이
다. 참여 정부는 아․태 지역, 구주지역은 물론 중남미, 아중동지역까지 협력관계를
대폭 강화하였다. 맞춤형 외교란 이러한 외교의 확대, 다변화 속에서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외교
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 95 -

4-2.지역별 특성화 외교 추진 과정
노무현 대통령 지난 5년 동안의 지역별 순방외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무현 대통령 연도별 방문국가
구분

아․태

중남미

구주

2003년

일본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ASEAN)
태국(APEC)

2004년

인도
베트남
(ASEM)
일본
라 오

2005년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 (ASEAN)

(ASEAN＋3)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코스타리카
(SICA)

2006년

2007년

몽골,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APEC)

필리핀
( AS EAN ＋
3/EAS)
호주(APEC),
싱가폴(ASEAN)

과테말라(IOC)

아 제르바 이
카자흐스탄 독일
잔
스페인
러시아
터키
그리스
교황청
영국
러시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폴란드
우즈베 키스
핀란드
프랑스
탄
(ASEM)
이집트
사우 디아라
나이지리아
비아
알제리
쿠웨이트
아 랍에미 리
카타르
트

아중동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
정한 패턴을 가지고 정상외교를 벌였다. 취임 첫해인 2003년에는 일본, 중국, 싱가
폴, 인도네시아(ASEAN), 태국(APEC) 등 우리와 가까운 주변 아시아 지역을 집중
순방하였다. 2004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서서히 그 외연을 확대시켜 전방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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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펼치기 시작했다. 아․태 지역 순방외교를 지속하는 가운데, 2004년부터 구주지역
순방을 시작하였다. 특히, 구주지역 중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그간 우리 외교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지역 방문을 추가했고, 04-05년에는 또 다
른 외교의 사각지대인 중남미 지역을 방문하였다. 나아가, 아․태 및 구주지역 외교를
지속, 우리의 전통 우방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06-07년에는 아중동 순방 외
교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전방위 외교는 이전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그 빈도
측면에서 대단한 것이었다. 취임 이후 2007년 4월 기준으로 지역별 해외방문 정상
외교를 살펴보면, 문민정부 총 34회, 국민의 정부 총 35회인 반면, 참여정부는 53회
에 달하여, 50% 이상 증가하였다. 내용 면에 있어서도 43개 방문 국가중 23개국이
에너지․자원 협력 대상국이었고, 특히 13개국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방문하
였다.

지역별 순방외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장에서는 국가별 정상외
교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에너지․자원 등 적극적 경제외교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2-1. 아․태 지역
￭ 한 ․ 싱가포르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했다. 이는 그해
10.20-21간 태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연계 방문형식으로 이루어진 것
이었다. 또한, 싱가포르는 참여 정부가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인 동북
아 경제 중심국가의 추진과 관련하여, 동남아 물류 허브로서의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고려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후 이스타나(Istana)궁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과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를 비롯한 대
외관계 등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국 지도자는 양국 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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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확대․심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동
북아와 동남아의 경제중심으로서 양 지역 간 협력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역․투자․건설 등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IT,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싱가
포르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2004년 초에 시작하여 1년 이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이러한 협의 결과를 담아, 이 날 정상회담 뒤 “한․싱가포르
FTA가 한국의 동남아 진출 및 싱가포르의 동북아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
아시아에서의 무역자유화와 경제․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 한 ․ 베트남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0월 8일∼9일간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M 정상
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10.10∼12일간 베트남을 국빈자격으로 방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의 성과는 양국 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21C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심화시키기 위한 가속기를 장착하였다는 말로 압축할 수 있었다.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여 양국 국민들 간의 감
정의 앙금을 씻어냄으로서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동시에, 일방적인
수혜 관계가 아닌 호혜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베트남과는 우리와 과거사 문제가 있었다. 준비 과정에서 호치민 전 주석의 묘소
방문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부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에
게 원하는 것에 따라, 베트남에 대해 행동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 지도자
들에게 ‘마음의 빚’을 과감하게 고백하였고, 베트남 측이 “과거를 딛고 미래를 지향
하자”고 화답했다. 양국 간에 남아 있던 꺼림칙한 앙금을 깨끗이 씻어 냈을 뿐 아니
라 베트남 국민의 자부심의 원천인 호치민 주석의 묘소에 헌화․묵념함으로써 베트
남 국민의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았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미래와 희
망을 이야기 했다. 대통령의 한 측근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베트남
방문 당시, 우리 대통령이 도착하자 베트남 정부는 환영 의미로 수 많은 어린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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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리에 도열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환대가 고맙기도 하였지만, 우리 과거의 권
위주의 체제 때의 모습이 떠올라 불편하기도 하였고, 대통령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
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베트남 어린이들의 모습 속에서
베트남의 희망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괜한 마음의 걱정과 불편함이 사라졌
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정상으로서 베트남 정부에 대한 예의 등이 모두 적
절하게 반영된 그야말로 절묘한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과의 호혜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
도 추진하였다. 베트남의 직업훈련학교와 중부지역 대형병원 건립 지원 요청에 대
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고, 베트남 전쟁 중 우리군의 주둔지역인 중부지역 주민의 반한 감정을 순화시킴
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도 고려한 것이었다. 한국 대통
령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이며 5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호치민시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우리 진출기업을 방문, 베트남 근로자들을 직접 격
려하여 열광적인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한국 내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탈출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한국공단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약속하
였고, 우리 수행 기업인과 베트남 기업인이 공동으로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경제협
력 강화를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
한 여건을 강화한 동시에, 우리의 개발 경험 전수와 유․무상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한편, 2006년은 한국과 통일 베트남이 수교(1992년)한지 열 다섯번째 해이다.
2006년 우리의 무역흑자가 30억불에 이르렀다. 베트남의 일 년 무역적자 총액의
43.1%에 이르는 수치다. 770여개의 우리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총 49.6억불 상당의
투자를 했으며 진출기업과 투자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TV에 한국 드라마가 일
년 내내 방영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 방영 시간에는 거리가 한산해 지고, 매주 편
도 30여 편의 여객기가 양국 간에 손님을 실어 나른다. 그러나 양국 관계 발전에 문
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노무현 대
통령은 베트남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일간 무역불균형 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했
다. 한․베트남 간 무역불균형의 구조적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 폭을 최소
화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함으로써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봉쇄하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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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간 에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원
유 가스 등 에너지원 개발에 참여하고 우리의 원자력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도시 건설,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베트남 정부의 전산화와 초고속 인터넷망 구
축사업에 우리의 IT 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닦아 놓았다.

￭ 한 ․ 말레이시아 / 한 ․ 필리핀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ASEAN＋3, 한․ASEAN, 1차 동
아시아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으며, 이 계기에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방문도 연계하여 추진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8월 22-24일간
우리나라를 최초로 공식 방한한 말레이시아 압둘라(Abdullah)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
은 적이 있었다. 이때 ‘동방정책(Look East Policy)1)’의 활성화, 중소기업, IT․BT 등 과학
기술 및 교육․관광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였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였다. 하지
만 역시 베트남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만의 일방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
로 협력하는 관계를 역설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도중, 어느 재외동포
인사가 “말레이시아 일반 사람들은 한국 상품을 갖고 하루 생활을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 상품으로만 산다면 말레이시아 국민들
보이기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근데 드라마까지 들어와 혹시나 ‘판을 친다’ 이러면
기분이 영 안 좋을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계속 보는 관계는 결국 오래 못 간다.”며 “정부도 이 점에 관해 조심스럽게, 주의 깊
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뒤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말레이시아 경제인 만찬 간담회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세계시장에서 서로 경쟁할 분야가 많겠지만 더 중요한 성공전략은 바로 협력”이라고

1)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제안한 경제정책으로, 말레이시아가 개혁적인 경제발전을 모색
하기 위해서는 서구식 자본주의 모델보다는 같은 동아시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역동적인 경
제성장을 보여 주었던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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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양국 간 경제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세렘반 한국 투자기업
단지를 거론하며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해도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며, 신뢰가 쌓여야 새로운 협력의 기회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단순히 오늘의 만남에 그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하고 “한국 정부도 여러
분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는 일이라면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압둘라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2004. 8. 23, 청와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15일 아로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자원, IT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와 필리핀 개발인프
라 건설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그리고 지역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최근 관광, 문화, 교육, 산업연수 등 민간 분야에서 인적교류가 활발해진 결과 양국
간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실질관계가 증진되었다는데 공감하고, 민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국 내 체류하고 있는 상대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힘을
쏟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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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정상회담(2005.12.15, 필리핀 마닐라)

￭ 한 ․ 인도 정상회담
2004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동반자 관계’
의 새 지평 열었다. 중국, 러시아 및 브라질과 함께 21세기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 될 BRICs 국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서남아의 중심 국가, 중국과 미국에
이어 2035년 GDP 규모 제3위에 이를 나라, 이 모두 인도의 정치, 외교적 중요성과
최근의 경제적 도약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인도의 정치, 외교, 경제적 위상과 중요성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방문은 그러한 인도와의 모든 분야에서의 관계강화를 때를 놓치지 않고 도모한 참
으로 ‘시의 적절’한 방문이 되었다. 세계의 이목이 인도를 향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996년 김영삼 대통령 방문 이후 8년에 만에 실시된 방문으로, 양
국 정상은 무려 30개항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양국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양국 간의 관계를 양자관계가 지향
하는 최고수준의 외교관계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는 점이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 간에 심각한 이해 충돌이 없어야 하고, 광
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양국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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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관계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에 합의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에는 양국이 아시아의 주요 국가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오랜 세월동안 호흡을 맞추어 나간다는 책임과 협력의 정신도
깃들어 있다.

인도 방문의 성과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양국관계가 보다 전면적이고 포
괄적인 관계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 양국이 비록 2천년 세월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주로 불교 등 문화 분야의 교류를 중심
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 양국관계의 비약적 발전은 교역 및 투자 등 주로 경
제․통상 측면에서 이루어져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국빈방문은 향후 양국
관계를 정치․외교․안보 및 국제무대의 협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양국 정부간 정례 외교안보대화의 창설, ARF(ASEAN지역안보포럼) 및
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지역협력 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테러 등 주요 국제문제
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의 합의가 주목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음으로 인도 국빈방문은 BRICs 핵심국가인 인도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지향
하는 우리나라간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가일층 강화시키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향후 4년 내 양국 간 교역액 100억불 규모 달성 목표 설정, 각각 세계 최고수준인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우리의 하드웨어 등 IT 분야 협력강화 필요성 합의, 단순한 상
품 교역을 넘어선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그룹 창설, 철광
석 등 인도의 풍부한 자원 확보를 위한 민간 차원의 제반 조치 지원 등 이 분야에서
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상과 같은 성과들은 모두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와 선진경제 도약을 지향하는 우리의 입장과, 이른바 ‘Look East Policy(동
방정책)’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주요국가인 우리와의 관계강화를 통해 역시 역내 위
상 제고와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인도의 이해가 시의 적절하고도 절묘하게 맞아떨
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주요 언론매체들도 이번 방문을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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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 몽골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몽골
을 국빈 방문하였다. 아제르바이잔및 아랍에미리트 방문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한 것
으로서 자원․에너지 외교의 본격적인 행보이기도 하였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엥흐바야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경제
중심의 관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동북아의 이웃국가로서 정치, 사회, 문화뿐 아니라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호와 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신
뢰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사업을 하나하나 집어나갔다. 몽골은 석
탄과 구리, 우라늄 등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며, 특히 러시아
와 중국, 중앙아시아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어 이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우리 기업
의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몽골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 외교,
자원․에너지 외교에 부합하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로서는 몽골에 IT․BT 등
첨단 통신사업과 과학 기술력을 전수하고, 아시아 대륙의 주요 교통로 및 자원의 안
정적 공급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한편, 몽골 대통령은 ‘2020 중장기 국가개발 전략계획’ 수립과정에 한국이 참여해
경제발전 경험을 자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가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도 수출상품으로, 개도국과
의 동반자 관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며 정부에 이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전문가가 참가하는 ‘몽골 기획단’을 구
성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3개국 순방
을 계기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국가개발전략을 수출하는 ‘국가개발컨설팅’ 전담기
구를 구성토록 하였다. 한국의 국가개발전략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중국과 베트남
이 한국을 모델로 경제정책을 추진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어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
의 개발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개발컨설팅’ 시장은 기존의 상품시장과는 달리
기술을 팔고 사는 개념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개발컨설팅’ 시장은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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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경쟁력 있고 실속 있는 시장으로 연관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러나 ‘국가개발컨설팅’ 시장은 시장의 특성상 국가정상이 직접 뛰어다니지 않으면
개척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
미리트 순방행사 내내 ‘국가개발컨설팅’시장 개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
고 이것은 국가정상 세일즈 외교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 ․ 캄보디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21일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 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간 관계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 위해 ‘한․캄보디아
공동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0일 베트남에서 개
최되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캄보디아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국빈 방문하고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6년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캄보디아는 한국을 경제 개발 모델로 간주하고 있었다. 특히 캄보디아는 빈곤퇴
치와 경제성장과 위해서 우리 민간 직접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은 캄보디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했고, 캄보디아의 국도연장 개보
수 사업에 37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모두 7700만 달러 규모의 유․무상 지원도 약
속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의 경험 전수와 개도국 지원사업을 우리의 대외 이
미지 제고와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한 것이다.

￭ 블루오션 인도네시아 / 호주 / 뉴질랜드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ASEAN＋3 참석 계기에 인
도네시아․뉴질랜드도 함께 순방코자 하였으나 필리핀의 태풍으로 ASEAN＋3 회의
가 2007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호주․뉴질랜드 순방행사만 예정대로 진
행되었다.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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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교역,
투자 외에도 IT, 원자력, 산림, 개발협력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정무, 경제․통상, 사회․문
화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이행방안 등 32개항으로 구성된 ‘21세기 우
호협력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또 원자력 및
관광 협력협정을 맺고 산림, 반부패, 에너지, 투자, 중소기업, 철강․플랜트 협력에 관
한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2위 LNG 공급국이자, 원유(6위), 동광(2위), 유연탄(3위) 및
기타 일반광물의 주요공급국이다. 인도네시아는 몽골과 더불어서 우리가 전략적으
로 제휴하여 자원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자원 부국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는 천연자원의 보고이며 인구 2억3천만 명의 거대시장이자, ASEAN 내 1위 경제 규
모(05년 기준 GDP 2,875억불)로 개발협력 강화 및 개발 경험 전수를 통한 우리의
이미지 제고 및 우리 기업 진출의 기반을 위해 꼭 필요한 나라이다. 특히, 산림협력
양해각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서울 면적의 8배 크기에 해당하는 50만ha의
산림 부지를 임차해 상업조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업적 효과와 함께
교토의정서에서 중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건과 관련한 의무를 충족하는데도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 호주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의 국가원수로서는 7년 만에 호주를
국빈 방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7월 18일 및 2005년 11월 17일 우리나라
를 공식 실무방문한 바 있는 호주의 하워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1961년 수교 이래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양국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거듭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 및 북핵 문제 해결 등에 관한 공동의 입장
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일원으로서 역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한 호주의 건설적 역할을 확인하고 한․호주 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
를 재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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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주 방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통상 분야 및 에너지․자원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양측은 한․호주 FTA 체결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양측 민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시작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호주는 우리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양측은 사
회보장 협정과 철새보호 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
반도 강화하였다. 또한 호주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를 표명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총리 주최 오찬 연설 등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세일즈 외교
를 펼치기도 하였다. 오찬 연설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메시지 중심의 원고, 대
통령의 현장감, 그리고 현지의 반응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세일즈 외교에 나선 정상의 헌신적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호주를 말하면 한국 사람은 제일 먼저 한국전쟁에 참전한 호주
국민을 생각합니다. 약 1만 8천여 명이 참전하여 339명이 목숨을 바친 그 역사를 한
국 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살고 싶은 두 나
라를 말하라고 하면 호주를 말합니다. (박수)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다섯 개를 말하
라고 하면 반드시 호주가 들어갑니다. (박수) 유학을 가고 싶은 나라 세 나라 안에
호주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대로 하고 있지 않아 우리 통역이 매우 고생하
고 있습니다. (박수)
제가 한국을 출발할 때 영하 6도였습니다. 서울은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런데 호주산
LNG가 한국 사람들의 아파트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웃음, 박수)
호주에서 철광석을 보내주지 않으면 호주에서 유연탄을 보내주지 않으면 철강을 만들
수 없으며, 따라서 자동차 수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한국과 호주 사이에는
많은 경제적 교류가 있습니다. 호주가 없으면 한국이 제대로 돌아갈까 항상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불만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년 6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워드 총리에게 그것은 아주 불공평하다고 말씀드렸
더니 그것은 시장이 결정한 문제라서 총리로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수)
이럴 때 박수를 치시는 것은 저를 더욱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 한국은 배를 잘 만드니까
최소한 한국으로 석탄을 싣고 갈 때 한국배로 LNG 싣고 가게 그 정도로도 부탁을 드
립니다. (웃음, 박수) 제가 한국 대통령으로서 여러 나라를 나갔을 때, 한국산 자동차

- 107 -

를 봤을 때도 한국산 휴대폰을 봤을 때 저는 그 나라에 무한한 친근감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또 다시 오는데, 다시 호주에서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각별히 여러 분야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웃음, 박수)
제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 주시더라도 무역 적자 60억불 중 10억 달러도 아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매년 2만 6천 명씩
와 가지고 호주 학교에 매년 학비를 갖다내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무지무지하게 옵
니다. (웃음)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본전을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웃음) 2014년에
우리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여러분들이 와서 돈 좀 쓰고
가시고, 2012년에 우리가 여수박람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돈 좀 뿌려주시고 가는 기회를 바라는데, 이렇게 되려면 우선 박람회에 관해서 호주
정부에서 한국을 지지해 주셔야 하고, 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호주에서는 IOC
위원회에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호주 IOC위원을 친구로 두신
분이 있으면 이번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한국을 지지해야 한다고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박수) 박수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웃음)
저는 한국에서 손님으로 호주에 왔는데, 호주 정부, 의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자가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또 따뜻하게 연설도 해 주셨습니
다. 여기에 대단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와 땀을 바쳐서 군사
독재 체제를 끝내고 그리고 그 후 약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토대를 위해서 공정한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수준에까
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의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화와 타협
의 민주주의,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관계의 민주주의,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었는
데, 이번에 호주에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로 그 민주주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감동받고 큰 부러움을 느
낍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다른 모든 정치인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호
주의 민주주의를 수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지불해도 당장 수입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일동 웃음, 박수 )
―호주총리 주최 오찬사, 2006.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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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뉴질랜드 정상회담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하였다. 한국의 국가원수로서는 7년
만의 방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헬렌 클라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난날 한
국전쟁에 참전하여 희생한 뉴질랜드 국민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동안
남북한 문제와 북핵문제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변함없는 지원에도 사의를 표하였
다. 양국 정상은 한․뉴 간 ‘21세기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하고 그에 관한 공동성
명을 발표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였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무역․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경제․통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국 민간연구기관간 한․뉴질랜드 FTA 체결의 타당성
검토를 시작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농업, 환경 등
분야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중이며,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
였다.

4-2-2. 구주 지역
￭ 코스모스
2003년 취임하던 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적 외
교 지역인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에 집중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이러한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을 향한 대장정에 오르게 된
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9.19-23간 방문했다. 지리적
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풍부하게 보유
하고 있는 두 나라를 연계하여 방문하자는 구상이었다. 중요한 주변 4국 중의 하나
인 러시아를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고려와 함께 2003.11월 방한했던 나자르
바예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답방의 의미도 있었다. 순방행사 이름은 ‘코스모스’로
지어졌다.(이 곳에서 러시아 방문 결과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9.19 일요일, 노무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도착했다. 먼저 조국수호자 기
념비에 헌화한 후 문화 센터를 둘러보았다. 대통령은 女戰士상의 모자에 달린 장식
을 보며 “우리나라도 스키타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다”며, 양국 간
인연의 끈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어 개최된 동포 간담회에서도 “한국 서총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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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된 금관의 새 세 마리 장식은 스키타이에서 유래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인연
의 끈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짧은 한 마디가 과연 풍부한 세계사 지식에서 우연
히 나온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된 일종의 외교적 언급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매 순간마다 회담이나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닌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는 것이었다.
―청와대 국정일기(6)

다음날인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무
현 대통령은 이날 늦게까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은 수교이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으로서 양
국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방문이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
령은 물론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을 역사적 방문으로
평가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관계가 크게 확대․격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
에게도 카자흐스탄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카스피해가 21세기 세계의
에너지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대규모 유전지역으로 부상하고,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카자흐스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다가 온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인종적, 언어적, 정서적으로 우리와 유사점이
많아 서구제국에 비해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존경
받는 소수민족으로 성장한 10만의 고려인들은 양국관계의 미래를 약속하는 든든한
교량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다.

정상회담 기간 중 발표된 공동성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양국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방문’으로 표현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우리와 미래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의미였다.
이러한 기대에 부합되게 실질 분야에서의 성과도 만족스러웠다. 양국 정상은 양국
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협력 관계의 핵심적
인 사업으로 에너지․광물자원 협력과 산업․기술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논의하였다.
카스피해 광구 1개에 대한 독점 협상권 및 특정 육상유전 공동 개발 등에 합의함으
로써 에너지 분야 협력을 본궤도에 진입시켰다. 브데노브스코예 우라늄 광산 공동
개발 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 가까운 시일 내 주요 전략광물자원에 대한 자급률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원개발 협력을 위
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었다(참고로, 양국은 금, 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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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등 전략자원 공동개발을 위해 이미 카자흐스탄 중남부 15만㎢에 달하는 광물
부존지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유 등 광물자원의 안정적 개발과 병행하여 IT, BT 및
석유화학 등 첨단 제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산업혁신 프로그램을 경제발전 정책
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호혜성’과 ‘윈-윈 접근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원
칙이었다. ‘한․카자흐 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보통신 산업 등 첨단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
실질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기업들이 e-관
세, e-주민증 등 카자흐스탄의 전자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 첨성대
2004년도 하반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가 가장 많이 쉴 새 없이 이
루어진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1.23 저녁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
레 등 남미 3개국 순방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후, 다시 11.28
ASEAN＋3 정상회의와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하기 위해 떠났
다. 이들 행사의 가제는 첨성대로 지어졌다. ASEAN＋3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
은 10박 11일에 거친 순방행사였으며, 정상회담만도 8개가 잡혀있는 고단한 일정이
었다(이곳에서는 유럽 순방행사만 다루기로 한다)
첨성대 행사에서도 단연 경제․통상에 무게가 실렸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북핵 외교에 힘을 기울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유럽 3개국과의 경제협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처음 도착지는 영국이었다. 영국 방문은 양국 수교 120년 만에 우리나라 대통령
으로서는 최초의 국빈방문이었다. 영국은 국빈 방문 횟수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한차례씩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선진국 국가 원수라도 영국을 국빈방문하기가 쉽
지 않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의 국빈으로 초청 받은 것은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사회적 성취에 대한 영국 측의 높은 평가와 중요한 실질적 파
트너로서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국으로서 우리의 위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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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한인회장을 비롯 재영 동포 200여 명을 세인트 제임스 궁으로 초
청,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국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국에
국빈방문 한번 오는 게 여러 국가원수들에게 꿈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저는 격식
을 잘 모르고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모른 채 격식과 절차가 까다롭고 골치 아픈 것
을 왜 하느냐고 했더니 외교장관이 눈이 동그래져서 보더라”고 말했다. 그리고
“환영행사를 보면 이렇게 근사하구나. 한국도 저렇게 많이 컸나 보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모두가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동안 애쓰신 결과”라고 동
포들을 격려, 치하하였다.
―내일 신문 기사 중

노무현 대통령은 정우성 외교보좌관이 사전에 발표한 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와 하이테크 포럼을 개최해 두 나라의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영국 기업의 CEO들을 초청해 한국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블레어(Blair) 총
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이라크 문제를 비롯
한 국제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영국이 유럽국가 중 우리의 제2위 교역국(2003년 98억 달러)이자 금융, 첨단산업의
주요 협력대상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무역․투자 등 실질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생명공학, IT, 항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도 확
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영국은 기초 기술과 하이테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생산기술과 응
용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자 하는 생명공학․나노기술․에너지․환경․우주항공․문화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강국입니
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에, 새로운 제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한국 시장은 영국 기업들의 새로운 아
이디어를 상업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영 산업기술협력포럼 개막식 연설 중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 3대 금융시장 하나인 런던 금융시장을 주목했다. 런
던 금융시장은 국제간 은행거래, 외국주식거래, 외환거래 등 국제간 금융거래에서
세계 1위의 시장이다. 영국경제에 있어서 금융산업은 영국 GNP의 5.3%(‘02년)에 이
를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국 금융기관의 한국 유
치를 직접 호소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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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통상국가인 한국은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총액
의 43%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의 시장점유율도
30%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금융, 물류, R&D 허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특히 자산운용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 유수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유
치해 2020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영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원합니다
―런던 시장 주최 만찬 답사 중

2004년 12월 1일 버킹검 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앞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내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

영국은 왕실의전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
초였던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시 영국 측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화이트 타이 복장에 훈장을 패용하는 것이 확립된
관례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측도 이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화이트 타이에 훈장 패용’이라는 문제는 우리 의전팀에게는 큰 고민거리
였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훈장을 패용하려면 대한민국의 최고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패용하여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통상 역대 대통령이 취임 시 받는
‘무궁화 대훈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패용할 마땅한 훈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훈장을 패용치 않을 명분을 찾던 중, 부시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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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도 영국 국빈방문 시 있었던 국빈만찬에 훈장을 패용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찾아
내고 우리 대통령도 훈장을 패용하지 않기로 영국 측과 사전에 합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영국 측은 국빈방문 시 우리 대통령에게 영국 최고훈장을 수여하였는데, 영
국 측은 우리 대통령이 동 훈장을 그날 저녁 국빈만찬 시 패용해 줄 것을 갑자기 요
청하여 왔다. 우리 의전팀은 영국 측의 요청을 거절키는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그 대
신 우리 대통령이 영국 최고훈장을 만찬 시 패용해야 한다면 영국 여왕도 과거 우리
나라로부터 받은 무궁화 대훈장을 패용해 줄 것을 역으로 제의하였다.
그 결과 양국 정상은 서로 상대방 국가의 최고훈장을 패용하고 국빈만찬에 참석하
게 되었다.
―영국 국빈만찬 시 훈장 패용, 의전장실

영국 방문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1989년 양국 수교 이
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폴란드를 방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 정
립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폴란드는 2004년 5월 EU에 신규 가입한 10개국 중
인구, 경제규모 면에서 최대이자, 중동구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 교역상대국(2004년
기준 8.96억달러)이며, 제1의 투자대상국(투자누계 약 13억 달러)이다. 우리기업의
폴란드 진출 확대는 곧 유럽대륙 진출기반을 다지는 전략적인 의미도 있었다.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20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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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녹이는 유머 감각은 정상외교의 필수요건
12월 3일, 한․폴란드 정상회담. 대통령은 바르샤바에 대한 인상으로 인사를 시작했다.
“바르샤바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추웠습니다.”폴란드측 참석자들의 표정이 다소 어색
해지는 순간, 대통령이 말을 이었다. “그러나 영부인이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따뜻
해졌습니다. 그리고 각하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어 지금은 아주 따뜻합니다.”
이날의 압권은 단연 폴란드 대통령의 이름이었다. 대통령의 말 “나는 우리 외교보
좌관의 이름 석 자도 잊어 먹곤 하는데, 대통령의 이름은 여덟 자라서 여러 차례 외
웠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통령은 우리 측 참석자를 소개하던 도중 외교보좌관 이
름을 잠시 기억 못해 머뭇거린 반면, 폴란드 대통령 이름인 ‘크바시니에프스키’는
자연스럽게 언급했던 것. 장내의 웃음과 함께 회담장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대통령은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다. 형식적으로 시작하고 의례적으로 끝날 수 있는
회담의 진지함과 솔직함을 가지고 온다. 회담 분위기의 변화는 대통령의 설득력을
한층 높여준다.
―청와대 국정일기(8) ‘평화를 설득하고 통상을 열다’ 중에서

한․폴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양국 수교 15년이 됐는데 폴란드 대통령이
여러 번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는 한 번도 안온 것이 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
다”며 “폴란드 국민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사드리는 게 (이번 방문에서) 가
장 중요했던 것 같다”고 말하여 폴란드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 한․폴란드 경제인
간담회에서는 양국 간의 비슷한 역사를 거론하면서 “두 나라 국민은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주와 민족자존을 지켜왔다”며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폴란드는 ‘비스와강의 기적’을 실현해 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양국간 공통점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EU 가입을 계기로 EU 시장
의 전진기지로 각광받는 폴란드에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폴란드 정부
의 협조 및 지원을 당부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IT분야 협력 강화와 ‘초고속 통신망
사업’, ‘전자정부 구축사업’ 등에 우리기업의 참여방안을 모색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과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은 회담 결과가 반영된 11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양국관계의 중장기적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경제협력협정’, ‘관
광협력협정’ 및 ‘청소년․체육교류 약정’을 체결해 실질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를 위
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IT와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
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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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방문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6일부터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하여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라크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자신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설명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
문화에 대한 프랑스와 유럽의 지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2004년 50억불에 이른 양국 간 교역을 앞으로 확대할 여지
가 크다고 보고, 가까운 장래에 교역규모를 배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
다. 중요한 통상․투자 분야 성과사업으로는 Total(정유 회사), 르노자동차 등 프랑스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 LG 전자의 프랑스 내 유럽 R&D 센터 설립, 현대 중공업의
프랑스 선박수출 계약 체결, 양국 정부기관 간 에너지 협력 약정 체결, IT분야 협력
MOU 체결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두 정상은 고속전철(KTX) 사업의 성공적인 추
진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항공 우주․생명 공학, 나노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협
력 확대에 합의하였다. 특히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 모멘텀 제
공을 위해 •중소기업 협력확대, 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한 통상․투자 진흥을 도모하고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 협력의 제도화 틀을 마련하며 •IT․BT 등 첨단기술협력을 확
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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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정상은 양국 간 최대 외교현안 중 하나인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로 인
해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
이하고, 향후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로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은 또 한 차례 개최되었다. 2006년 9월 헬싱키 아
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004년의 한․프랑스 정
상회담 합의에 기초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라크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점도 평가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 맞춰 발간된 ‘6․25전
쟁 프랑스군 참전사’를 시라크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6․25전쟁 참전국 중 처
음으로 프랑스군의 활약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6․25전쟁 프랑스군 참전사’는 6․
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연인원 3천명의 장병이 참전,
262명의 전사자를 낸 프랑스군에 대한 참전 기록을 담고 있다. 보훈처는 책자 발행
을 위해 2003년 11월 프랑스 보훈부와 ‘6․25 전쟁 기념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 마라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코스모스(카자흐스탄, 러시아)와 첨성대(영국, 폴란드, 프
랑스) 행사를 치룬 이후인 2005. 4월 독일과 터키를 방문했고, 이 행사의 가제는 마
라톤으로 명명되었다.

마라톤은 독일부터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월 10일부터 3박 4일간 EU의
핵심국이자 EU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을 국빈 방문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이 EU 통합과 통독과정은 물론 전후 모범적인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독일 방문에 남다른 기대를 갖고 준비
하여 왔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관계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았다. 먼저 슈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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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문
제인지, 현재의 문제인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국민들 간에 적대감이 존재하고 이런 것이 커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역사교육이 과거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
하는 것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
은 이것을 영토분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역사문제로 보고 있다”며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한 것”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슈뢰
더 총리는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들어 보니 역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
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슈뢰더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독일의 경험에
비춰보면 자기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다 보면 친구를 잃는 것보다 오
히려 얻게 된다”고 덧붙임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
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유럽연합(EU) 같은 체제가 동북아에도 갖춰졌으면 좋겠
다는 꿈을 갖고 있다”며 EU에 대한 평소의 지론을 언급했으며, 슈뢰더 총리는 “지
역통합이야말로 회원국들 사이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좋은 제도”라며 “동북아에
서 EU와 같은 유사한 체제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국가 중 우리의 제1위 교역 상대국이자 제2의 대한(對
韓) 투자국인 독일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민․관 차원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IT 등 첨단 산업, 에너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
야에서의 협력 촉진을 위해 양국 관련기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마라톤 행사의 두 번째 방문국은 우리의 전통 우방국인 터키였다. 터키 방문 역
시 2004.2월 방문한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의 방한에 대
한 답방 초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13년 만에 방한한 터키 총리
에게 “한국을 방문해줘 감사하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온 정상 손님”이라며 따뜻하게
환영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터키의 한국전 참전으로 다져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터키 참전 용사들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루었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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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5.4.14일부터 17일까지 터키를 방문하여
아흐멧 네즈뎃 세제르(Ahmet Necdet Sezer) 대통령과 한․터키 정상회담을 열었다.
1957년 수교 이후 국가 원수로는 첫 방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통상, 과학기
술,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관광협정
체결과 2007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합의하는 등 양국 국민 간 우의증진
및 교류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대 이슬람외교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효과도 거두었다.

현대자동차 터키 공장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2005.4.17, 터키)

형제의 나라, 터키
터키는 우랄알타이어를 쓰고 몽고반점이 있는 몽골족으로 우리와 언어적, 인종적으
로 동일한 계열에 속한다. 외교적으로도 1957년 미국과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수교
한 우방국이며, 특히, 한국전에 참전하여 피를 흘린 혈맹으로서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우리에 대해 우호감을 가지고 있다.
양국 수교 이후 터키의 대통령, 수상은 수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 대통령은
그동안 한 번도 터키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수교 48년 만에 최초로 이루어진 정상 방문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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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터키에는 친한(親韓) 분위가가 한껏 고조되었다. 수도
앙카라 시내 곳곳에 노무현 대통령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대형 광고문이 내걸린 가운
데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터키 방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외교관계 수립 후 48년 만에 실현된 한국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대다수 터키
인들은 양국이 나란히 4강전에 올랐던 2002년 월드컵과 한국전쟁 당시 ‘피를 나눈
형제국가(칸 카르데쉬)’를 화제로 올리며 노무현 대통령 일행의 방문을 반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제르 터키 대통령 앞에서 터키 전통 민요 ‘위스크다르(Uskdar)'
를 읊조려 터키측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터키 최대도시 이스탄불 근교의 지명인
위스크다르는 한국전쟁 참전 터키 군인들이 행군 중에 불러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
려졌고, 한때 번안 가요로도 제작되어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세
제르 대통령을 비롯한 터키측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그 노래가 유행했었는지 몰랐
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터키 참석자들 중 일부는 “역시 한국은 피를 나눈 혈
맹의 형제국가임에 틀림없다”며 반가움과 기쁨을 표시했다.

￭ 만국기
마라톤 행사가 끝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만국기 행
사에 돌입했다. 만국기는 앞서 서술한 바 있는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한 것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행사를 지칭하는 가제명이다(러시아
방문 행사는 이미 서술하였으므로 생략).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은 에너지․자원 등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동포들의 자긍
심 고취 및 발전 지원, 대중앙아시아 외교지평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적극적
경제외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글로벌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13-16간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 참석하였다. 그리
고 그 계기에 유엔 총회 고위급 회담 참석 이외에 14-15 양일간 모두 4차례의 정상
회담을 개최했는데, 알제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 나라였다. 이탈리아, 오스트리
아, 네덜란드가 그들 나라였다. 뉴욕 방문 행사는 글로벌로 가제명이 부여되었다.
유럽 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지지 확보는 단골 메뉴였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에 대한 비전 제시도 적
극 개진하였다. 그러나 국가별로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는 달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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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 언급 내용도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우선, 네덜란드 총리와는 양국이 동북아 및 유럽의 관문이므로 물류분야에서 협
력하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탈리아 총
리와는 교역․투자 증진을 통한 실질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장점을
보유한 중소기업간 제휴와 협력 증진 사업을 중점 협의했고, 아울러 당시 중요한 국
제 안보현안이었던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임을 확인하고, 국제무
대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오스트리아 대통령과는 1963년 수교 이
후 최초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오스트리아가 2006년도 상반기 EU의장국으로
서 EU내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논의를 주도해나갈 것임을 감안, 우리의 평화번영정
책 및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지지와 협조를 재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아폴로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핀란드에서 개최되는 제6차 ASEM 행사에 참석하기 직
전인 9.3-8일간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를 방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럽 3개
국 순방은 몽골, 아제르바이잔 및 UAE 순방에 이어 참여정부의 외교 다변화 노력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그리스․루마니아․핀란드 모두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정상방문이었다. 3개국 순방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 확대와 함께, IT․과학기술․원
전산업 등의 분야에서 대 EU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더 한층 공고히 하
고 우리 국민의 대 EU 진출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가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3개국 순방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동 기회를
활용하여 양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일정도 매우 복잡하게 작성되었다. 핀란드에 체
류하는 짧은 이틀 동안 ASEM 정상회의를 제외하고도 모두 7차례의 개별 정상회의
가 개최되었고, 한․중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 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
회담 이었다. 한․EU 정상회담을 필두로 순서대로 폴란드, 독일, 영국, 슬로박,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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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개최한 정상회담이 그것이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1961년 양국 수교 이래 우리 대통령
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를 국빈 방문하였다. 유럽문명의 요람이며 민주주의의 본
산인 그리스와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호혜적 실질협력 관계 증진, 동남유럽(발칸
남부) 지역에 대한 외교 지평 확대가 주요 목적이었다. 실질협력 분야로는 경제관료
이외 다수의 경제인이 동행하여 비즈니스 포럼, 조선라운드테이블 등을 개최하여
양국 간 조선․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사업을 협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방문 계기에 체결된 한․그리스 해운 협정은 해상운송 시 무제한적 접근, 선
사 지사설립 인정, 항만시설 사용 시 내국민 대우, 선박․선원 관련 증명서 인정, 해
운수입 송금 보장, 선박 조난 시 보호조치, 해운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그리스 : 역사와 신화의 나라, 해운․조선 협력의 새로운 파트너
순방 대표단은 9월 3일 늦여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유럽 순방, ASEM 정상회의 참석
과 미국 방문을 위한 12박 13일의 대장정에 올랐다. 서울을 출발하여 12시간의 비행
끝에 순방의 첫 방문국인 그리스에 도착했다. 특별기에서 아름다운 에게해를 내려
보다가 눈을 들어 보니 특별기는 어느덧 그리스 비행 정보구역에 들어 와있고 그리
스 공군기 3대가 특별기를 경호 비행하고 있었다. 20여 분간 경호 비행 임무를 마친
그리스 조종사는 우리에게 한 손을 번쩍 들어 인사를 하고는 푸른 에게해 상공으로
사라졌고 특별기는 곧 아테네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그리스 공군 조종사들의 따뜻한
작별 인사에서 1961년 수교 이후 우리 대통령의 최초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그리스
국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스는 남부 유럽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로 일찍이 우리와 인연을 맺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스는 한국 전쟁 당시 1만 명의 군인을 파병하여 우리를 지원해
주었다. 당시 그리스 인구가 700만 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그리스인들 가
족이나 친지 중 최소 한 명이 한국에 파병된 것을 의미한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인들은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을 한국전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과 함께 우리의 선박, 자동차, 전자제품이 그리
스 시장을 석권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향상됨에 따라 그리스에서
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바뀌었다. 현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협

- 122 -

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의 우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듯이 이번
국빈 방문 시에는 호혜적 실질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운협정, 관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수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포함한 정부 및 민
간 간 양해각서 등 6개를 체결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해운, 조선, 관광분
야에서의 장기적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진출을 중요시하고 관광 강국을 모색하는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도 협의되어 우리측은 그리스측이 제기해 온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 그리스 구매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으
며, 동시에 우리기업이 그리스 항만 현대화 사업, 발전소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칸 반도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
의 전략적 위치와 금융․인적 네트워크 등 풍부한 경제활동 경험․노하우와 우리의 산
업 기술 및 자본을 접목하여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그리스 방문 시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 첫날 한국전 참전기념 용사비를 찾아 헌
화하고 그리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그리스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됐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스 국민들은 크게 감동하였고,
56년이 지났지만 그리스의 한국전 참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우
리나라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그리스인들의 우리에 대한 애정을 보며 국가 간의 우의와 협력은 물리적 거리가 크
게 문제되지 않음을 실감했다. 멀리 아련하게만 느껴지던 역사의 나라, 신화의 나라
그리스에서의 2박 3일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리스에서의 일정
을 마감하고 친한 친구를 떠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 방문국인 루마니아로 향했다.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루마니아를 방문하였다. 한․루마니
아 수교 15주년을 맞아 2005년 개최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루마니아의 EU 가입 동향, 국제무대에서의 협
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루마니
아 방문은 2005년 루마니아 정상의 서울 방문에 대한 답방인 동시에 우리 국가원수
로는 최초의 루마니아 국빈 방문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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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루마니아 방문 계기에 ‘한․루마니아 우호․협력과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새로운 협력관계의 초석을 마련하고, 양국
관계발전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교역 및 투자 증진, 원전산업, 과학기술 협력 등 양
국 간 실질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원전산업․과학기술․IT 및 한국어교육
진흥 등 양국 간 경제․통상․문화교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루마니아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
다. 아울러 흑해 및 발칸 반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2007년 1월 EU 가입 예정국
인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의 대 발칸 및 EU 진출 확대에도 기
여하였다.
루마니아 : 슬라브해의 라틴섬, EU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아테네에서 동북쪽으로 약 2시간의 비행 후 부카레스트에 도착했다. 이번 루마니아
방문은 1990년 수교 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다. 과거 차우세스쿠 독
재자 시절에 동유럽의 파리라는 명성을 잃어버리고 황폐화됐던 루마니아가 내년 초
EU 가입을 앞두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가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에서 숙소 호텔까지의 도로 주변에는 건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유럽의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서 있었다. 독재시절에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개혁의 혜택을 부카레스트 시민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다.
루마니아는 발칸 반도에서 인근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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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족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가히 슬라브의 바다에 있는 외로운 라틴섬이라 불릴
만하다. 좋은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통의 요지라는 이유로 주위를 둘러싼 이
민족의 침략을 수없이 견뎌내며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친근함을 불러일으킨
다. 이외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루마니아는 많은 면에서 우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루마니아는 우선 국토면적이 24만㎢로 한반도 크기와 비슷하며 우리가
자랑하는 높은 교육열과 강인한 민족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국제수학경시대회를 처
음 개최했고 각종 국제수학경시대회에서 매년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부족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서 가장 많은 IT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문맹률이 거의 0%에 근접한다는 점도 루마니아가 얼마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의 민주화 역사가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항쟁에 의해 이루어졌듯
이 루마니아의 민주화 역시 차우체스쿠 정권을 국민들의 저항으로 붕괴시킴으로써
시작됐다. 또한, 국제 스포츠계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탁월한 것도 우리와 루마니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세계 양궁과 골프계를 석권하고 있는
것처럼 코마네치를 필두로 루마니아 여자 체조선수들은 발군의 실력으로 루마니아의
이름을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의 루마니아 방문은 우리 교민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축복이었다. 한때
철의 장막 뒤편의 금단의 땅이었던 루마니아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
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바
세스쿠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우리 교민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체류 비자문제
해결과 운전면허증 인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고 하였을 때 교민들은 국민들과 함
께하는 대통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루마니아 방문 역시 실질협력 관계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수교 이후 양국관계
의 급속한 발전 과정을 감안,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우호협력과 동반자 관계에 관
한 공동성명’을 서명하였으며,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의정서‘, ’과학기술개발 및
혁신협력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원자력, IT등 여러 분야에서 양해각서 7건
이 체결되었다.
루마니아측은 한국과의 협력강화를 자국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나라와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의 경제 발전 과정을
배우려는데 적극적이었다. 이번 루마니아 방문의 또 다른 성과는 루마니아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르나보다‘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참여가 성사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
외 원전건설 수주가 되며, 세계 원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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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됨을 의미한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 루마니아가 이제 오랜 잠
을 깨고, 공산독재 정권하에서 침체됐던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열의는 거리의 노점상
에서부터 고위 경제 관료에 이르기까지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500여 년의 오스만
터키 지배를 거치고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루마니아는 이제 민족 생존의 단계
를 넘어 민족중흥을 도모하고 있음을 느꼈다. 아직은 1인당 GDP가 불과 3천 5백 달러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우수한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루마니아 경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발칸반도 슬라브해의 라틴섬 루마니아, 이제 우리나라와 루마니아는 감정적인 친근
함 뿐만 아니라 호혜적인 관계 발전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 나
가야 할 시기이다.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실

루마니아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9월 7～8
일 양일간 핀란드를 방문하였다. 핀란드는 국가경쟁력, 투명성, 교육, 환경, 양성평
등, 정보통신 등 분야 세계 최상의 경쟁력 보유한 국가다. 더불어 지능연구, 신물질,
초저온물리학, 산림개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국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할로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핀란드와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지역 균
형발전,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등 주요 국정이슈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21세기
지식경제사회 선도국가’인 핀란드와 교역, 물류분야 협력은 물론 첨단산업 등 과기
분야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핀란드 : 숲과 호수의 나라, IT 및 국가발전 경험 공유
루마니아에서의 2박 3일간 여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핀란드로 향했다. 유럽 대륙
의 중남부에서 대륙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2시간여 비행 끝에 발트 해 연안의 핀란드
에 도착했다. 특별기에서 내리자 북구의 시원한 공기가 그간의 피곤을 씻어주었다. 공
항에서 숙소인 영빈관에 들어가는 길은 ‘숲의 나라’ 답게 도로 양 옆으로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시민들도 여타 북구 국가에서와 같은 무뚝뚝하고 엄숙한 모습이
아니라 대표단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환한 웃음을 보여주는 밝은 모습이었다.
핀란드는 이전 방문국인 루마니아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불과 525만 명의 국민이
한반도의 1.5배(33만㎢) 규모의 국토에 살고 있는 나라, 전국토의 80%가 숲과 호수로
서 산림자원 이외에는 다른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 스웨덴․러시아․독일 등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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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에 의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격은 나라. 이러한 외형적인 열악한 요인에도 불
구하고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약 3만 유로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복지와 경제성
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모범적인 복지 국가로서의 명성을 누리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고 불과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취약한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 ‘북구 병자’라고 불리던 핀란드가 오늘날 국가 경쟁력 1위,
투명성 분야 2위, OECD 교육평가 2위 등으로 성공한 국가의 모델이 되어 있다. 이러
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이번 국빈방문도 핀란드의 이러한 국가 발전사례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상호 협
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
담에서는 양국 간 정보통신, 과학기술,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우리의 대덕 개발 특구와 핀란드의 산․학 클러스터 간 교류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러
한 분야의 협력을 위하여 양국 관련 기관 간 양해각서 8개가 체결되었다. 또한, 핀란
드가 성공적으로 달성한 지역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문제, 양성평등,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빈방문 계기에 개최된 한․핀란드 민간경협위와 한국 상품 전시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핀란드 경제인들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핀란드는 인구 525만 명이 약간 넘는 조그마한 국가이나 내적으로는 복지 국가를 달
성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화, 인권, 환경, 빈곤퇴치 등과 같은 글로벌이슈에 발
언권이 큰 나라이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하
고 있는 세계화, 빈곤퇴치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핀란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핀란드 방문을 마지막으로 유럽순방을 마치고 9.10-11간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ASEM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9월 9일 헬싱키에서 제6차 ASEM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EU 의장국인 바하넨 핀란드 총리 및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제3차 한․EU 정상회
담’을 가졌다. 한․EU 정상회담은 지난 2002년 9월과 2004년 10월에 이어 세 번째였
다. 양측은 그동안 한․EU 관계가 정치․경제․통상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로 확대․심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갈릴레오 협력협정(대한민국과 구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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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항법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에 서명하였
으며, 한․EU간 과학기술 협력협정 및 핵융합 협력협정도 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한․EU간 3대 협력협정이 모두 발효하면 한국과 EU는 앞으로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핵융합실험로(ITER) 건설 등 대형 국제공동사업을 매개로 실질적인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향후 한․EU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경험과 기술축적은 우리나라 성장 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EU가 우리나라의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지
지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해 온 점
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EU측은 북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
화와 안정에 긴요한 선결과제이며, WMD(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의 범세계적
문제인 북핵문제가 외교적․평화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협
조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밖에도 중동사태, 대테러 협력, 에너지 및 환경협
력 등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2006년 9월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유럽연합(EU)과 ‘갈릴레오 협력협정’(원명: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항법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중
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이어 네 번째로 EU와 갈릴레오 협력협정을 맺은 국가가
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은 갈릴레오 프로그램을 비롯한 위성항법시
스템에 관한 협력원칙과 협력활동 범위를 정하였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협정이행을
위한 공동 GNSS(위성항법시스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2006년 말부터 유럽 위성항법시스템 감독기구(GSA)
참여에 따른 기본분담금 500만 유로를 포함한 추가 현금/현물투자 범위 및 규모에
대해 유럽연합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갈릴레오 프로그램은 미국의 GPS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이 약 36억 유로(4조 3천
억원)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독자 위성항법시스템(GNSS)으로, 지구 상공 23,222km에
30기의 위성을 배치하여 2010년부터 위치확인 서비스 및 시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
다.

갈릴레오 프로그램은 공개서비스, 상용서비스, 인명재난서비스 등 5가지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며, 이 중 상용서비스는 보강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오차범위 10cm 이
하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고정밀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항공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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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향후 GPS/갈릴레오 겸용 단말기가 주류를 이루게 될 위성항법단말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확보방안을 마련
해 나갈 예정이다.
―갈릴레오 협력협정 체결

폴란드, 영국,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은 2004년에 이루어진 첨성대 행사의 후속조
치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독일과는 2004년 제5차 ASEM 정상회의 및 2005년 마라톤
행사 계기 정상회담에 이어 참여정부에만 3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었다. 한편,
슬로바키아와의 정상회담은 2005.3월 슬로바키아 총리가 1993년 양국 수교 이래 처
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
을 개최한 것이었다. 이러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 추진키로 합의하고, 문화교류 및 교육협력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 기타 주요 구주 지역 정상과의 방한 초청 외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말 까지 구주지역에만 모두
8개국을 순방하였고, 이외에도 다자회의 계기 여러 구주 지역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여러 구주지역 정상이 방한을 희망하였으
며 이에 따라 서울에서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2003년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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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2004년 터키․스웨덴, 2005년 헝가리․아일랜드․슬로바키아․루마니아․벨기에․러시
아, 2006년 우즈베키스탄․크로아티아․덴마크․우크라이나를 예로 들 수 있다. 상호방
문에 의한 것이어서 앞부분에서 이미 기술하였거나, 또는 적극적 경제외교를 기술
한 부분에서 또 다시 언급될 것이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방한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페르손(Persson)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4. 3. 9-11간 방한하
여 한․스웨덴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45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스웨덴은 1953년 이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특히 페르손 총리는 2001년 5월 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
으로 남․북한을 동시 방문하여 당시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
여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60여개 스웨덴 기업들의 대한투자 등을 통해 긴밀한 협
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하고, 양국 투자유치기관간의 협력을 환영하는
한편, 향후 IT, 환경, 생명공학 등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5년 3월에는 쥬르차니 헝가리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헝가리는 1989
년 중․동구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하여 북방외교의 물꼬를
튼 국가이다.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쥬르차니 총리는 헝가리의 체제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
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나아가 양국 정상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협
력 잠재력에 의미를 부여하고, 양국의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협정, 관광협력 양해각서, IT 정보ㆍ네트워크 안전협력
에 관한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같은 해 3월말에는 맥컬리스(Mary McAleese) 아일랜드 대통령이 아일랜드 대통
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했다. 두 정상은 그동안 지켜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 나은 단계인 미래지향적인 실질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
일랜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3월 21일부터 3박 4일간 방한, 양국 간 우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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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실질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협력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교역, 투자 확
대,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가 방한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이 각각 동아시아와 EU 경제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양국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상호교역 및 투자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투자보장협정 체결에 합의하
는 등 교역 및 투자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11~16 동안 스페인, 교황청, 이탈리아 방문 일정을 가졌다. 올
리브로 가제가 부여된 구주 3개국 순방은 세계 7대 및 8대 경제 강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및 카톨릭의 본산인 교황청 등 남유럽 중심국가와의 실질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외교지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빠테로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통상교류
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정부·민간 차원에서 정례협의체 개최를 활성화하는 데 합
의하고 스페인의 문명 간 연대 구상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국간 결속을 한
층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 5대 미술전 중 하나인 마드리드 국제현대미술전
(ARCO)에 아시아 최초로 주빈국으로 참여하고, 2007년을 스페인 내 ‘한국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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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지정하는 등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스페인 내 한국 문화 소개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와의 면담 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
속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경제 측면에서 양국 간 상호투자 증대가 필요하며, 특히 해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고, 향후 이탈리아의 아시아 진출 시 한국
을 중심으로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을 계기로 과
학기술협력협정이 개정되고 IT 분야, 섬유산업분야 등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
한 각종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실질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4-2-3. 중동 지역
￭ 카라반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4～29일까지 중동의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
르를 순방했다. 중동 3개국 순방의 가제명은 카라반으로 지어졌다. 중동은 우리에게
석유와 가스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지역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전체
석유 수입의 82%, LNG 수입의 48%를 중동으로부터 도입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
이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3개국은 우리 석유 수입의 46%, LNG
수입의 28%를 공급하고 있는 나라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실용적 외교를 강조한 노
무현 대통령은 2004년 카자흐스탄․러시아 방문을 시작으로, 우리 경제발전의 필수요
소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중동 3개국 방문은
이러한 자원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급과 더불어 중동이 우리 경제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건설 분야다.
70∼80년대 중동 건설 붐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기여했으며, 최근 고
유가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 프로젝트들은 우리의 해외건설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는 우리 해
외건설 수주의 1․2․3위 발주국이고 중동은 2006년 우리 해외건설 수주의 6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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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최근의 고유가로 막대한 오일달러를 벌어들인 중동 국가들은 탈석유화
와 산업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고유가를 경제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자, 이번 고유가로 축적된 자본을 경제개발에 필요
한 인적자원과 발전전략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중동 국가들에게 전쟁의 폐허에서 특별한 천연자원도 없이 단기간 내에 경
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모델이 되고 있다. 중동 3개국 방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이 희망하는 인적자원과 개발전략 수립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확보와 건설수주를 지원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순방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27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방문 했
다.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의 건설수주에 대
해서 우리 근로자들의 성실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이중과세방
지협정․고등교육협력약정․IT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회에 해당하는 슈라 카운슬(국왕자문회의)에
서의 연설에서 ‘21세기 한․중동 미래협력구상’을 밝혔는데, 이는 걸프협력회의(GCC
아라비아 반도에 소재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UAE, 오만 등
6개국의 경제통합 및 집단안보체제)와의 FTA 협상 추진, 중동 인력양성 지원 및 경
제개발경험 공유, 문화교류 증진, 한․중동 협력포럼 활성화를 통해 중동과 평화․경제․
문화의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은 정보통신, 기계 플랜트 등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중동 진출 노력을 지원했다. 경제인 오찬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플
랜트 심포지엄, 기계 플랜트 수출 상담회, 건설․IT 전시회 등 다양한 경제행사를 통
해 와이브로(Wi-Bro), DMB, U-City, 홈 네트워크,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우리의 선
진 기술을 소개했다. 이번 순방을 함께한 150여 명의 우리 기업인들도 이러한 기회
를 활용해 활발한 세일즈 활동을 벌였는데,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U-City 건
설 참여 양해각서 체결이 그 대표적인 성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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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노무현 대통령이 쿠웨이트에 도착하던 3월 26일과 카타르로 떠나기 하루 전인 3
월 28일에도 비가 내렸다. 물이 모자라 바닷물을 정제해서 사용하는 이곳 아랍 땅에
서는 ‘비를 신의 축복이다’라고 할 만큼 귀한 존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쿠웨이트
도착 직후 다이만 부대(*이라크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항공
수송을 지원하는 부대로 쿠웨이트에 주둔하고 있다)를 방문하여 우리 장병을 격려
하였다. “하늘도 대통령님의 방문을 좋아해 축복의 비를 내리는 것 같다”는 다이만
부대장의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은 상서로운 비와 함께 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맞이한 사바 쿠웨이트 국왕은 인프라와 플랜트 건설사업에 참여
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에너지 확보와 건설수주를 지원한 세일
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쿠웨이트와 형사사법공조조약․건설협력 양해각서․IT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카타르

3월 27일 카타르 왕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하마드 국왕은 1974년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카타르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각별한 환영의
뜻을 표명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마드 국왕 재임기간 중 이룩한 카타르의 정치적
민주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마드 국왕에게 우
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하마드 국왕은 카타르의 아시아 진출 거점으로서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와 제반분야
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카타르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2개의 중요한 문서를 채택했
는데, 하나는 ‘전방위적 협력 구축에 관한 선언’으로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국 공동위원회를 현재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증진방안을 담았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 건설․플랜트 등
기존 협력분야는 물론, IT․교육․의료분야 등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확대해나
가기로 한 ‘전방위적 협력 구축에 관한 선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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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아프리카 지역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8일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 참석차 방한한 콩고공
화국, 탄자니아, 가나, 베냉 등 아프리카 4개국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아프리카 정상회담은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 지역과의 에너지․자
원 분야 협력기반을 확충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체제를 다지는 등 외교
적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되는 외교경쟁에 대비하려는 미래지향적 전략적 개념이라는 성격도 띠고 있었다.
아프리카 각 국은 비록 후진국들이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하지 못한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아프리카 각 국이 개혁과 개방으로 국
제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외교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참여정부로서
는 아프리카의 각국과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05, 한 ․ 콩고민주공화국 정상회담
카빌라(Joseph Kabila)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16~20일간 국빈 방한하였다. 카빌라 대통령의 방한은 1982년 모부투(Mobutu) 전 대
통령 이래 두 번째이다. 콩고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과 전국경제인연합 주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신흥자원부국으로 부상하
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과의 자원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국은 카빌라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콩고민주공화국간의 투자보장협정
을 체결하여 양국 경제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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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에 부는 ‘잘 살아보세’ 바람

콩고는 아프리카 음악의 원류라고 불릴 만큼 음악과 춤이 발달했다. 생활과 밀착된
이들의 음악과 춤은 아프리카를 넘어 다른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
나, 다른 한편 금, 구리,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자원 때문에 외부의 침략에 시달려
왔으며, 계속되는 내전과 질병으로 고통 받기도 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콩고의 5개 지역에서 현재 새마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다. 한 한국인 사업가가 이들에게 새마을 운동을 소개한 뒤, 실제 길을 닦고 농경
지를 정비하는 등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콩고 새마
을운동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프레이 룽굴라(46)는 한국에 보낸 편지에서 “콩고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근면, 자조, 협동 등 새마을운동 정신이 절실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 2006, 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이다라는 행사명으로 2006년 3월 6일부터 13일간 노무현 대통
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했다.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순방은 참여 정부 출범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상외교의 외연 확대와 다변화 추진의 일환이었다.

한 ․ 이집트 정상회담

아랍권의 핵심국가이자 아프리카 지역의 주도국인 이집트를 3월6-9일까지 공식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무바라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IT와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은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의 이집트 방문으로서

95.4 수교이후 꾸준히 발전

시켜 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랍의 핵
심국가로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집트와 신뢰·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대 아랍 및 아프리카권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었다.

두 정상은 이집트가 중동과 아프리카의 IT 허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
큼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 DMB와 휴대 인터넷 등 IT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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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집트의 에너지 개발 사업과 공항, 석유화학 시설 등 대형
건설과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집트 군 현대화 사업 등
방위산업분야 협력 강화에도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최근 한국 드라마
의 잇따른 방영으로 이집트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
을 표하고, 두 나라간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8일 오후 카이로에 있는 아랍연맹을 방문해 22개 회원국 대표들과
만나는 등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집트 오천년 역사 이래 최초의 한국 대통령의 방문입니다. 이번 방문은 카이로와
서울 사이의 우정과 대화, 문화적 교류협력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
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이집트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
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이집트는 1995년 수교 이래 빠른 속도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
전시켜 왔습니다. 1999년 4월 무바라크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양국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방문 동안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실질 협력방안에 대해 협
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이번 방문은 양국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로, 특히 무역과 투자 및 IT 분야
에서 새로운 관계를 여는 기회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아프리카·아시아의 관문으로서
역내 핵심국가인 이집트는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습니다. 양국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지난해에는 9억1천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대 이집트 투
자는 2000년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정책으로 투자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이집트의 성장 잠재력 또
한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한국의 주요 경제인들이 다수 동행해서 양국 민간경제협력위원회와 IT 포
럼 등을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양국
간 교역, 투자 및 IT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
기를 기대합니다.”
- 한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은 아랍·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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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분쟁이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해결로 가도록 도와주고, 또한 이 지역 국민들
이 사회, 경제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진지한 협상을 통해 ‘4자(Quartet)합
의’에 의한 중동평화 로드맵을 이행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 등 이 지역
에서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가 달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6
월 우리 외교장관의 팔레스타인 방문을 통해 팔레스타인과의 양자관계를 일반대표부
관계로 격상시켰고, 10월에는 팔레스타인 외교장관이 방한하는 등 양자관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 경제·사회 발전이 중동평화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하에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활 개선과 팔레스타인 재건 지원
을 위해 2004년도 500만불을 특별 지원한데 이어, 향후 600만불을 추가 지원할 예정
입니다.”
― 이집트 주요 일간지 알 아람지가 6일자 1면 머리기사와 5면 전면에 걸쳐 보도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뷰 요지

한 ․ 나이지리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3월 9일~11일간 나이지리아를 국빈 방문하여 에너지 자원의 장
기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서부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이 나이지리아 방문을 이틀 앞두고 이집트를 국빈 방문하고 있을 때, 나이지리아측
은 정상회담을 당초 양측이 합의했던 것 보다 하루 앞당겨 나이지리아 도착 직후
갖자고 제의해 왔다. 의전 관례상 정상회담 일시를 행사 직전에 바꾸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 측은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 점을 감안, 나이지리아 측의 제의를 받아 들였다. 이는 정상외교를 실리 위주
로 추진한 좋은 예라 하겠다.

한편, 자원부국인 나이지리아에 2005년 8월 심해광구 2개 탐사 운영권을 획득해
서 에너지공동개발의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우리기업의 인프라건설 참여 및 플랜
트 수출 지원도 활발한데, 석유 및 가스 저장소, 파이프라인, 철도, LNG 항만 건설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이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내 우리의 최대 건설
수주, 플랜트 수출 시장이다. (*2005년도 31억불, 2006년도 11억불 플랜트 수주)
노무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국빈 방문 첫째 날인 9일 오후 대통령궁에서 거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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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데 이어 오바산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서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나이지리아를 방문합니다
만,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한 유일한 나라가 이 나이
지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모
든 국가들, 나아가서 전 세계 국가에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며 방문의
의의를 높였다. 두 정상은 에너지·자원 분야와 IT 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바산조 대통령은 에너지, 인프라 건설, 전자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
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서 노무현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협력계획을 담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저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오바산조 대통령 각하, 그리고 나이지
리아 국민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대통령 각하의 매우 유익하고도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한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두세 가지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군데에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장 모습이 인상적
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국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저희가 한참 경제가 발전해가고 있던 시기에 우리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었
던 모습과 아주 닮아있었습니다. 저는 나이지리아의 미래를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에
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우리 기업들이 저를 환영한다고
내건 환영 플래카드와 우리 기업들의 상품 광고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에 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지리아가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을 제게
깨우쳐주는 상징입니다.
저는 오바산조 대통령 각하께서 나이지리아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경제를 활발하
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아
프리카를 주도적으로 통합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전
략적 파트너십을 주도하고 계시는 등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
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와 나이지리아를 매우 중요한 국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 있어서도 작년에 12억 달러가 넘는 교역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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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이지리아에서 여러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 많은 수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이전 어느 때도 없었던, 우리 한국기업에게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성과라
고 생각합니다. 기업에게 이와 같은 좋은 경제적으로 많은 활동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통령 각하께 그리고 또 나이지리아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
니다.
한국 기업은 도전적이고 매우 성실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나이지리아가 베풀어준 그
와 같은 호의와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나이지리아와 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성실한
기업 활동을 함으로써 보답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 각하께서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식수 등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
니다만 그 외에도 아프리카의 경제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할 수 있
는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
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기여를 하지 못했
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항상 한국 정부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이 점진적으로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려고 합니다.
우선 2008년까지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지원을 지금의 3배 정도로 늘리려고 합니
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혁신적인 개발지원기금을 마련하는 문제를 내
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역과 투자 그밖에 경제발전에 대
한 여러 가지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한·아프리카 포럼을 금년 11월에 창립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아프리카 연수생 10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빈곤 극복과 질병 퇴치, 보건 위생 지원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
지만 한국이 그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IT 분야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수생 파견을 통한 교육훈련분야라고 생각합니
다만, 그 외에도 아프리카 이곳에 IT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센터나 IT훈련센터 또
는 많은 사람들이 IT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시설을 세우고 한국의 기
술자들을 파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IT교육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10월경에는 구매사절단이 나이지리아로 오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밖에 에너지 자원분야 그리고 플랜트라든지 도로, 철도 등에 관한 사회
간접자본이라든지 이와 같은 제분야에 있어서 한국기업의 투자가 앞으로 대단히 활
성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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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나이지리아에 투자하려고 하는 한국의 기업을 위해서 금융지원이라든지 그밖
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의욕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도 우리 한국 기업과 한국의 연구소라든
지 이런 기구의 많은 지원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환
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바산조 대통령 각하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평화와 공
동의 번영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발언 요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은 사하라이남(sub-Sahara)의 핵심 국가와의 우
호협력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 중심지역 진출 기반 공고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의 통합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중심국
가인 나이지리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우리에 요구하는 역할에 적극 부응하고 인류공동의 번영
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도 하였다.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2006)

한․나이리지아 정상회담

“정말 힘든 곳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세
계 각지에서 파견나온 정부부처의 지원 요원들이 행사를 마치고 임지로 귀국하는 비
행기에 오르면서 이구동성으로 내뱉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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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자 사하라 사막 이남의 블랙 아프리카 최대
강국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덜컥 올 수 있는 곳은 아닌 듯 싶다. 입국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풍토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무현 대통령도 모든 불편을 감수하며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거대한 잠재시장인 나이
지리아를 방문할 결심을 했을테니 요원들의 불만도 줄어들 수밖에.
행사 준비기간 중 현지 공관원들이 최대의 쾌거로 꼽은 것은 “한국이 나이지리아의
유전 두 곳을 확보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
다”는 것이다.
행사준비를 위한 업무상의 어려움 이외에도 환경변화로 인한 신체리듬의 엇박자도
지원요원들을 힘들게 했다. 나이지리아 체류기간 내내 너나 할 것 없이 지속되는 설
사로 화장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가야했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정전사태가 참기 어
려운 폭염과 암흑이라는 고통을 더했다.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릴까 걱정되서 긴팔
복장을 하고 에어컨도 안되는 좁고 컴컴한 화장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하지만 행사를 마친 지금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한 구분도 제대로 못하던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다이내믹 코리아를 알리고, 이곳에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나이지리아의 자원 및 인력과 잘 결합되어 상생의 한․나이지리아 관계가 될 수 있도
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미력하나마 우리 홍보지원 요원들이 일조했다는 자부심으로
모든 고생스런 기억들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종률 멕시코 홍보관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나이지리아 국빈 방문에 이어 같은 해 11월 6일 우
리나라를 답방형식으로 국빈 방문한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
고 3월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한 ․알제리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12일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원부국 알제
리를 국빈 방문하였다. 2003년 방한했던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은 공항으로 영
접 나오는 성의를 보였다. 부테플리카 대통령과는 2005년 9월 뉴욕 유엔 총회 계기
에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기술을 알제리의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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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결합시키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으로 정치, 경제, 금융․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알제
리 민영화 과정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 IT 분야
육성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전과 가스전 개발은 물론, 1,200억 달러 규
모로 추진되는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건설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로 합의
하였다. 알제리는 원유 매장량 세계 14위, 천연가스 매장량 8위인 자원 부국이다.(알
제리에서의 자원․에너지, 건설 수주 등 실질협력 성과는 적극적 경제외교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2-5. 중남미 지역
￭ 안데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20-21일 칠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11월 12일부터 소위 ABC로 불리는
남미의 중심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3개국을 차례대로 순방했다. 이 행사의 가
제는 안데스로 지어졌다. 남미 3개국 순방은 2004년 9월 러시아·카자흐스탄, 10월
인도·베트남 방문에 이은 ‘실질적 경제통상외교의 지속적 추진’이었다. 특히 2003년
에 이루어진 중국 방문과 04년 하반기의 러시아, 인도에 이은 이번 브라질 방문을
끝으로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급부상 중인 소위 ‘브릭스(BRICs)를 상대로 한 경제외
교를 일단락 짓는 의미가 컸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남미 순방, 전문가에게 듣는다
송기도 전북대 정외과 교수

8년 전 중남미를 순방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과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소위 ‘선진국의 사교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껏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
쉽게 말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임을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힘’을 중남미 국가들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김영삼 정부가 강조했던
‘세계화’ 정책의 한 방법으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괘념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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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남미순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
은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할까?

이번 순방은 칠레에서 개최되는

APEC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를 이용한 인접국 방문이지만, 남미에서 정치적 변화의 소
용돌이가 퍼져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방문이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을 정확
히 파악하고 이들 국가들과 정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이들 국가들을 우리의 자원 공급원이자 상품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이들을 우리의 주요 경제 협력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 작년 우리나라 총 수출
중 중남미는 4.5%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중남미는 전체 국내총생산(GDP)가 2조 달러
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며,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이끄는 ‘남미공동시장’은 1조
달러의 규모의 시장이다. 또한 미국은 전체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TA)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그 자체로
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과의 연결고리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이들이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도록 직접 그들과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국가 순방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
시아 국가들의 경쟁적 방문 속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은 후진
타오 주석의 방문과 교차하면서 이들 국가에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중남
미 국가들의 시장 잠재력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이 이들과 경
제교류를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이들 지역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하
지 않으면 이들에게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셋째,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관계를 특정
몇 개 국가에 집중시켜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적 다변화를 통한 국가발
전전략이 만들어져야 하고 중남미는 그러한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지역이다.

한국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

들 국가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아주 시의 적절한 것이다. 그들이 우리
에게 좋은 기회이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멋있는’ 기회로 다가서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어를 통한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도 우리의 친구로 더 가깝게 다가올 것이다.

지금 세계는 소위 BRICs 4개국이 향후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면서 세계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 광활
한 국토, 많은 인구, 풍부한 부존자원에 탄탄한 기초과학 기반까지 갖춘 이들 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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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은 문자 그대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잠재강국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BRICs 4개국 순방을 통해 우리의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원유, 가스, 철광석 등 국가
전략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 ․아르헨티나 정상회담

2004년 11월 14일 봄비 오는 궂은 날씨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은 1962년 우리나라
와 아르헨티나 간 외교관계 수립 후 42년 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두 번째 방문
이었다. 8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방문은 우리의 금융위기로 약속했던 후속조치
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양국 관계가 불편한 상태였다. 그래서인지 노무현 대통
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원만하지만은 않았던 양국관계의 과거 때문에 부담감 속에
이루어졌다.

11월 15일 잔뜩 흐린 날씨. 아르헨티나가 2001년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후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에게 3천만불의 수출금융을 재개하기로 했다
는, 액수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는, 이 나라 최대 일간지인 La Nacion과
Clarin의 보도가 노무현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 소식을 알렸다.아르헨티나는 이
번 한국 정부가 3천만 불 수출금융을, 액수는 작지만 국가 부도사태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마음이 움직였다. 예정시간을 40여분 넘겨 정상회
담이 진행되었다. 이어 경제무역협력, 교육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그리고 자원개발
협력과 IT협력, 수출금융 3천만 불 지원 약정이 양국 대통령 앞에서 서명되었다. 이
와는 별도로 과학기술 및 농업 기술교류 약정이 이루어졌고, 민간 기업 간 투자 협
정약정이 체결됐다.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부설 ‘한-아르헨티나 연구센터설립’과
‘한국문화원’ 설립 구상도 발표되었다. 내년 4월경 양국 간 협력을 위한 대규모 농축
수산, 광물, 에너지 자원 및 IT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밤 11시경. 정상 만찬이 끝나갈 무렵 아르헨티나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일행을
위한 축하공연으로 탱고 춤을 준비했다. 놀랍게도 지난 8월 이곳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 열린 제2회 세계 탱고 챔피언 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 이곳 아르헨티노들을 깜
짝 놀라게 했던 이한-한경아 커플이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우리 대표단을 놀
라게 하기 위해 일본에 가 있는 이들을 비밀리에 초청한 것이었다. 우리 대표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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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하려고 비밀리에 준비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세심한 배려였다.

2004년 11월 16일.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맑게 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형적인
봄 날씨 속에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불편했던 모든 것들을 과거로 묻고 미래의 공동
번영을 위한 약속을 남겨두고 대통령 특별기는 브라질리아를 향해 공항을 떠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인들의
마음을 붙잡은 것이다.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마음이
통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만이 아니라 문화 학술 등 긴 장래를 내다보고 두 나라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남미 진출의 거점
을 확실히 마련한 것이었다.

한 ․브라질 정상회담

16∼18일 노무현 대통령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였다. 지난 1996년 9월 이후 8
년만이자 21세기 첫 번째 우리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이었다. 그동안 교역 및 투자
등 실질협력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치 못한 상황
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을 대하는 브라질 정부와 현지 언론의 반응은
특기할 만했다. 브라질 정부가 유독 한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최고의 예우를 한 것
과, 노무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예정시간을 50분이나 초과하는 이례적인 정상
회담을 가진 것이 브라질리아 외교가에서 화제가 되었다.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방
문에 대해 브라질 최대 일간지인 ‘폴야 지 상파울로(Folha de Sao Paolo)’와 ‘오 글
로보(O Globo)’등 현지 유력 언론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특집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여 그동안 전자제품 등의 수출로 다져진 브라질 내
한국의 위상과 인지도가 정상방문을 계기로 더욱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한․브라
질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에 합의하여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
웠다. 노무현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과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 무역협정 타
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3위 경제통합체와의 교역
및 투자 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양국 간 각료급 자원·에너지협력위원회 설치를 통
해 안정적인 자원확보 기반을 다졌으며, 아울러 통상분야에서 고위급 협의체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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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한․브라질 IT협력센터 설립을 포함한 IT, 원자력, 생명공학, 항공우주 등 첨단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LG니코, 포스코, SK(주), 석유공사, 지질자원연구소
등이 브라질 측 카운터파트너와 자원 공동개발, 구매 또는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
고, 수출입은행은 ‘Banco do Brasil’에 한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1억불의 신용을
제공키로 하였다.
시가(궐련) 나눠 피우며 '각별한 정담',
노무현 대통령, 한국기업 '비교우위' 설명하며 지원·협력 부탁

노무현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17일 정상회담은 따뜻한 분
위기에서 진행되며 서로의 정치역정과 두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 등 공통점을 놓고 두
정상 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당초 1시간 30분 간 예정된 회담은 시간이 훌쩍 넘겨
50분이나 초과했다. 이날 두 정상은 룰라 대통령의 '트레이트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시가(궐련)를 함께 나눠 피우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우리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커다란 특장을 가지고 있
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브라질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노무현 대통령
이 강조한 대목은 •한국기업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투자지역에서 지배, 군림하
기보다 투자국 국민과 문화를 존중한다 •한국기업은 의욕적이고 도전적이며 혁신적
인 문화에 충만해 있다 •한국기업은 상당히 높은 기술수준과 경영기법을 유지하고
있어 브라질 국민과 경제에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
서 나눈 주요 발언을 간추린다.

• 노무현 대통령 = 브라질과 한국은 정치적 경험이 비슷하고 역정(歷程)도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에 각별한 친근감을 갖고 있다. 브라질에 오
기 전부터 브라질의 밝은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에 확신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브라
질의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 국내문제 극복전략에 많은 부분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교역시장과 경제교역에서 중국,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이것을 좀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러시아, 인도, 브라
질과 경제협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지금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항상 투자금액이 얼마냐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런데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금액보다 투자하는 기업의 문화라고 할까 그런 가능성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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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 큰 자본을 가지고 와서
군림하듯 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그런 반면에 작은 자본을 가지고
왔어도 성실히 일해서 도움을 주는 기업들도 많이 봐왔다. 우리 한국기업은 해외에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도 젊은 기업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교만하
지 않고 겸손하고 어디를 지배, 군림하는 것보다도 투자한 나라의 국민과 문화를 존
중할 줄 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단기간에 금융기술 같은 것을 갖고 재테크 하는
것을 별로 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은 성실하게 기술과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해 왔
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매우 의욕적이고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문화에 충만해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기술이나 경영기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브라질 경
제, 브라질 국민들과는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기업이 브라질에 투
자하려고 하지만 한국기업의 투자가 브라질한테 가장 이익이 크고 성공 확률이 클
것이다.
브라질이 농업하고 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과학기술, 항공기술도 있는데 브
라질이 앞서 있는 분야에 우리 한국기업이 납품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항공기 동체
를 지금 브라질에 납품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업이 제3국에 하청을 줘서
납품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브라질에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브라질과 바로 거래하
고 싶다.

• 룰라 대통령 = 양국 간에 지금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 브라질과 한
국이 수십년 간 독재정치를 경험한 것이나 비슷한 시기에 민주주의 되찾게 된 것이
나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지도자,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
를 위한 인권변호사를 했고, 제가 노조지도자를 했다는 점들이 양국관계 개선을 위
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속노조위원장으로 일할 때 정치
에 뛰어들게 됐고, 처음에 정당을 노동자당을 만들어서 첫 유세를 했을 때 그때는
정치연설이 아니라 노조대표 연설 같았다.
대통령이 된 후 40개국을 순방했다. 그런데 순방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브라질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한다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통상관계를 강화한다는 목적이 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유럽 외에, 이렇게 큰 세력 외에 더 많은 나라들과 같이 동반자가 되
면서 다극관계를 좀 더 강화해보자는 그런 뜻과 목적을 갖고 방문했다. 한국은 브라
질에게 너무도 중요한 동반자다. 이미 한국과 브라질 관계는 아주 튼튼한데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브라질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지
금까지 해온 것,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이
브라질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특히 브라질에 있는 한국교민들은
브라질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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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방문에 이어 19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양
국이 동북아와 중남미간의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상
호 경제적인 이익을 표방하는 단순한 협력의 수준을 뛰어넘는 관계를 갖자는데 합
의한 의미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칠
레는 아시아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으며,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이
상을 공유하고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라고스 대통령도 “세계화를 위
한 양국간 역할에 대해 폭넓은 교감을 나눴다”며 “이러한 양국 간 기본 가치를 위
해서 21세기 새로운 협력관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위상에 맞춰 지속적인 협력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뒤 양국 간 교역량이 전년 대비 73% 증가하는 등 급
성장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호 수출품목 다양화 등 양국 간 교역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광물자원 개발, 칠레 인프라 구축 사업
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요청했으며, 라고스 대통령은 환영과 지원 입장
을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산업 협력을 위해 200∼300만 달러 규모의 ‘산업
기술협력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고, ‘한․칠레
IT협력센터’도 본격 가동해 협력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 글로벌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8일부터 멕시코, 코스타리카를 국빈 방문하고, 제2차
한국․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어서 유엔총회에 참석하였다.
9.8-16간 이루어진 이 행사의 가제명은 글로벌이었다. 글로벌 행사 기간중 이루어진
중미 방문은 2004년 11월 남미순방에 이어 대(對) 중남미 외교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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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 멕시코 정상회담

멕시코 국빈방문 3박 4일,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합의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8∼11일(현지시간)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국제무대에서 양국의 입지와 참여를 더욱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멕시코 두 나라가 62년 수교 이래 꾸준히 우호협력
을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또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 체결 추진, 양국 경제인 오찬간담회 참석 등
‘경제 외교’에 진력했다. 아울러 향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 촉진시키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양국간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IT·과학기술 및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간 경제교류의 핵심은 한국기업이 멕시코
에 전략적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며 “양국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경영, 시
장개척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인 만큼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 대통령은 “양국은 국제사회 다자간 상호조율과 양국 국가
이익에 공조하는 비전을 갖고 있고, 유엔 상임이사국 관련한 유엔 개혁에 공동보조
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폭스 대통령 내외 주최로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으며, 앞으로의 협
력 가능성은 더욱 크게 열려 있다”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중견국가인 한국과
멕시코는 교역과 투자,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서로의 더 큰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시티 니코
호텔에서 열린 한·멕시코 경제인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한국기업의 대 멕시코 투
자는 양적으로 더 확대되고 질적으로 높아지고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경제는 그동안 주로 미국시장과의 교류를 통해 성장해 왔지만 지금
은 브릭스 4개국, 중남미, 그밖에 여러 국가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점차 균형 있게 시
장을 다변화해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멕시코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중남미시장의
교두보”라고 말했다.
―멕시코 국빈방문 3박 4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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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

2) 2005, 한 ․ 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및 한 ․ SICA2)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11∼13일 코스타리카를 국빈방문, 아벨 파체코 대통령과 정상회
담을 갖고 바이오기술(BT) 및 정보기술(IT) 분야 협력 증진방안 등을 협의했다. 중
미통합체제(SICA) 8개국과의 한·중미 정상회담에서는 중미통합 강화, 미·중미 자유
무역협정(CAFTA-DR) 출범에 대비한 한·중미 간 경제·통상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
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후에는 오스카르 베르셰 과테말라 대통령, 엔리케 볼라
뇨스 니카라과 대통령, 마르틴 토리호스 파나마 대통령, 아나빌마 에스코바르 엘살
바도르 대통령 권한대행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베르셰 콰테말라 대통령은 통상·투자증진, 정보통신, 과학기술 협
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투자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
상은 또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미개발은행(CABEI) 가입 추진, UN 안보리 개혁 문
제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열린 볼라뇨스 니카라과 대통령과
2) 중미 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중미통합체제(SICA : 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
는 중미지역의 정치, 경제 및 사회통합을 총괄, 조정하는 지역 국제기구. 회원국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등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이 준회원
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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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회담에서 통상·투자 증진, 경제협력 확대 등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토리호스 파나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획기적인 교역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UN 개혁, 한국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을 통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에스코바
르 엘살바도르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회담에서는 양국간 IT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면
서 이번에 체결된 한-엘살바도르 IT협력 양해각서(MOU)에 만족을 표했다. 양국 정상
은 또 우리나라의 중미개발은행(CABEI) 가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은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 참석
해 중미 국가들과의 통상·투자 증진 및 문화교류 확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발
전방안을 협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주요의제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노력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및 국제형
사재판소(ICC) 재판관 재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 등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한 국제적 합의 형성에 중미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등 국제기구
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중미와 미래지향적인 협
력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의 첨단 기술분야 진출 강화, 경제협력 확대, 문화교류 증
진 등을 협의했다.

코스타리카 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대통령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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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의의
2004년 11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3개국 순방에 이은 2005년 중미
순방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중남미 정상외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SICA 정
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남미 주요 8개국과 전체 및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남
미 8개국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미주시장 진출 거점 및 미래시장으로서의 중요성
이 작지 않으며,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 대상국들이다. 지난 96년에 이어 제2차 한·SICA 정상회담이 개최되었
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외교지평이 그만큼 확대되었으며, 우리의 외교가 전방위
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전방위 국제협력 확대’
라는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련의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강화 노력은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미주시장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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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로 나아가는 다자 정상외교
참여정부 외교의 가장 큰 원칙은 균형적 실용외교이다. 이의 실현을 위한 첫 번
째 관문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국 외교라면, 두 번째 관문은 지역별 특성화 외교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호간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날로 블록화, 다양화 되어가
는 세계사적 흐름에 맞춰 다자간의 협력으로 힘으로 매듭을 풀고 공동의 번영을 이
루어 나가는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목표를 일구어 내는 다자적 협력 방식이 점차 일반적인 외교의 형태로 자리
잡아 가는 형국이기도 하다.

이처럼 급변하는 흐름에 정상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경주하는 노력이 바로 다자 정
상외교다. 노무현 대통령은 ASEAN＋3 정상회의, 한․ASEAN 정상회의, 동아시아정
상회의(EAS),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 정상회의, 한․중남미통합체제(SICA) 정상회
의, ASEM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다자정상회의에 참
석하여 세계 각국 정상들의 공통 관심사와 지역내 혹은 지역간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고,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3년 3회, 2004년 4회, 2005년 6회, 2006년 2회 등 4년간 총 15
회에 걸쳐 다자간 정상외교에 참석하였다.

5-1. APEC3) 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역내 지
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 각료회
의로 출범하여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APEC은 회원국 간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
로는 아․태 지역 경제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을 중점 활동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한
편, 9․11 테러 이후에는 협력의 범위를 보 부분까지 확대하고 있다. 경제적 공동 번
영의 기초로서 안보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다는 회원국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
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onomic ooperation)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역내 안전
을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번영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하여
1993년부터는 정상회의로 개최되고 있는 아․태지역 정상간 최고 정책공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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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APEC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경제협력체입니다. APEC 국가들은 우리나라
교역의 70%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의 6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PEC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협력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외교·안
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대 강국이 모두 참
가하는 회의입니다.
―11차 APEC 정상회의 참석 및 싱가포르 국빈 방문 대통령 출국 인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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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PEC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내 협력체이다. 우리는 APEC의 창설
이래 APEC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분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
으며, 개도국의 경험을 가진 중견국가로서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 균형자적 역할
을 수행해 왔다.

￭ 2003, 방콕 APEC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1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노무
현 대통령은 회원국 21개 정상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을 주제로 한 제1차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WTO(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향후 진전
을 위한 APEC 차원의 기여 방안과 APEC내 FTA 체결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광범위
하게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FTA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의지
를 강조하고, “한․칠레 FTA가 한국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은
물론 일본․싱가포르와도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FTA 추진 계획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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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파트너쉽과 반테러’를 주제로 속개된 2차회의에서는 APEC내 파트
너쉽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서 역내 정보화 촉진을 통한 지식기반 경제 심화, 경제기
술 협력 필요성, 구조개혁과 금융협력 증진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
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현황 및 IT의 효율적 활용, 정보
격차 극복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IT 강국인 한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전자정부를 추진함으로써 정부부문의 투명성이 대단히 개선되고 있다”며 서울시
의 투명행정을 그 예로 들었으며, 이어 정보화 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소득
층의 정보화 소외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며, 한국은 국제적으로
도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IT 봉사단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투기적 자본의 이동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와 관
련 정상들은 “그 동안 헤지펀드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만 있었지 실천이 없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러한 회의 결과, 정상들은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에 대한 방콕선언”을 채택했
다. 정상들은 방콕선언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이루고, 안보위협으로부터 스스
로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간 파트너쉽을 공고히 할 것에 동의했다. 한편, 의장 요약
문을 통해 각국 정상들은 “6자회담의 지속적 추진을 지지하며 완전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노
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외교적 성과는 마음에 모자람이 없다. 흡족
하다고 표현해도 좋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와 싱가포르
국빈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PEC 21개 회원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번 정상회의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가속화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과 투자 자
유화 촉진, 회원국 국민의 안보 보장 등을 담은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에 기초한 방
콕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우선, APEC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초국가적인
테러집단의 해체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따른 안보위협을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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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습니다. 또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WTO DDA협상을 진전시
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다자무역체제가 세계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APEC 정상들은 세계화에 대한 사
회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여성 청년의 능력배양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APEC 정상들은 북한에 의해 제기된 안보우려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관심사항이 대화
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6자회담의 지속적인 추진과 항구
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APEC정상회의 참석 결과 대국민 보고 내용 중

￭ 2004 칠레 산티아고 APEC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하나의 공동체, 우리의 미
래(One Community, Our Future)’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2차 APEC 정상회의에 참
석하여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확산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테러․안보 분야 지정토론자로서 테러
리즘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
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합의와 효과적인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IT 기술을 활용할 경우, 세계 교역 및 경제 교류의 위축을
방지하면서도 안보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그
사례로 “컨테이너 이동에 관해서 한국이 발전된 IT 기술을 갖고 축적하는 기술 개
발이 끝나면 역내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
련하여 사회를 맡은 라고스 칠레 대통령은 “테러 대응은 불가피하게 비용을 늘어나
게 하며,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자기술 등 새로운 방법이 응용될 수밖에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며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 분
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APEC에서 계속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APEC 의장국의 의장으로서 아․태 지역 공동번영
과 경제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실현에 건설적으로 기여코자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이는 2003년 APEC 정상회의 이후 참여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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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동북아 평화 번영
추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의 개혁정책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6자회담 진전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
한 노력을 설명하는 기회로도 활용했다.

‘하나의 공동체,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이틀간 칠레에서 열린 제12차 APEC 정상
회의는 무역 투자 자유화, 테러 위협 공동 대응, 부패퇴치 및 투명성 제고 노력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22일 폐막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19, 20일 이틀간 칠레, 캐나다, 중국, 미국, 호주 등 5개국 정상들과 쉴 틈 없이 이어
진 회담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했다.

￭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참여정부 다자 정상외교의 하이라이트는 2005년 11월 18, 19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한 APEC 정상회의라 할 수 있다.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Towards One Community: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라는 주제
하에 APEC 전 회원국 21개국 정상과 4,000명에 이르는 각국 대표단, 900여명의 세
계 기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아․태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고, 개별
회원국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관련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의 정상외교를 한 단계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상외교 기능에 대해 긍정적 인식제고에 크
게 기여하였다. 또한, IT 전시회, 투자 환경 설명회, APEC 영화제, 한국 궁중음식 특
별전, 아시아 음악축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는 선진 통
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나아가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를 계기
로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서의 APEC 이미지
도 구축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참여
덕분이었다. 정부는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쉽 발휘를 위해 의제 및 일정을 회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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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율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 및 공동 선언 도출 등 회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도 세워나갔다. 노
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모든 것을 참으로 잘해 주었다”고 칭
찬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회의를 성공시켜낸 부산시민, 참석한 정상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준 많은 자원봉사자들, 경호와 안전,
질서유지 담당자들, 모두가 잘 준비해 준 덕분에 대통령이 참석한 정상들로부터 많
은 칭송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번에 수고한 모든 분들과 국민들께 대통령으로서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사실, 부산 시민들의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취한 지원은 헌신적이었다. 부산시민
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시민들이 시민안전봉사대를 비롯,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
에 참여해 APEC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안전 APEC’을 목표로 지난
9월 발대식을 갖고 준비해온 ‘2005 APEC 시민안전봉사대’는 부산지하철 1․2호선 73
개 역사에서 매일 700여 명씩 지하철 역사 구내 안전을 감시하는 1단계 활동을 벌
인 데 이어 10일부터는 전 역사에서 매일 3천여 명이 안전 감시 활동을 펼쳤다. 시
민안전봉사대에는 1단계 모두 2만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고, 2단계 활동에
도 일반인과 대학생 등 모두 4천400여명이 참여를 신청해 부산시민의 뜨거운 참여
열기를 과시했다.

부산 APEC 정상회의는 그 규모면에서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우선 다른 해의 정
상회의 참가인원은 대개 5,000～7,000명 선이었는데 비해, 부산 APEC은 공식 참가
자가 9,339명으로 최종 집계되어 참가 규모면에서 2001년 상하이 회의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테러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철통 경호․안전을 위해 동
원된 인력도 약 5만 명에 달하고, 투자유치 약 5,060억원, 대통령 주재 공식만찬 참
석자 약 1,000명 등 부산 APEC은 모든 측면에서 이전의 다른 회의들을 압도하였다.

5-1-1. 정상회의 결과
부산 APEC 행사는 12일 CSOM(최종고위관리회의)으로 시작해 18～19일 정상회
의로 마무리되었다. 관련 일정은 CSOM(12∼13일), 기업인자문회의(14∼18일), 외
교·통상 합동각료회의(15∼16일), 최고경영자회의(17∼19일), 정상회의(18∼19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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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었다. 18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1차 정상회의의 의제는 ‘무
역자유화의 진전’이며 DDA(도하개발어젠다) 지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무역투
자 자유화 목표연도를 설정한 ‘보고르 목표’ 점검 등이 이루어졌다. 다음날 ‘누리마
루APEC하우스’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을 의
제로 인간안보, 반부패, 재난대응, 대테러 협력,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했다. 정상회
의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EC 정상들을 대표하여 2005년도 APEC 정상선언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APEC 회원국 국민 여러분,
제와 오늘 우리 APEC 정상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를 주제로
‘제13차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결과, 정상들은 ‘부산선언’과
‘WTO DDA에 관한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채택한 부산선언은 APEC 회원국들이 역내 국민의 후생을 위해서 무역
자유화를 계속 증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WTO DDA 협상의 성공적 진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우
리의 입장을 담은 특별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실시한 보고르 목표 중간
점검 결과, APEC이 그동안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하
고, 2010년과 2020년으로 각기 정해져 있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시한까지 역점
을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자유
무역협정이 역내 교역자유화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고, 무역원활화 등 국내 이슈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서는 국민의 생명과 기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이러한
노력이 선정(善政)과 인권, 거래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가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APEC 회원
국 간 공동노력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고유가가 경제와 무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
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 안정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PEC 정상
들은 모든 국민들이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문제와 관련된 도
전과 장애요인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APEC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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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동적인 APEC을 위해 첨단기
술과 혁신을 중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역내 공동체 달성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를 통
해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APEC 회원국 간 문화협력을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이 APEC 정상들이 합의한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5-1-2. 노무현 대통령 회의진행 솜씨, '정상들 찬사' 쏟아져
부산 APEC에 참석했던 각국 정상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행사준비
및 진행능력에 대해 온갖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정상회의 의장이었던 노무현 대통
령의 의사진행 솜씨는 물론이고 부산시와 정부에서 준비한 축하공연 등 각종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도 정상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1․2차 정상회의 사회를 맡은 노무현 대통령의 회의 진행에 대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 등 정상들의 찬사는 APEC 기간 중에도 심심
찮게 전해졌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1차 회의를 예정
대로 4시에 맞춰 마무리하는 등 깔끔한 진행솜씨를 발휘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무현 대통령의 회의 진행을 높이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18일
공식만찬 영접석상에 이어 다음날인 19일 2차 회의가 끝난 자리에서 “회의 운영을
너무 잘했다, 회의시간을 잘 지켰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련한 의사진행 능력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공석에서 인정한
바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1차 정상회의 직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
령이 2시간동안 아주 간결하게 얘기했다. 특히 마지막 맺음말을 잘 했다”고 말하였
다. 회의 어젠다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매끄러운 조정력을 발휘하였다. 자신이
제시한 ‘양극화․사회적 격차 해소 노력 제안’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의제화하고
다수 정상들의 공감대를 얻어 ‘부산 정상선언문’에도 포함시키는 결실을 보았다. 당
초 미국 유력언론인 워싱턴 포스트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적 격차완화 제안 계획
을 미리 보도하면서 이를 세계화에 반하는 취지로 해석해 일부 논란도 야기됐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진지한 설명과 설득으로 이를 불식시켰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
은 ‘국가간 격차 해소 노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 162 -

는 의제를 주도적으로 공론화시키는데 성공해 국제 외교무대에서 리더쉽을 유감없
이 발휘했다.
APEC 정상외교 이모저모: 회담·회의·연설·만찬…분초 쪼개 ‘강행군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연설, 1차 APEC 정상회의 주
재, 공식만찬 주최…. 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일인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일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시간 숨 가쁘게 이어졌다.
18일 일정은 가히 분초를 쪼개는 일정이었다. 오전 8시 50분부터 20분 회담 뒤 20분
휴식 형식으로 이어진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폴 마틴 캐나다 총리,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과의 연이은 정상회담. 10시 40분 회담 종료 뒤 다시 숙소에서
롯데호텔로 이동해 11시 20분부터 20분여간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연설.
이렇게 끝난 오전 일정은 다시 오찬 후 벡스코(BEXCO)로 자리를 옮겨 1시 30분부터
1차 APEC 정상회의 참가 정상들을 영접하는 것으로 재개됐다. 이후 2시부터 4시까지
정상회의 주재. 4시 15분부터 1시간 동안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
화’ 참석. 5시 20분부터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회담.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은 이날 마지막 정상회담이었으나 그것으로 일정이 끝난 것
은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녁 7시 5분 벡스코에 도착해 예정된 공식만찬 영접
에 나섰다. 이어진 공식만찬과 문화공연은 2시간동안 진행됐다.
오전 8시 50분부터 시작된 하루 일정은 저녁 9시 30분에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네 차례의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공식연설, APEC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행사를
소화했다.

휴식시간도 회담준비에 고스란히 투여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APEC 준비일과’가 공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아침,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운동했다. 새벽운동
은 지난 10일 신임 사무관 특강 때 소개한 ‘요가체조’와 팔굽혀펴기.
노무현 대통령의 ‘APEC 준비’는 오전 6시 컴퓨터를 켜는 것으로 시작한다. 노트북
에 저장돼 있는 APEC 정상회의, 개별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국정브리
핑’에 접속해 현안 점검과 주요 언론보도를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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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오전 7시부터 조찬 겸 회의를 주재했다. 여기서 개별 정상회담 의제
와 거론할 사안, 의장으로서 APEC 정상회의 진행 준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오전 8시 50분부터 시작된 개별 정상회담 사이사이, ‘휴식’을 명분으로 비워놓은
20분의 시간도 다음 정상회담 준비로 활용한다. 자투리 시간도 연이은 회담과 회의
준비에 고스란히 투여되는 것이다.

“친근감 위해 상대국 국기 앞에 앉는 것”
오전 9시 40분에 시작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정상의 좌석배치가 화제에 올랐
다. 마틴 캐나다 총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외국에 가면 보통 우리나라 국기 앞에
앉는데 여기서는 내가 왜 캐나다 국기가 아니라 상대국 국기 앞에 앉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진 것.
회담장에서 캐나다 국기 앞에 노무현 대통령이, 태극기 앞에 마틴 총리가 앉도록 자
리 배치된 데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 마틴 총리의 갑작스런 질문에 노
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외교부장관에게 “누가 정했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
는데…”라고 묻자, 반 장관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이렇게 의전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관용과 사랑의 도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연설에서 개최지 부
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피력했다. 연설문에 있던 부산에 대한 언급을 좀더 추가해
‘관용의 도시’, ‘사랑의 도시’라는 부산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부산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전국의 국민들이 와
서 함께 어울려 살았다”며 “말하자면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부산에서) 함께 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부산은 전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품안에 안았던
넉넉한 관용의 도시였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도시였다”면서 “항상 부산은 그
역사를 자랑한다.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사랑하는 이 고향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정말 기
쁘게 생각한다. 바쁜 일정이지만 부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고 가시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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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윌리엄 로즈 시티그룹 수석 부회장의 소개로 연설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은 “처음엔 저를 소개하시지 않고 한국경제만 계속 소개하시길래 걱정을 많이 했는
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더니 아주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안심이 됐다. 대단히 감
사하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은 거래비용 낮추는 데 필수적”
노무현 대통령은 1차 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APEC 정상들과 함께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PEC 21개국 정상과 ABAC
위원 59명이 참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연설을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와 역내
기업인간 협력 확대에 힘써온 ABAC의 노력을 치하하며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
개발아젠다) 협상의 성공적 타결, ‘보고르 목표’ 달성, 안전하고 투명한 역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 WTO, DDA 협상은 그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다음달 WTO 각료회의에서 의
미 있는 진전이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APEC에서 반부패를 정부차원의 의제로 채택한 것과 관련 “안
전하고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며 “오늘 오전
최고경영자회의에서 전달받은 반부패 서약서는 작년부터 여러분이 기울여온 반부패
노력의 결과”라고 격려했다

메모는 힘이 세다
지난 11월 19일 부산 APEC 정상회의. 이 날 회의는 당시 전 세계적 현안으로 떠오른
조류 인플루엔자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문제가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이
회의의 의장으로 사회를 본 노무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의 발언 요지와 시간을 순
서대로 메모하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 솜씨’는 정상들 사이에서도 단연 화제였다. 조지 부시 미
국 대통령은 “회의 시간도 잘 지켰고 회의 운영도 성공적이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메모의 힘이었다. 평소 노무현 대통령은 각종 회의를 주재할 때 회의 내용을 면밀하
게 메모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마무리 발언을 한다. 코멘트가 필요한 참석자의 발
언은 그 이름과 내용을 적고 대통령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물음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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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답을 구한다. 만찬이나 오찬 같은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현장에서 의제를 적시에 잡아내 메모해뒀다 회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
록 다잡아가기도 한다.
대통령의 메모 때문에 회의 진행은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마무리 발언으
로 불법도청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8월9일 제34회 국무회의와 9월 2일 정부혁신추진
회의의 메모와 회의 녹취록을 비교하면 이런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두 시간짜리 행
사에서 10장이 넘는 메모를 남긴 적도 있다.
즉흥적으로 보이는 발언조차 준비된 것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흥적이다, 생각나는 대로 한다는 세간의 오해가 존재하지만
이는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대통령은 작은 메모 하나에도 정연한 논리적 구성
의 틀을 세우고 그 메모를 바탕으로 발언한다.
심지어 즉흥적으로 보이는 발언조차 준비된 것이다. 생생함과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
한 대통령의 어법에서 비롯된 착각일 뿐이다.

5-1-3. 부산 APEC이 가져온 파급효과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가 가져다준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특히 2005 APEC 정
상회의 개최도시 부산은 본 회의의 성공개최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도시 마
케팅 측면에서 막대한 효과를 창출하였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분석 제시한 직접적인 파급효과인
4,02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36억 원의 소득유발효과, 그리고 6,099명에 달하는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함으로써 부산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직접적인 측
면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참여하는 CEO Summit
과 투자 박람회(Invest Mart)가 개최됨으로써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
산 신항 개발 사업과 부산경제자유구역에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대규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기존 제조업위주의 부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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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관광․컨벤션산업, 항만 물류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부산아시안게임 개최를 통해 축적된 시민의식을 글로벌
시민의식으로 한 단계 레벨업 시킴으로써 세계시민의 역량을 구축하였다. 미국, 일
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4대강국을 포함한 정상들이 부산지역에 집결함으로써 세
계의 눈과 귀를 부산으로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와
도시 이미지를 지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인들에게 각인시
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부산 APEC은 기업에게도 이미지를 높일 ‘홍보의 장’이었다. 세계 각국의 정상,
관리, 최고경영자(CEO), 언론인들 앞에서 자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특
히 이들이 저마다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라는 점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스포츠행사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졌다. 부산 APEC에 후원사로 참여한 기업은 삼
성전자, KT, SK텔레콤, 현대자동차, BMW, 한화 등 6개사였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
를 계기로 에쿠스가 세계적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광안대교에서 1km에 걸쳐 나이아가라 불꽃쇼를 연출한 한화는 부산 밤바다를 화려
하게 수놓은 불꽃놀이로 이름을 알렸다. 삼성전자, LG전자, KT, SK텔레콤은 11～21
일 벡스코에 마련된 IT전시관에 참가해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 기술을 세계에 선보
였다.

5-1-4. 국빈대기실 ‘IT 전시관’ 활용…홍보 극대화
18일 TV뉴스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한 ‘알버트 휴보’를 구경하며 감탄하는
정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만찬에 앞서 각국 정상들의 IT 전시관 관람을 보도
한 내용이었다. 세계 정상들이 직접 한국의 IT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전시관
관람은 ‘대기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국 정상 내외가 만찬장이 있는 벡스코에 속속 도착하였다. 참가국 정상 내외가
벡스코에 모두 도착하면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함께 만찬장으로 입장하는 게 순서
였다. 이전 정상회의에서는 이럴 경우 대부분 편안한 소파와 음료서비스가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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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의 국빈대기실을 두고 먼저 도착한 인사들이 다른 참석자가 다 도착할 때까
지 기다릴 수 있도록 했었다.

발상의 전환은 별도의 대기실을 두지 않고 벡스코 1층 IT 전시관을 활용하자는
데서 비롯되었다. 정상들이 다 도착하기까지 20분의 시간을 IT 전시관 관람 행사로
연결한 것이다. 실무진들에게는 정상들이 과연 얼마나 호응을 보일지, 이후 생방송
일정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지 등이 고민이었으나 과감한 시도는 톡톡한 성과를 얻
어내었다. 벡스코에 먼저 도착한 정상내외부터 전시관 부스를 둘러봤고, 이들은 한
국의 IT 기술에 감탄을 연발했다. 부스별로 관심 있게 설명을 경청하는 정상들도 많
았다. IT 전시관 관람은 예정시간보다 13분 정도 더 진행됐으나 이후 만찬 일정에
지장은 없었다. IT 전시관을 대기실로 활용함으로써 길지 않은 시간에 IT강국으로
서 홍보효과는 극대화되었다.

5-1-5. ‘IT 코리아’전 세계에 과시
부산 APEC은 ‘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를 과시하는 잔치 마당이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번 APEC에서 한국의 국가 컨셉트를 ‘유비쿼터스 코리아(Ubiquitous
Korea)’로 정하였다. 선보이는 IT 기술 중 하이라이트는 KT의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로, 2006년 상반기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던 첨단 기술이었다.

KT는 각국 정상 및 수행원, 기업 최고경영자(CEO), 내외신 기자들에게 500개의
단말기를 무료 대여해 11～21일 서비스를 시연하였다. KT는 서비스를 위해 해운대
해변가와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 동백섬, 해운대 호텔 등에 임시 기지국을
설치했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위성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손 안의 TV’라
는 이 서비스는 몇 달 차이로 아쉽게 일본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뺏겼지만, 휴
대전화 겸용 단말기 등 관련 기술에서는 한국이 앞서간다는 평을 받고 있다. TU미
디어는 행사장 주변에 중계기를 보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다.

정상들이 머무를 VIP라운지는 수묵화 효과를 낸 ‘디지털 병풍’, 물고기가 뛰어오
르는 듯한 ‘디지털 정원’, 국내외 유명작가의 그림이 그려진 ‘디지털 액자’ 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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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앞선 디스플레이로 한껏 멋을 냈다. 첨단 IT 기술은 보안에도 이용됐다. 전파식
별(RFID) 기술을 이용해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하는가 하면 정
상들의 차량에 위치추적 시스템을 장착해 경호에 활용하는 등 첨단 기술이 동원되
었다.

이 밖에 벡스코에는 3600개의 EL(전계 발광소자)화면이 각국 정상들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직립보행 생각하는 로봇 ‘티롯’이 해당 국가의 언어
로 인사하고 정상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VIP들을 깜짝 놀라게 한 ‘IT 이벤트’
가 펼쳐졌다.

5-1-6. ‘두루마기 기념촬영’은 대통령의 아이디어
19일 동백섬 누리마루를 배경으로 공식 기념촬영을 할 때 각국 정상들이 입었던
두루마기도 “현자(賢者.Wise man)가 된 느낌”(폴 마틴 캐나다 총리, 압둘라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이란 찬사를 이끌어내는 등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정치 스캔들에 휘
말려 야당으로부터 내년 2월 조기 총선 실시 압력을 받고 있는 폴 마틴 캐나다 총리
는 “캐나다 내 한국계 표를 의식해 선거 때 입어야겠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세
계 주요 신문의 1면을 장식해왔던 APEC 정상들의 기념촬영인 만큼 정상들이 두루
마기를 입는다는 사실은 일찌감치 알려졌다. 기념촬영 복장으로 우리나라 전통의상
가운데 두루마기를 제안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1년 전 칠레에서 열린 APEC 회의 때 참가국 정상들은 칠레 민속의상인 폰초
(Poncho)를 입고 기념촬영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해 회의 개최국으로서
“우린 뭘 입으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던 것이다. 회의 준비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은 두루마기, 도포 등을 촬영의상으로 생각하다 “도포는 소매가 너무 넓어 입으면
불편할 것이니, 두루마기가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놨다. 이후 실무진과 전문가들
의 검토과정에서 논의 결과 전통의 멋을 내기 적합하고 착용, 탈의에 편리하며 방
한․방풍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두루마기가 촬영의상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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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만찬장에 오른‘매운 김치’인기 재확인
18일 공식만찬은 가리비, 수삼샐러드, 밤죽, 대하구이, 자연송이와 안심요리, 신선
로요리, 영양밥 등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한식메뉴로만 구성된 음식이 제공되었다.
반찬으로 제공된 김치는 외국 정상들의 입맛을 고려해 백김치를 올릴 계획이었으나
김치의 ‘본맛’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매운 김치로 바꿨다. 부산시, 준비기획단, 청와
대 관계자들이 사전에 함께 시식하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다. 결
과는 성공적이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매운 김치를 잘 먹었고, 김치는 이날 만찬에
서 ‘잘 팔리는’ 메뉴로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공식만찬에 이은 문화공연도 참석자들의 열띤 반응을 끌어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국악 연주, 오케스트라 연주, 부산 시립청소년합창단 합창 등이 이어졌으며 만
찬이 끝난 뒤에는 40여 분간 무형문화재 안숙선 명창, 가수 보아, 소프라노 조수미
의 열창이 이어졌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공연에 집중했으며 이날 공연과 만찬에 대
한 참가국 정상들의 찬사는 당일 저녁은 물론 다음날 출국 때까지 계속됐다. 노무현
대통령도 공연을 관람한 뒤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
게 잘할지 몰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5-1-8.‘실용’취지 맞아떨어진 디지털 카메라 선물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한 선물 중에는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가 포함돼 있다. 애초
에는 노트북을 증정할 계획이었으나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다. 정상 내외나, 적어
도 가족이 직접 쓸 수 있는 한국제품을 선물하자는 취지에서였다. 노트북을 선물할
경우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는 정상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컸다. 이렇게
해서 행사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 내외의 이름이 새겨진 디지털 카메라를 각국 정상
내외에게 선사하였다. 기대는 들어맞았다. 18일 권양숙 여사 초청으로 정상 부인들
이 범어사를 방문했을 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임했던 페루 대통령부인은 선물
받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스님들과 기념촬영을 하거나 다른 부인들을 직접 찍
어주기도 했다. 각국 정상들에게는 디지털 카메라 외에 APEC 로고가 새겨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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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기념촬영 때 입은 두루마기 등이 선물로 제공되었다. 권 여사는 별도로 만찬
때 사용했던 식기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세계를 만나다” (부산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활동 참가 소감)
허난이(고려대학교 국제학부 3년)
제법 쌀쌀해진 11월 초 죄송한 마음으로 교수님들을 찾아뵈었다.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2주간
학교수업을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정상회의에 자원봉사자로 꼭 참가하고 싶었
다. 국제학 전공자로서 살아있는 외교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
기 때문이다. 다행히 교수님들은 수업 불참을 이해해 주셨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
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월 8일 부산광역시에 도착했다. 해운대 근처에 위치한 벡
스코(BEXCO) 회의장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바라보면서 숙소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시원했다.
11월 16일까지는 국별 연락관으로 근무했다. 국별 연락관은 21개 APEC 회원국 정부
와 APEC 사무국 및 여타 산하 기구들 간의 업무연락을 전담했는데, 때로는 APEC 회
원국 고위 인사들의 차량 스케줄 관리와 양자 회의장 준비까지 담당하였다.
나는 APEC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과 차장님의 스케줄을 관리하였다. 사무국장님은
이번 APEC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대사님이었고, 차장님은 차기 APEC 개최국인 베트
남 대사님이었다. APEC 회원국에서 파견 나온 사무국 직원들은 서로 문화는 달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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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씨는 한결같았다.
사무국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광역시 주최 광안대교 불꽃놀이였다. 차
장님을 모시고 행사장으로 가는 도중 엄청난 인파에 휩쓸려 버렸다. 간신히 인파를
헤치고 지정석에 모셔 드렸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음이 나올 정도로 무척 긴
장된 하루였다.
차장님은 이런 나의 수고를 이해해 주셨다. 다른 베트남 참가자들과의 회식자리에
나를 초대하고 베트남 전통 공예품을 선물로 주셨다. 16일까지의 국별 연락관 업무
를 무사히 마치고 또 다른 임무인 의전 수행을 위해 APEC 사무국을 떠났다.
의전요원의 임무는 각국 정상들에게 만찬 행사 안내 및 누리마루에서 열릴 2차 정상
회의시 두루마기 입는 것을 돕는 일이었다. 우리 24명의 의전요원들은 이영희 디자
이너가 직접 제작한 의전요원용 한복을 입고, 수많은 예행연습과 예절교육을 받았다.
만찬일인 11월 18일이 되었다. 내내 익숙하지 않은 한복과 꽃신을 신고 행여 실수라
도 하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하루를 보냈다. 나는 베트남 국가주석님의 의전을 담당
했다. 드디어 각국 정상들이 만찬장으로 가기 위해 의전요원들 앞으로 모였다.
TV에서만 보았던 각국 정상들을 바로 앞에서 직접 보게 되니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웠
다. 베트남 국가주석님은 내게 거듭 악수를 청하시면서 웃는 얼굴로 반겨주셨다. 그
분을 모시고 만찬장에서 자리 안내와 착석을 도운 후 뿌듯한 마음으로 만찬장을 나
왔다.
행사 마지막 날인 11월 19일 아침 일찍 화장과 머리손질을 마친 우리는 누리마루로
이동하여 두루마기를 들고 정상들을 기다렸다. 오찬을 마친 각국 정상들은 우리를
보고 매우 반가이 맞아 주셨다. 각국 정상들을 가까이 보면서, 온 세계가 주목하는
이들 정상들도 우리와 다름없는 소박하고 인간미 넘치는 분들이라는 점을 느꼈다.
정상회의 폐막 후 자원봉사자로서 남다른 경험과 추억, 그리고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데 대해 감사하면서, 누리마루를 떠났다.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온 후 한
동안 APEC 후유증에 시달렸다. 나와 같이 APEC 회의에 참가했던 친구들도 모두 그
런 듯했다. 우리는 이 후유증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산 정상에서 끝없
이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두보는 망악(望嶽)에서 “반드시 태산에
올라 뭇 산의 작음을 한번 보리라.”고 읊었는데 그때 나이가 약관이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내게 단지 소중한 추억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목표를 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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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고마운 행사였다고 자부한다.

2005년 釜山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해외평가
• APEC 정상회의 합의사항과 관련
- 反테러 역량강화, 高유가 대응 에너지 협력 확대, 부패방지 활동 강화 등 다양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지적(11.19 러 인테르팍스)
- AI 대처를 위한 백신 공동개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11.21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 내년까지 DDA 협상을 타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 좌초 위기에 처한 다자 무역협
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보도(11.20 日 요미우리)
• 북핵 해결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 정식의제는 아니었으나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APEC차원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지적(11.19 美 FOX)
- 6자회담 당사국간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역내 경제안정을 위한 북핵 해결 필요성
을 재확인했다고 진단(11.19 日 교도)
• 우리의 APEC 정상회의 개최 성과와 관련해서는
- 1988 올림픽․02 월드컵에 이어 APEC을 차질 없이 개최,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세
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11.16 英 가디언)
- 경제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APEC의 對北 투자를 적극 요청, 남북 경협의지를 대내
외에 과시했다고 평가(11.15 獨 디 펠트)
- 이번 APEC을 통해 최적의 IT환경을 지닌 한국이 다국적 기업의 R&D거점으로 성
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11.18 美 퀼컴사 [제이콥스] 사장)
• 의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에 대해서는
-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
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도(11.17 美 UPI)
-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과 복지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돋
보였다고 지적(11.18 獨 FAZ)

￭ 2006, 하노이 APEC 정상회의
제14차 APEC 정상회의는 2006년 11월 18～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1차 정상회의 의제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무역 및 투자의 증진’, 2차 정상회의의
의제는 ‘APEC의 역동성, 성장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였다. 응웬 밍 찌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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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Minh Triet) 베트남 국가주석이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1개 회원국 정상
이 참여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DDA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최우선 과제’임을 설
명하고, 에너지 문제가 일부 회원국 문제가 아닌 번영과 지속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에너지 가격상승 등 급격한 에너지 안보환경 변
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하노이 정상회담 기간 중 베트남에서 한국의 첫 해외 천연가스전이 본격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그 의미를 더 하였다.
하노이 APEC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태 지역 다자협력체로서 APEC의 비중을 제고하였다. 2006년 들어 일부
선진국들이 APEC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미국은 자국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대 아시아정책 차원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에는 호주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선도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APEC 강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격차 연구 등 APEC의 지평이 확대되었다. 2006년에는 사회경
제적 격차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채택하였는데, 앞으로는 무역과 투자
의 자유화를 넘어 그 성과가 사회 전 부문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수준으로 지
평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 다자무역체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APEC 회원 국가간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최고위급 차원에서 DDA 협상의 정치
적 의지를 과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넷째, 무역과 투자, 자유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2005년에 합의한 부산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2006년에는 하노이 실행계획(부산
로드맵 실행계획)을 채택함으로써,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APEC의 강력한 의
지를 재천명하였다.
다섯째, 역내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체로 APEC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2005년에 설치된 경제기술협력 위원회(SCE) 등 강화된 논의체계를 바탕으로 각 분
야에서 대 개도국 능력배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은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염출을 위해 200만불을 신규로 출연하였으며, 미국과 중국, 대만 등도 신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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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 동참하였다.
대 테러협력, 조류 인플루엔자 등 광역 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재난대응, 에너
지안보 등 역내 경제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이
로써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국민후생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APEC
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5-2. 유엔 총회 정상회의
유엔은 국가 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이다.
1942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의해 ‘유엔(UN, United Nation)’이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192개국이며, 남북한은 1991년
함께 가입했다. 유엔의 역할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국제규범을 통해 지구촌의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2005, 제60차 유엔 총회 정상회의
제60차 유엔총회를 맞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1개 유엔 회원
국 가운데 172개국의 정상 또는 정부수반이 뉴욕 맨해튼에 모였다. 유엔은 창설 60
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지난 2000년 열린 밀레니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빈곤
퇴치, 에이즈 확산 방지 등 ‘밀레니엄 선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5년 9월
14일부터 사흘간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 14～16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제60차 유엔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을 미래 국제 질서의 거울”이라고 전제
하고, 바람직한 유엔의 미래상을 “회원국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호혜적 공동체”
로 정의하였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개혁과정에서 ‘또 다른 강대국 중심주의’가 관
철되어서는 안되며,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의 바탕 위에서 ‘도덕적 권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엔개혁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기조연설에서도 천명하였듯이 21세기 국
제질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그리고 중견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공존하며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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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누리는 공동번영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동일
한 맥락에서 대통령은 빈곤과 차별해소를 위한 범세계적 프로젝트의 추진 및 강대
국 중심주의 경향의 극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국제질서 주도 국가들의 이웃나라에 대한 존중과 국제적 합의 창출 및
대립해소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강대국들이 ‘대의의
국제질서’를 위해 노력할 때, ‘힘’과 ‘대의’간의 긴장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위급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은 민주성, 책임
성, 효율성의 바탕위에서 도덕적 권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21세
기 국제사회 질서는 강대국 중심주의가 아닌 국제사회의 화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170여 개국 정상들에게 지구촌의 빈곤과 기아문제 해
결은 물론 인권증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
하고, 유엔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또한, 유엔의 가치를 실현해 온 모범국가이자 세계 11위 경제역량을 갖춘 중견국
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도 주
목할 대목이다.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역량에 걸맞는 당당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외에도 주요국 정상과의 회동 및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 등 다각적 활동
으로 다자주의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을 적극 부각시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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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우리 외교
정책의 기조로 한층 더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평화구
축 상비기금에의 기여와 ODA(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확대
계획을 포함한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UN 총회란?
전 유엔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유엔의 최고기관, 중심기관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의 유지, 국제협력의 촉진, 신탁통치 등 헌장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문제 또는 사항
에 관하여 심의 또는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UN 회의.

5-3. ASEM 정상회의
ASEM 정상회의는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 아시아 13개국 정상 및 유
럽연합(European Union : EU) 25개국 정상들 그리고 EU 집행위원장이 만나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한다. 2006년 9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6차 ASEM 정상회의에서 몽골, 인도, 파키스탄, ASEAN 사무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는 45개 회원국(EU 집행위원회 및 ASEAN 사
무국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ASEM은 세계 정치․경제의 3대 중심지역인 유럽,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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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시아 지역 중 상대적으로 관계가 미약하여 ‘잃어버린 고리(missng link)’로 불
려 왔던 아시아-유럽간 관계 강화를 위해 출범하였다. 1996년 3월 태국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00년 10월 서울 정상회의를 거쳐 2006년 9월 핀란드에서 제6차 정상회
의가 개최된 바 있다. ASEM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이 배석자나 사전에 정해진 의제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ASEM은 냉전 종식후 세
계 경제의 3대축인 아시아, 북미, 유럽중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미약했던 아시아, 유
럽간 관계 강화에 대한 인식의 증대에 따라, 1994년 10월 싱가포르가 ASEM 창설을
제의하고 한·중·일 ASEAN과 유럽연합(EU)측이 동의하여 제1차 ASEM이 1996년 3
월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 출범했다.

우리나라와 ASEM 국가들과의 총 교역량은 1,993억 달러(2003년)로 우리나라 전
체 교역량 3,726억 달러의 51.9%이며,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ASEM 국가에
대한 직접 투자는 41억 4천만 달러로 전체의 73%이고, ASEM 국가들의 대한 투자
는 43억 4천만 달러로 외국의 대한 총투자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SEM 참여 목표는 •외교의 다변화를 통한 국익 증진 및 국가 위상 강화 •역내 국
가들과의 정치·안보 협력을 통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 •국제경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다. 즉, 아시아·태평양을 포괄하는 경제협
력체인 APEC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ASEM을 우리나라의 지역협력 외교의
양대 축으로 활용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과 우리의 대북정
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잠재력과 유럽국
가들의 발전된 기술수준 및 경영기술의 공유에 주안점을 두면서, 무역투자 관계 확
대를 통한 우리 통상 외교의 다각화 및 경제적 실익 극대화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 2004, 하노이 ASEM 정상회의
제5차 ASEM 정상회의가 10월 7～9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어 22개국 정
상 및 17개국 정상 대리가 참여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부분의 3가지 의제가 논의
되었으며, ASEM의 미래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특히, 당시 제5차 회의에서는 EU
에 신규 가입한 중동구 10개국과 ASEAN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추가 가입
하여 전체 회원국이 EU의 집행위를 비롯하여 총 38개국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ASEM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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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문의 의제는 ‘국제정세 및 새로운 세계적 도전요인’이었으며, 다자주의 강
화, UN의 역할과 개혁,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비전통적 위협과 전염병 등이 논의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 개혁, 이라크 문제, 테러리즘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
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일부 과학자들의 핵물질 관련 실험으로 국
제사회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는 이번 일을 핵
투명성 확보의 계기로 삼고자 IAEA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아셈 정상들에게 "우리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
가 없고, 핵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며, 핵비확산 국제규범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우
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IAEA 및 국제사회가 적절히 평가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
함으로써 11월 IAEA 이사회에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경제․재무 분야의 의제는 ‘세계화 및 개방적 지역주의 맥락에서의 아시아～유럽
간 경제동반자 관계증진’이었고, 사회․문화 협력분야의 의제는 ‘정보기술 및 세계화
시대의 문화 다양성과 민족 문화’였다. 이는 21세기가 정보 기술 발전과 세계화의
심화에 힘입어 문화와 문명 간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돼 인류문화의 보편성이 제고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특정한 문화가 일방적으로 확산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아셈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셈은 문화적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21세기에 아시
아 유럽 두 대륙 간의 이해와 신뢰의 기틀을 굳건히 해왔다고 평가하고, 특히 우리
나라가 2002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문화와 민족간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를 서울에서 개최한 점을 소개하고, 프랑스, 싱가포르 덴마크와 함께 추진해 온
'ASEM DUO 장학사업'의 5년간 연장에 대한 정상들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ASEM
정보화 격차해소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셈의 발전방향은 크게 •아셈의 확대문제와 •아셈의 내실화·효율화로 모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13개 신규 회원국의 아셈 가입을 환영하면서 "러시아를 포함
한 아셈의 추가 확대가 아셈을 유효한 대화와 협력체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
라고 밝혔으며, 토론 끝에 아셈은 2006년 차기 정상회의에 추가 확대문제를 토의할
수 있도록 외교장관들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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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의장성명서를 비롯하여 ASEM 경제 동반자관계 선언
(Hanoi Declaration on Closer ASEM Economic Partnership) 및 문화문명간 대화에
관한 선언(ASEM Declaration on Dialogue among Cultures and Civilizations) 등 3
개 결과 문서가 채택되었다. 그 중 ASEM 경제 동반자관계 선언은 아시아와 유렵의
경제적 잠재력과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제 동반자 관계 구축에 대한 정상
들의 의지 천명과 다자무역체제 및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지지표명, 향후 ASEM
경제협력의 중점 추진 방향 제시를 담고 있으며, ASEM 정상회의 결과 최초로 채택
된 경제관계 문서라는 의미가 있었다.

제5차 ASEM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통상외교를 통한 국내경제 활력 기
대 조성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회원국 지지 확보, 그리고 IAEA 현안에 대한
국제적 신뢰 제고라는 3 가지 목표를 달성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해
결을 위한 ASEM 회원국들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하고, 우리의「핵의 평화적 이용
에 관한 4원칙」을 설명하였으며, 참가국 정상들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반도의 비핵
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장성명
을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각인시켰으며,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 강화의지를 천명하였다. 특히 ASEM이 대화
체로써 뿐만 아니라 실질협력체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ASEM의 추가확대 환영
및 ASEM의 장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 조정국으로서 ASEM 발전을 위한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 2006, 헬싱키 ASEM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9월 핀란드에서 개최된 제6차 ASEM 정상회의에 참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아 조정국 정상으로서 개회식 연설, 아시아 정상회의 공동주
재, 폐막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우리의 위상과 리더쉽을 부각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6차 정상회의 의제였던 다자주의 강화 및 안보위협 대처, ‘세계화와 경쟁력, 문화․문
명간 대화라는 의제 토의 및 조정을 활발히 이끌었다. 또한, ,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참여정부의 구상을 아시아․유럽 38개국의 정상들
앞에서 최초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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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ASEM 정상회의 개회식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존경하는 의장, 각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
제6차 ASEM 정상회의의 개막을 축하하며, 핀란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헬싱
키 선언’을 통해 냉전시대 극복의 기초를 다졌던 역사적인 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의 성공을 확신합니다.ASEM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ASEM은 유
럽과 아시아의 상호 이해와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
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 회의를 통해 유럽이 이뤄낸 통합과 다자안보협력의 경
험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험은 아시아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안보질서를 구축
하고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지역은 경
제에 있어서도 긴밀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큰 시장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성장
을 계속하고 있는 아시아와 성숙한 경제의 유럽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두
지역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은 ASEM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2000년에는 제3차 정상회의를 성공적
으로 개최했고, 여러 사업을 통해 두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정보 실크로드’, 장학사업을 통한 ‘교육 실크로
드’, 그리고 남북한 철도를 시발로 유럽까지 이어가는 ‘철의 실크로드’ 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또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EU는
우리의 두 번째 수출시장이자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지
난해 EU와의 교역액은 527억 유로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유럽에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 ASEM은
이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대화의 장’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협력의 매개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범세계
적인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도 그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세계화

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국가간, 계층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
는 데 ASEM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조와 같은 직접
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정보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을 통해 시대 변화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
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정보․교육 격차 해소를 비롯한 ASEM 차원의 양극화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ASEM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가
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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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각국 정상들은 몽골, 인도, 파키스탄 및 ASEAN 사무국의 ASEM 아시
아 회원국 신규 가입을 승인하고, 의장성명을 비롯한 이번 정상회의 3개 결과문서
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ASEM의 장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 (Helsinki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ASEM), 한반도의 비핵화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
수적임을 강조하며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의장성명(정상회의 의장성명은 한반도 문제 외에도 •ASEM 출범 10년에 즈음한 범
세계적 도전과 공동대응, •지역 정세, •다자주의 강화 및 안보 위협 대처, •세계화와
경쟁력, •환경·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문명간 대화, 그리고 •
ASEM의 장래문제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와 합의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선
언을 채택했다. 우리는 ASEM에서 채택된 신규 사업을 중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대
응 워크샵 개최’, ‘농촌지역 개발 포럼 개최’의 두 가지 사업에 스폰서로 주도적으
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 기간 중 7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아시아․
유럽 국가 정상들과의 친분을 돈독히 하고 양자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도 활
용하였다. 또한, 우리 대통령이 아시아 조정국 정상으로서 아이사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ASEM 정상회의 개회식 연설과 폐막 기자회견을 갖는 등 2005년 부산
APEC에 이어 우리의 위상과 리더십을 국제무대에서 한층 부각시켰다는 점도 빼놓
을 수 없는 성과였다. 폐막식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이제 ASEM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화체의 수준을 넘어서 실질협력 강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입니
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민간간 상호간에 다양한 협력의
network을 구성하고 협력의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
다”라며, ASEM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협력증진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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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ASEM 정상회의 개막식 중 연설중인 노무현 대통령(2006.9.10)

국제 정상회의 행사를 지원한 우리 의전팀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된 한-SICA 정상회의에 참가하였으
며,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합동답사단이 사전에 코스타리카 현지를 방
문하였다.
우리 답사단은 주관국인 코스타리카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정상이
동시에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정교하게 치를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 답사단은 밤을 새워 가며, 분 단위까지 표기된 구체적인 행사계획과 주요

- 183 -

점검사항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코스타리카 준비위원회 측에 전달하였다.
준비위원회 측은 우리 답사단이 전달한 세부계획을 기초로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후
에 우리 의전팀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한편, 우리 의전팀은 2006년 9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ASEM 정상 회의 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최국인 핀란드에 대해 회의 개최 및 의전행사 계획안과 행사
진행과 관련된 구체안을 제시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정부합동답사단은 주최국인 핀란드측과 행사 세부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핀
란드측의 계획과 행사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또 다소 비현실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고 판단하여, 이의 시정 방안을 주최측에 조치나 협조를 요망하는 사항들과 함께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핀란드 준비위원회측은 실제 행사기획 및 집행 단계에서 우리
답사단이 제시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외교통상부 의전장실

ASEM 정상회의를 가다
이한나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3학년)
2006년 9월 6일,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외교통상부에 한 사무실은 여
전히 불을 밝힌 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오후 1시에 비행기를 타야한다
는 사실을 잊었는지 다들 출국전 막바지 준비에 정신이 없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피
로가 몰려왔지만, 나는 막상 회의가 시작되면 나아질 것이라는 외무관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긴 비행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도착한 핀란드. 늦은 밤 우리가 호텔에 도착하였을 때 먼저 도착한 외무관님
들과 대사관 분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 준비를 돕기 위해 자원한 유학생들이 분주
히 일하고 계셨다. 한국에 있을 때는 각기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잘 몰랐
는데 핀란드에 도착하고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상회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특히 ASEM 정상회의 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팀의
짐이 컨테이너 한 개를 가득 채운 것을 보고 정상회담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어려 있는지 알게 되었다.
정상회의를 함께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준비과정에 끝이 없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의 준비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정상회의 순간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일례로 이번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
서에 포함될 북핵문제 관련 문안에 대해 몇 개 국가간 입장이 달라서 정상회의 전날
늦은 밤까지 입장을 조율하여 합의된 문안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
사항이 생길수록 서울에서 준비해간 번역을 새로이 수정하는 등 정상회의가 끝날 때
까지 10 페이지의 의장성명서와 끊임없이 씨름했던 기억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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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ASEM 정상회담은 우리나라가 ASEM 동북아 조정국으로 활동하였기 때문
에 회의준비과정은 물론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여타 조정국들(인도네시아, 핀란
드, EU 집행위원회)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면서 회의를 리드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자부
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정상외교의 무대에 인턴의 자격으로 참가하였다는 점에서 지금도 그때의 흥분과 설
레임을 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정상회의가 ASEM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것이
어서 나에게는 더욱 기억에 남는 회의였다.

5-4. ASEAN＋3/EAS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
아연합국가)’을 지칭하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
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파푸아뉴기니는 정식 회원
국은 아니지만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다)과 한․중․일의 13개국 간 정상회의체를 일컫
는 말이다. 즉 범세계적인 세계화의 진전과 지역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은 동남아와 동북아의 구분 없이 동아시아의 큰 틀 속에서 공동 협
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정상회의체이다. 1997년 출범한 ASEAN+3 체제는
99년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2001년에는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 2002년에는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협력방향
을 제시하는 등 동아시아 협력의 중심 틀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7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다자 국제외교 무대에
등장한 이 회의는, 참여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발표한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
을 동아시아 맥락에서 여하히 자리매김하고 협력의 틀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보다
전략적인 과제를 안고 참석한 회의였으며, 아울러 ASEAN과의 협력을 격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통상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한․ASEAN 정상회의도
개최). ASEAN은 우리가 세계로 뻗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외교 관문으로서 그동안
안보·경제·문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특히 우
리의 제2위 건설 수출지역, 제3위 투자시장, 제5위 교역규모를 가지게 될 정도로 긴
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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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정상회의는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먼저 중국
총리, 일본총리, 노무현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나머지 10개국 정상들이 의제를
제시하는 순서로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ASEAN＋3 체제가 동남아와 동북아의 지리적 구분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의 틀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면서도 평
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음을 지적
한 후, 동아시아 협력 심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비전을 최초로 제시했다. 우선, 노무
현 대통령은 각국 지도자들이 역내 다양성이 협력에 장애가 된다는 소극적 생각에
서 벗어나 상호 의존과 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도력을 발휘하여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야 함을 촉구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동아시아연
구그룹(EASG) 보고서에서 제시한 제반 협력 조치를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역사적
경험에서 보아서도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역내 개발 격차 해소와 경제통합과
정을 촉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지도 분
명히 했다. 실례로 노무현 대통령은 역내 국가 및 ASEAN과의 FTA 협상 체결, 개
발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지원, 동아시아 포럼 개최를 통한 협력의
모멘텀 및 동아시아 전체의 정체성 강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SEAN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지금 돌
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시아
13개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서 이들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SEAN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이 직면한 경제와 안보과제에 대
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폭 넓게 논의했습니다. 저는 기조발언을
통해서 동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제시되었던 동아시아 연구그룹
의 협력비전과 사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서울에서 '동아시아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정상들은 큰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역내 국가간의 개발
격차해소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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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는 교역규모 2조 5천억달러, 인구 19억의 거대 시장입니다. 최근 이 지역 국
가간에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틀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매
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귀국보고

그러나, ASEAN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구상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잡혀나갔고, 마침내 2005년중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EAS를 개최키로 합
의하였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ASEAN+3 정상회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각국의 외무장관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동
아시아 역내국들이 추가로 참가하게 되어 동남아국가연합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동(東)아시아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회의기구로서 비로소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ASEAN+3 정상회의부터는 기존의 한․ASEAN 정상
회의 및 한․중․일 정상회의 이외에도 EAS가 추가로 개최되게 되었다. 2005년 회의는
EAS 개최에 적극적이기도 하였던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었으며, 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공동
관심사와 향후 아시아 지역협력 질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ASEAN+3 정상회의 및 EAS 정상회의 모두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
하는 방향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관련 토의에 임했다. 동아
시아 정체성 함양을 위해 ‘동아시아 주간’을 지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IT 협력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EAS가 유럽연합 통합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
고, 이를 위해 화해, 공존, 평화번영의 목표 하에 과거 역사 속에 존재하는 적대감이
나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향후 EAS 참여국가에 대해 개방적 입장임을 밝히고, 특히 “공감대가 충
분히 형성되지 않았으나 어느 때인가 북한도 이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게 되
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는 등 역내 질서의 미래상에 대한 협의를 주도하여 참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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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상들로부터 폭넓은 공감을 얻음으로써, 향후 새로운 지역질서 구축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콸라룸푸르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2006년에는 필리핀의 세부(Cebu)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키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2005.12월 14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는 동아시아 각국 정상들.

2006년 ASEAN＋3 정상회의는 태풍 등 기상악화로 2007년 1월 14일로 연기되었
다. 노무현 대통령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10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
였다.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ASEAN＋3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 중인
ASEAN+3 국가 간 FTA 민간공동연구인 “EAFTA Phase II Study”가 동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채택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5일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
의(EAS)에도 참여하였다. 각국의 정상은 ‘에너지 협력’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과 협
력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데,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는 에너지 분야의
국제 채널 마련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8.22 EAS 에너지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설명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에 관한 전문가 실무그룹 형성을 제안하였다. 노무현 대
통령을 비롯한 16개국 정상들은 제2차 EAS 결과문서로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에 관
한 세부 선언’을 채택하였다. 참가국 정상들은 또한 EAS의 미래방향에 관해 건설적
인 논의를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EAS와 ASEAN＋3가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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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EAS가 지역평화정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평화포럼(Peace Forum)’으로서의 기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5. 한․ASEAN 정상회의
한․ASEAN 관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89년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를 수립한 한․ASEAN은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되었으며, 1997년 ASEAN 정상회의 시 최초로 한․
ASEAN 정상회의를 가진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선발
6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후발 4개국)과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하
고 있으며, 정상교환 방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ASEAN과의 이러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ASEAN간 경제관계도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ASEAN은 미국, 일본, EU,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5위 교역대상 지역이며, 1992년
이후 우리 대외 총교역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총 해외 투자에서 대
ASEAN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에는 9.8%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22%
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8일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한․ASEAN 정상회의’를 갖고 ‘한․ASEAN 협력강화’를 주제로 의
견을 교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ASEAN 관계가 그동안 교역, 투자, 개발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외형적 발전에 상응
하는 협력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ASEAN과의 개발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우선 연간 1천명 규모의 새로운 개발협력단을 ASEAN 국가들을 중심
으로 파견할 계획(1차로 2004년 후반기에는 500명 우선 파견)임을 설명하고,
ASEAN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를
지원하기 위해 수송 인프라, 정보통신 분야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또한, 실질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관계 정립이 한국과 ASEAN간 지속적 경
제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서 상호간 제반 경제․통상 문제를 논의할 ‘한․
ASEAN 경제장관회의’의 신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의 틀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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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30일 라오스에서 열린 제8차 한․ASEAN 정상회의
에 참석하여 제7차 회의 결과를 기초로 양측 간 협력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
기 시작했다. 우선, 1989년 ASEAN과의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을 맞아 한․
ASEAN 협력관계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
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2009년까지 ‘한․ASEAN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차원에서
TAC(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 서명하고, ASEAN과의 공동선언의 실효적 이행을 위
한 행동계획(Action Plan) 마련 및 한․ASEAN 특별협력기금 증액(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등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 ․ ASEAN 정상회의
2005년 12월 13일 개최된 제9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는 전년도에 채택한 포
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우선,
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
2010년까지 한․ASEAN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를 위
해 2006년까지 FTA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정도 서명
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한․ASEAN 포괄적 동반자
협력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한․ASEAN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행
동계획에서 제시된 구체적이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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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10개국 정상들과 손을 맞잡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2005.12.13)

2007년 1월 14일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10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ASEAN 정상들과 한․ASEAN간 협력사업의 가속화와 미진한 사업
을 재정비하는 의미로 한․ASEAN 행동계획 1차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고 한․ASEAN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또한 한․ASEAN 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
여, 경제 분야만 아니라 사회․문화 협력도 육성하겠다는 대ASEAN 협력의 미래 방
향을 제시했다. 이 방향에는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ICT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추
진의사를 표명하고, 동아시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교류 활성화 추진을 제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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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한․중미 통합체제(SICA)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9월 1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다자형식(1＋8)의 제2
차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 참석, 니카라과 대통령 등 중미 8개국 정상들
과 한․중미 지역간 우호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 지난 96년 과
테말라에서 열린 첫 회의 이후 9년 만이다.

각국 정상들은 통상, 투자, 경제협력, 국제무대,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증
진 방안을 담은 ‘한․SICA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한․중미 간 호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양 지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
해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에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며, 중미 정상들은 우리 기업의
중미진출 확대를 요청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중미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CAFTA-DR)이 발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이들 나라를 거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

는 데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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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8개국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미주시장 진출 거점 및 미래시장으로서의 중
요성이 작지 않으며,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
한 중요한 협력 대상국들이다. 지난 96년에 이어 제2차 한․SICA 정상회담이 개최되
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외교지평이 그만큼 확대되었으며, 우리의 외교가 전방
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차 한-SICA 공동선언문
1.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인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돌, 과
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그리고 준회원국 도미니카 공화국 정상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공동이익과 단결을 바탕으로 한-중미간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제2차 한-SICA 정상회의를 2005년 9월 12일 코스타
리카 산호세에서 개최하였다.
2. 양측 정상들은 금번 정상회의가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또한 1996년 창설된 한-SICA 대화
협의체가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
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대한민국 대통령은 SICA회원국 정상들이 2005년 3월 한국의 미주개발은행(IDB) 가
입시 보여 준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한국이 역외국으로서 양 지역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하고자 하
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천명하였다. SICA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
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이 중미의 통합과 경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4. SICA회원국 정상들은 중미지역의 경제정세와 투자환경, 특히 미-중미 자유무역협
정(CAFTA-DR)이 곧 발효됨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대중미 투자를 확대, 다변
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양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활
용하여 경제, 통상,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
임을 밝혔다.
5. 양측 정상들은 양 지역간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간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치안, 보건, 교육, 기술, 관광, 어업,
문화, 예술 그리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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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 대통령은 SICA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사회 발전 및 지역통합을
위한 여러 활동에 대해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7. SICA측은 그간 추진해 온 역내협력을 위한 조정 및 조화 과정이 중요하고 기본적
인 것으로서 국제적 협력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배분과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 및 협력 가능
성 검토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8. 양측 정상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온 데 대해 만
족을 표시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
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이 양 지역간 협력 가능성
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구라는 데 공감하였다.
9. SICA회원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유지와 관련된 문
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는 남북간의 화해와 6자 회담을 통해 해결
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SICA회원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 안보 및 번
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10. 대한민국과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돌,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은 니카라과 정부가 SICA의장국으로서 금번 정상회의 준비에 보여준 노력
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대한민국과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돌, 온두라스, 니
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은 개최국인 코스타리카 정부와 국민이 참가국
대표단에게 제공해 준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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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우리나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으로 대표되는 ‘다자 무역체제’를 가장 잘 이용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래 30여 년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
구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는 다자무역체제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대외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
졌고, 그 결과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눈을 돌리
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1998년 11월 칠레와의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하였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일본,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4)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FTA를 논의하기
에 이르렀다. 탄력을 받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략은 2005년부터는 본격
궤도에 들어서 ASEAN, MERCOSUR 등 캐나다 등 20여 개국과 협상 또는 협상 전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2005년의 본격적 FTA 추진 성과에 힘입어 2006년 상반기에는 한․ASEAN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하고 한․미 FTA,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
다. 일본과는 2003년 12월부터 6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일본이 농산물 분야에서 지
나치게 낮은 양허주순을 제시하여, 차기 협상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2004년 11월
이래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에 이어 2006년 3월에는 싱가포르, 2006년 9월 EFTA
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2007년에는 한․미 FTA 타결과 함께 한․EU FTA가 출범
4)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서유럽 국가로서 규모는 작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강한
나라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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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개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6-1. 한․미 FTA 협상 타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전도사로 변모한 까닭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미 자주외교 노선을 주창해 왔다. 그런 노
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의 전도사로 변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유로 두 가
지를 들어 설명한다. 하나는 개방의 불가피성이다. 경쟁을 안 하고 선진국으로 갈
방법은 없다. 밀려서 개방하는 게 아니라 개방을 주도해 나가야 할 수준에 왔으며,
여러 나라와 FTA를 해야 하지만 하는 김에 시장이 제일 큰 미국과 해야 한다는 것
이다. 또 하나의 이유로 중국 일본과의 경쟁을 꼽았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어 이왕 할 거라면 일본에 뒤처져선 안 되며, 중국과도 곧 FTA를 해야 한다
는 점에서 미국과의 FTA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대통령의 ‘능동적 개방에 관한 소
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FTA 체결을 최종 결심한 것은 2005년 9월 멕시코로 가는 비행
기 안에서였다고 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보고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이 확고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 직전 노무현 대통령은 배기찬(현 동북아시대위
비서관)씨의 ‘코리아, 생존의 기로에 서다’를 읽고 “우리나라의 미래 생존전략과 관
련해 영감을 얻었다”고 극찬했다. 이 책은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
력이 비슷해지는 2020～2030년까지 최대 패권국인 미국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신
뢰를 쌓고 실력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노무
현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싹을 발견했다”고 했다. 한․미
FTA 추진에 안보전략적 고려도 담겨 있었다는 얘기다. 또 기업들은 김대중 정부 후
반기부터 국가미래전략 차원에서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고, 이
같은 재계의 꾸준한 요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 FTA가 결실을 보려면 무엇보다 진보 세력의 반대를 극복해야만 했
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을 지지해 준 우군(友軍)들을 상대로 한 싸움이었
다. “정치적으로 손해를 무릅쓰고 결정을 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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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뚜렷했다. 바로 시장 개방에 대한
확신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도 찬반이 다 있지만, 개방하고 교류했던 나라는
망한 나라도 있고, 흥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 않고 교류하지 않은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대원군의 쇄국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실제 잘 몰랐다. 동학혁명의 소위 배외(排外)주의가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맞다고 해서 오늘도 그런 배외주의가 우리
민주주의, 민족주의의 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냐”(06년 6월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 오찬)며 반대자와 국민들을 일관성 있게 설득했다.

국민 믿고 자신감 갖고 도전 : 세계 최고와 한 번 겨뤄보자!

2006년 1월 한․미 FTA 체결 의사를 밝힌 후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FTA는 개방의 상징이고 우리도 문을 활짝 연다는 뜻이다.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일종의 쇼크 요법이라 봐야 한다. 국민을 믿고 자신감 갖고 결정했다. 자
신감을 갖자”며 국민을 설득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FTA의 목표는 한마디로 경쟁
력 강화이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로 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처한 글로
벌 시장에서 세계 1등이 아니면 설 수가 없다. FTA는 세계 최고와 한번 겨뤄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대시장 미국에게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 균형된 이익 도출을 위하여

한․미 FTA는 2005년 2～4월 중 3차례의 양국 정부실무자급 점검회의와 2005년
중 6차례의 양국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2006년 2월 3일 공식적인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지원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06. 7.25)하고 국회 ‘한․미 FTA 특위’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한․미 FTA 협상에는 26개 부처, 총 200여 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여했으며, 외교통
상부 내 한․미 FTA 기획단이 설치되어 협상과 관련된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전
부처를 망라한 한․미 FTA 추진 및 점검체계도 구축되었다. 추진상황 점검, 협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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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국내 보완대책을 검토하는 주간점검 회의가 개최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도 운영되었다. 각 부처별 한․미 FTA대책반(T.F)도 마련되어 관련 부처 간에 유기적
으로 협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다.

공식협상은 2006년 6월 시작된 이후 2007년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정부는 분야별 경쟁력 수준과 개방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의
견을 교환하였다. 2006년 9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성공적인
FTA 타결을 위해 FTA협상 및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추진하는 등 포괄적
관계지향을 통한 동맹관계의 저변을 심화․확대하기로 하였다.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 APEC 회의 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협상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또
한 수시로 협상 의제에 따라 정상 통화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설득해나갔다. “미국과의 FTA는 선진국
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도전이다.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을 하지 않
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다. 그 동안은 일본의 성장 모델을 쫒아왔지만, 이제
는 중국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자
면 미국 시장에서,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하여 성공을 이루어 내야 한
다”며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선 것이다.(06. 8․15경축사 중에서) 이렇듯 노무현 대통령
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안으로는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다독거리며 한미 FTA의 타결을 향해 험난한 풍랑을 헤쳐나갔다.

한 ․ 미 FTA 협상 타결

10개월여를 끌어오던 한․미 FTA 협상이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다. 앞으로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한․미 FTA는 한국에게는 최대의 무역협정이고, 미
국에게는 1992년 타결돼 이듬해 의회 승인을 받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우리에게는 향후 진행될 각 나라들과 FTA 협상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양국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은 약10년 뒤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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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이 중 약 94%는 3년 안에 관세가 사라진다.

이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섬유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은 농업과 서비스, 첨
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대국 시장에 더 폭넓게 진출할 수 있는 실리를 얻었다. 한․
미 FTA를 총 지휘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일 ‘한․미 FTA 협상타결 발
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으로 우리는 99% 이상, 미국은 100% 상대국 상품에 대
한 관세를 없애게 됐다”고 말하였다. ‘덜 주고 덜 받는’ 협정이 되리라는 당초 예상
보다 높은 수준의 FTA가 타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이번 협상
에서 ‘쌀은 거론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며, “확고한 개방 철학을
가지고 (비판 여론에) 꿋꿋이 버텨 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해 협상 과정에 어
려움이 많았음을 시사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과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로 FTA 협상
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그 기간은 최소 3년은 갈 것”이라고 말하
였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상당기간 동안, 즉 최소 3년 이상 미국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협상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한․
미 양자관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강화하고, 미국이 아시아 전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다지는 것이며, 자유 무역에 대한 한․미 정상의 의지
를 보여준 증거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미간 강력한 파트너십 더욱 증진될 것

노무현 대통령은 4월 2일 낮 12시40분께 권오규 경제부총리로부터 한․미 FTA 협
상 타결 사실을 보고받고 “양국 FTA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저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협상 타
결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즉시 미 의회에 이를
서면통보하고 FTA 비준과 이행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미국의 농업
인과 목축인, 제조업, 서비스 제공업자 등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경제성
장 및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
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돈을 절약하게 해줄 것”이라고 한국과 FTA 체결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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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였다. 그는 또 “이 협정은 또한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의 힘으로 기능해온
한․미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요지
•한미FTA는 정부가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벌인 협상이었습니다. 정부
는 철저히 따져 이익과 원칙을 당당히 지켜냈습니다.

•협상 타결로 주력수출품과 중소기업제품이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새로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부문 보호는 협상결과에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
과 지원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제약업 등도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고용지원 등 통해 국민생활에 불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할 것
입니다.

•일부에서는 근거 없이 막연히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제약업을 빼고 어디서 양극화가 심화되는지 누구도 분명히 답하지 않습니다.

•쇠고기 검역은 원칙대로 FTA와 분리해 논의할 것입니다. ‘무조건 수입’ ‘이면
계약’이란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일부의 이익을 지키거나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변화와 도전을 거부해서는 뒤처질
것입니다. FTA는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양쪽 모두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한미FTA는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한 협상입니다. 미국의 압력에 끌려다닌 적
이 없습니다.

•FTA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대
통령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지만 소신과 양심을 갖고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
린 결단입니다.

•그동안 근거 없고 과장된 논리가 난무했습니다. 이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모두가 사실에 근거하고 논리적․합리적인 토론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한 ․ 미 FTA의 성과

높고 힘든 파도를 헤치고 넘어온 한․미 FTA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는 통상대국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무역․투자․서비스
등 제반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여,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세계 통상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상대국 미국과의 FTA협상 경
험은 중국․EU 등 여타 국가와 추진하게 될 FTA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자산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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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다.
둘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서비스 분야 경쟁력이 제고되고
경제시스템 선진화, 대외 신인도 제고를 통한 투자유치 증대 등도 기대 된다. 실제
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피치社 등은 ‘한․미 FTA체결로 한국이 국가신
용 기초여건을 강화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감을 확보하였다. 한․미 FTA를 추진함으
로써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미국이라는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미동맹 강
화로 안보 리스크도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준 것이다.
넷째, 한․미 FTA의 추진으로 안보 위주의 한․미동맹을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동맹
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두 나
라의 경제적인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제고될수록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의지가 강
화됨은 물론이다. 또한, 동북아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함으로써 역내(域內) 지정학적
역학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예상된다.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한 안보 리스크 완
화는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시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 FTA의 체결 그 자체가 모든 현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시스
템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과 국민들도
있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도 있다. 노무현 대통
령은 이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국민 손해 보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하라”

한․미 FTA가 타결된 후 우리 정부는 곧바로 한․미 FTA 타결로 손해를 보게 될 국
민들과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대국민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미 FTA와 한국경제
워크숍’에 참석해 “한․미 FTA가 비준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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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준을 앞두고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우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체결 이전과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더 정확히 예측하
고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준 동의 거쳐 발효

한․미 FTA 협상은 이제 국회 비준 동의와 발효를 남겨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
시 대통령이 의회에 ‘TPA에 의해 한국과 FTA를 체결할 의사를 알린다’는 통지문을
접수시켰다. 이어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협정문이 공개되었다.

우리 정부도 역시 국회 한․미 FTA 특위나 통외통위 등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는 방침이다. 서명은 미국 TPA에 의해 6월 30일에 이루어졌으며, 우리 정부는 9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관련 8개 위
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 및 FTA
조기 발효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의 비준을 위해서도 한ㆍ
미 FTA에 대한 미국내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미국 의회, 재계 및 여론 주도층
을 대상으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한․미 FTA 관련 노무현 대통령 발언록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
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의지를 처음 밝힌 뒤 07년 4월 2일 한미 간 협상이 타결
되기 전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FTA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FTA 반대론에 맞서왔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조율이 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2006년 1월18일, 신년연설)

•“한미 FTA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일로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 우리가 주도적
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다”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하며,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으며 양
보 못하는 절대조건이 있을 수 있다”(06. 2월16일, 대외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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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선) 16강이 소망이었는데 4강까지 가버렸다. FTA를 통해
서 G10 안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2월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한미 FTA 협상 개시선언과 관련) 이 시기 하나의 큰 전환점으로, 도전에 성공하
면 좋겠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선진국형 서비스’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2월26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 손해 볼 것 같으면 합의 안 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준으로 하겠다”(3월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요즘 FTA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시련에 부닥치거나
위기에 도전해서 좌절하거나 실패한 일이 있느냐. 결국 하기 나름이다” (4월14일,
폴리텍 창원대학 방문행사)

•“한미 FTA는 그것을 통해 물건을 더 파는 것보다는 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
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각 분야의 세계의 제도와 뒤섞이지 않으면 수준이 올라가
지 않기 때문이다”(5월14일, 두바이 동포간담회)

•“FTA 그 자체가 아니라 내용상으로 좋은 FTA를 하겠다. (양국 간) 최적의 균형점
이 어딘지 잘 살펴보겠다”(6월9일, 6.10항쟁 관계자 만찬)

•“FTA도 찬반이 다 있지만, 개방하고 교류했던 나라는 망한 나라도 있고, 흥한 나
라도 있지만 개방 않고 교류하지 않은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 “대통령
이 되기 전까지 대원군의 쇄국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
지를 실제 잘 몰랐다. 동학혁명의 소위 배외(排外)주의가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맞다고 해서 오늘도 그런 배외주의가 우리 민주주의, 민족주의의
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냐”(6월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 오찬)

•“가능하면 협상이 빨리 진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도 없고 앞으로
도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6월21일, 대외경제위원회)

•“한국이 미국처럼 세계시장에서 강자로서 우월적 위치에 서 본적이 없어서 (FTA
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은 너무나 당연하다. 신속성과 내용의 충분성 모두를 충족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6월22일, 한미 재계회의 대표단 접견)

•“한미 FTA 대응 국내팀을 구성, 반대 여론을 비롯한 각종 국내 의견을 수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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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라” (7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한미 FTA 추진은 대통령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다. ’한미
FTA의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도외시한 채 손실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7월1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개시 조건으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
에 대해)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서 부당한 양보를 하여 국익을 손상한 바 없다”(7월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정보공개는 대통령이 보고받는 수준으로 최대한 하겠다. 고도의 협상전략 외에
는 다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은 FTA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지만 FTA 협상의 대상은 아니었다”
“한국이 개방해서 실패한 게 별로 없다. 농업 얘기할지 모르지만, WTO(국제무역기
구)로 개방됐고 그 외에는 패배할게 없다.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
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통상절차법 관련) 국회가 조약체결권을 갖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8월9일, 연
합뉴스 특별회견)

•“FTA를 갖고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선의를 갖고 진실로 이 문제
를 다뤄나가야 한다 ”(8월25일, 국회 한미 FTA 특위 만찬간담회)

•“만일 일본과 중국이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면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우
리나라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8월31일 KBS특별회견)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한미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기회다”(9월13일 미국 방문 중 헨리 폴슨 미재무장관 면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가 무슨 밤낮없이 논의를 하고 있느냐. 서류 안 보
여준다고만 논쟁할 뿐이지, 느긋하게 하고 있다. 제일 바쁜 데는 협상팀이다”(9월
28일 MBC 100분토론)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2007년 1월23일 신년연설)

•“이라크 파병, FTA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인정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것
이,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다”(2월17일 청와대브리핑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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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한국은 미국화 될 수 없다. 한국 사람들 호락호락 하지 않다. 대원군, 대한
제국 때 우왕좌왕 하다 무너지던 때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이다. 지도자가 좀 뭣
해도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한국이 협상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안 열어주고 미국도 자꾸 열어달라고 애를
안 써서 오히려 아쉬움이 있다. 협상이 끝나도 서비스 열리지 않는다면 주도적, 자
발적으로 열어야 한다.” (2월27일 인터넷매체 합동회견)

•“한미 FTA의 영향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크고 국민도 더 불안해하는 등 양
국 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선택이었다”(3월7일 폴슨 미재
무장관 접견)

•“FTA 체결을 안 할 수도 있고,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이 모두를 전부 검토해서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적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3월13일 국무회의)

•“염치도 없다. 한․미 FTA 하면 (농민들이) 또 돈 내놓으라고 하고, 한․중 하면 또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FTA가 체결되
고 나면 이 나라의 FTA를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직접 앉아서 토론할 것이다.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
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마지막 한두 개 꼭지를 따야 될지도 모르겠다” “수지가 맞아야 거래가 성립된다.
최종시간까지 잘 따져서 하겠다”(3월28일 카타르 도하 동포간담회)

•“최후의 순간까지 국익을 위해 최선의 협상력을 발휘해달라” (3월30일 청와대
협상상황 보고회의)

6-2. FTA 협상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FTA 네트워크의 전략적 확대
노무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FTA를 추진하며 세계 경제의 자유화와 지역 통합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FTA는 밖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샌드위
치 압박, 전세계적 경제블록화, 안으로는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력 침체가 우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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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무형의 하이퍼 인프라
(Hyper-infra)로서, FTA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동시에 우리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
었다.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경제 정상외교는 특히
한․ASEAN FTA 체결과 한․캐나다 FTA 추진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끊임없는 정상외교와 실무외교의 조화로운 전개를 통해 ASEAN과 북미
시장이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경제권역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터전을 닦았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FTA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일본․EU․ASEAN 등 우리의 5대 교역대상국이 우리
전체 교역의 7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 ASEAN FTA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비해 한발 늦게 ASEAN과의
FTA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FTA 공동연구를 2004년 3월 개시 이후 5개월 만에 완
료하고, 2005년 2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하여 10개월 만에 기본협정, 상품자유화방식,
분쟁해결 절차협정 등 한․ASEAN FTA의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만 2년
이 채 안 되는 단 시일 내에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을 일거에 만회하고, 향후 한․
ASEAN FTA 최종 타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국과의 정상회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2005년 12월 13일 말레
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ASEAN
10개국 정상 간에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정
식 서명되었고 2007.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서비스 협
정이 서명되어 2008년중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한－ASEAN FTA는 완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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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기본협정 서명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

한․ASEAN FTA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FTA 중 가장 큰 규모의 경제력과 무
역량을 가진 경제권과의 FTA이다. ASEAN은 인구 5억의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
으로, 우리의 제5위 수출 시장인데다가 상당수 ASEAN 회원국이 고관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ASEAN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대 ASEAN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약 42억 달러 가량 증가하고, 대 ASEAN 무역 흑자는 약 15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ASEAN FTA 체결은 우리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축
(hub)으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 ․ 캐나다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인 캐나다와의
FTA 체결은 북미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캐나다와 FTA 체결을 단기 과
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04년 11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양국 정부 간 예비협의를 추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FTA 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2005년 7월 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6월까지 10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한·캐나다 FTA 체결시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토대
로 상호 실리에 맞는 교역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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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EU FTA

EU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으로 농업 등 민감분야에 있어서 상대적
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속적인 EU 회원국의 확대로 역
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FTA를 통한 시장 진출이 긴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EU는 WTO/DDA 타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 FTA 협상 추진에 소극
적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양측 간 FTA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
나 최근 DDA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고, 특히 한․미 FTA 협상 출범에 자극을
받아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과 FTA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EU측은 2006년 5월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EU FTA 추진 문제를 주
요 의제로 다룰 것을 제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5.15)에서 양측
은 FTA 추진을 전제하지 않고 사전 예비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7월
및 9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상호 관심사항을 분야별로 사전 점
검하였다.

한편, 정부는 한․EU FTA 세미나 개최(2006.6.12, 8.25)및 경제적 효과 용역 연구 진
행,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11.24) 개최 등을 통하여 한․EU FTA 추진 필요성,
추진시 경제적 효과, 분야별 고려 사항에 대해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한․EU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EU의 시장규모 및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수준을 고려할 때 한․EU FTA가 GDP와 수출의 증가를 통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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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측도 2006년 10월 4일 DDA와 함께 WTO-plus의 양자주의를 함께 추구하겠다
는 내용의 신통상정책 제안을 발표하였고, 2006년 11월 13일 ASEAN, 인도와 한국을 유력
한 FTA 추진 후보국으로 적시하였으며, 집행위(Commission)가 한국에 대한 구체적 협
상지침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EU 내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왔으며, 2007년
4월 23일 EU 일반이사회에서 협상지침을 최종 부여하여 한·EU FTA 출범 준비를
완료하였다.

우리 정부도 5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개시를 결정함으로써 협
상개시에 필요한 국내적 절차를 양측이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과 Peter Mandelson EU 집행위 통상담당집행위원은 5월 6일 서울에서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협상(5.7-11)에 이어 2차협상은 7.16-20
간 브랏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한․EU 양측은 WTO 규정에 부합하는 “실질적
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할 예정이다.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
브』로 부상하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 제1의 경제권, 우리 제2대 교역상대
이자 제1의 투자파트너인 EU와의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국,
EU 등 3대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
로 칠레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3대 거대경제권과 성공적으로 FTA를 추진할 경
우 무역에 있어 3각 균형관계를 구축하게 되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 ․ 멕시코 SECA

한․멕시코 FTA의 첫 걸음은 2005년 9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에서 비롯
되었다. 양국정상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관계를 제고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전략적 경제보완협정은 주로 중남미 국가간에 추진된
FTA의 중간단계의 협정으로, 당초 우리측은 상품․서비스 등 분야의 포괄적 자유화를
포함하는 FTA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멕시코측은 국내 산업계의 반대 및 국내 정치 사
정(2006년 대선) 등의 이유로 準FTA인 SECA의 추진을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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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6년 3차 협상까지 개최되어 협정문안에 상당
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현재 멕시코 측의 사정으로 협상이 소강상태에 있다. 멕시코
와의 SECA 추진은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
고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미주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 인도 CEPA

미래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신흥유망시장이자 서남아 지역 경제
허브로서 전략적 가치를 가진 인도와의 FTA는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공동연구그룹(JSG: Joint Study Group) 출범에 합의함
으로써 시작되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총 4차례 진행된 공동연구그
룹회의 결과 2006년 1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공동연구보고서가 채택되었
다. 이 보고서는 양국 간 교역 및 경제구조의 보완성을 감안할 때,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 경제관계의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CEPA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2월 6일 인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은 한․인도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 따라, 2006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4월까지 6차
례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한․인도 CEPA 체결시 양국간 교역증
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전자, 기계, 수송장비, 철강, 석유화학
품목에서, 인도는 섬유, 석유제품, 광물, 농산물 등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23억불의 무
역수지 개선효과와 1조 3천억원의 GDP 증가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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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FTA 공동연구 진행 및 기타 FTA 여건 조성
한 ․ 중 FTA 민간공동연구 및 산관학 공동연구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과는 2004년 11월 ASEAN+3 계기 한·
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따라 우
리나라 대외경제연구원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1
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민감분야 등 양측 관심사항을 중
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2006년 12월 최종 보고서에서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
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산·관·학 공
동연구가 2007년 3월말 출범하여 진행 중이다.

중국과의 FTA는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큰 반면, 양국간 유사한 농수산물
작목 및 소비구조,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우리 농산물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
다. 앞으로 한․중 FTA의 협상개시 여부는 산·관·학 공동연구의 결과,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수준, 국내 각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 ․ 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

한국은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이자 인구 2억 2천만명의 거대 신흥시장인
MERCOSUR와 FTA 체결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은
남미 방문시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상과 한․Mercosur 무역협정(TA : Trade
Agreement)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4차에 걸친
정부간 공동연구 회의가 개최된 후, 2006년 12월 공동연구가 완료되었다. 공동연구
에서는 양측간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관세·비관세 제도와 정책방향에 대
해 검토하였으며, 협상개시 여부는 Mercosur 측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속적
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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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와 FTA를 체결할 경우, 인구 2억 2천만명의 떠오르는 거대 신흥시장으
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공산품 수출 증대와
안정적인 원자재 수입선을 확보하고, 나아가 심화되는 미주지역 경제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사전예비협의

걸프협력회의(GCC :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간 체결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서 중동 지역
최대의 경제권이다. 2007년 3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우디,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GCC간 FTA 출범이 합의됨에 따라 현재 2007년내 FTA 협상 출범을 준
비하기 위한 사전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류 제품에 대한 우리의 높은 GCC 의존도(원유 수입의 68%, LNG 수
입의 47%)와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이 이미 GCC 국가들과 FTA 협상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FTA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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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7-1. 국제 안보책임의 분담
국제사회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와 함께 국제평화유지활동(PKO/PKF)에 대
한 참여정도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한국이 동북아지역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
는 국제안보의 책임 분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군은 걸프전 참전에 이어 소말리아, 앙골라, 그루지야에서의 PKO 활동에 참
여함으로써 전 지구 차원에서 활약을 해왔다. 더욱이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
라크 파병 활동은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았다. 그러나 한반도
의 외부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파병을 비롯한 군의 해외 활동과 관련해
국내에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과연 한국의 국가위상에 맞게 적절
한 역할을 해왔는가라는 사실에 대한 이견이 상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 과정에
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이해관련 집단이나 전문가 그룹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의견
을 수렴해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파병 이후에도 최초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해 엄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2월 유럽 순방 후 귀국길에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 부
대를 전격 방문하여 우리 파병 장병들을 격려한 바 있다.

7-1-1. 이라크 파병과 한․미 동맹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첫해, 3월 들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9․11 테러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미국인들은 미국 본토가 더 이
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라크전을 결심한 미국은 한국의 전쟁 지지
표명과 파병을 요청해왔다. 동맹국인 미국은 지지를 요구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파병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연일
파병 문제를 논의하는 마라톤 회의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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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부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을 지지하는 공식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노무
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다. 열
흘 뒤인 3월 20일 새벽.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관저로 긴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미국이 곧 이라크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이었다. 오전 9시쯤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두 시간 후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며, 지지를 요청한다는 메시지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답했다.
“귀국의 군사적 결단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뭇거린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말했다.
“(4월 18일에) 체니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고
홀가분하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에는 이라크가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짧은 전화 통화였다.

파병문제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들은 입을 다물었다. 파병은 반미냐, 친미냐의 문
제가 아니었다. 전쟁의 대의명분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참모들은 노무현 대통
령의 전통적 지지층이자 파병 반대자들에게 파병의 당위성을 설명할 명쾌한 논리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국방, 외교, NSC 등 외교안보 실무진들만이 한․미동맹 관계의
입장에서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일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었다. 노무현 대통
령의 지지자들은 배신감 속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이 날 오후, 청와대는 부시의 이라크 전을 공식 지지하
며 ‘건설 공병과 의무대 파병을 지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미국 신문과 우리 신문
에 마구 난무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
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공격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대통령이고, 그런데 전쟁은 난다하
고 이런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팎곱사등이 됐지요. 북핵문제를 가지고 전쟁
은 없다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하
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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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 묻는 것이 전쟁하냐, 북한이
붕괴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해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
낼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큰 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큰 일 났다’는 사람들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
까? 천지도 없이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라고 생각한 모양입
니다. 그래서 한․미관계가 나빠진다고 계속 신호보내서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와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
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 바로미터
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7-1-2. 신속한 결단으로 국론 분열 막아야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에 얼마나 많은 군대를,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는 문제가 동맹국 지도자들의 공동 과제로 떠오른 때였다.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움직임은 8월 19일에 바그다드 유엔 본부 건물 폭탄 테
러로 2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당시까지 이라크엔
미군 13만9천명과 영국을 비롯해 31개국 병력 2만1700명이 주둔해 있었다. 테러 발
생 직후 럼스펠드는 추가 파병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그 시각에 콜린 파월은
뉴욕 유엔본부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을 만나 추가 파병을 위한 새 유엔 결의안 채
택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9월 4일에 미국은 유엔에 새 결의안을 제안하였고, 7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백악
관에서 15분 동안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870억 달러의 대 테러전 추가 비용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부시는 또 국제사회의 자금과 병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미 제3의
다국적 사단을 각국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9월 3일에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미국의 국방부 부차관보 롤
리스가 주한 미대사 허바드와 함께 라종일 보좌관을 찾아와 1개 여단 규모의 한국
군을 파병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라 보좌관은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때
부터 청와대와 외교, 국방부는 추가 파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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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9월 10일 일제히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전투병
파병을 요청받았으며, 1개 여단 규모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일부 언론에서
는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와 연개하여 파병문제를 고려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그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주한미군 재배치 문
제와의 연계검토 방안은 오히려 연계를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재배치
문제는 변화된 세계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방침이므로 거기
에 맞춰 나가야 할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었다. 다음으로 추가 파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결정 이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부지기수라고 판단하였다.
사망자가 속출한다면 정부가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했다. 8월
말까지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군의 수가 149명에 이르고 있었다. 또, 이라크 추가 파
병이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도 미리 분석해두
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미 정부가 “내부적으로 유엔 주도의 다국적군에 우리 군을
추가 파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고, 국민들 사
이엔 파병 찬반론이 또다시 들끓어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대단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선택에 있어 백지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전통적 우방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번에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부에 알려질 때에도 내가 완전 중립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대로라면 사안을 공론의 장에 내놓고 여론을 수집할
것이었다. 그러나 파병 자체에 대한 찬․반 중에 접점이 없었던 지난 4월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국론분열로 치달을 소지가 컸다. 이런 문
제에 관해서 지도자로서 신속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여론 수렴을 하면서 상
황을 관망해야 옳은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결단의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도 고민이
었다. 군인들은 안전할 것인가,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가, 이라크의 재
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른 아랍 국가들이 파병을 지지해줄 것인가, 이라
크 국민들은 우리 군인들을 어떻게 수용할까, UN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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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가, 하는 의문들이 꼬리를 이었다.

참여정부는 당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지원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탈북난민지원법’ ‘북한자유화법’이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경수로 공사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온 한국은 미국이 중단을 결정하
면 기약 없이 복구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민감한 사안이었
다. 부시 행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하는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체계를
위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제에 한․미 협력관계 중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한․미 동맹관계라고 하면 강화냐 훼손이냐는 둘
중의 하나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오히려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
다고 여겼다.

9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NSC에 “우리가 미국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과 불
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아이템별로 구분해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국제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반드시 쌍방 이해관계에 의해 복구되어 왔습니다.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국가안전보장 상
임위 회의할 때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할 것과 받아들일
것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파병 안에 대해 구체적 판단 근거들을 수집하고 있
는 동안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도 찬반 논란이 분분했다. 유인태 수석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수석도 대통령에게 추가 파병 반대를 조언하였다. 4월
에 그랬던 것처럼 NSC와 외교부, 국방부를 제외한 비서실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반대였다. 그러나 찬성이나 반대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구
체성을 담고 있지 못하였다.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말했다. “나는 눈
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나를 설득하려면 구체적 증거와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내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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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외교, 통일, NSC에서 연이어 보고서를 올리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이라크
내 치안 및 군사상황, 통일부는 추가파병과 한반도 내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를 제출
했고,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은 여타 국가들의 동향을 보고했다. 파
병국들은 대부분 추가파병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들은 유엔
결의안 채택 동향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대한 양
의 파병관련 보고서를 꼬박꼬박 챙겨 읽었다. “국민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결정하
라”는 일부 언론의 압박에 괘념치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
병에 대한 명분과 실리가 선명해질 때까지는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7-1-3. 이라크 추가 파병 확정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은 정부가 공식발표하기 전 일본 교토통신에 의해 먼저 알
려졌다. 10월 8일 워싱턴발로 교토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파병 방침을 통보했으며,
파병 시기는 1～2월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NSC 관계자가 즉각 부인하고 나
섰지만, 빠르게 앞서 나가는 언론보도를 잡을 길이 없었다.

10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장시간 토론이 벌어졌다. 이틀 전 유엔 안보
리회의에서 미국이 제출한 ‘이라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면서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급진전되었다. 다국적군 파병 안이 유엔을 통과한다면 우리나
라의 파병을 지지하겠다는 국민이 74 %에 달해 있던 만큼 명분을 얻은 셈이었다.
당초 결의안에 이의를 제기했던 프랑스와 독일도 사전 회담을 가진 뒤 미국 측 결
의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안전보장회의에서는 파병 로드맵이 작성되었다. 10
월 하순경에 대미협상단 실무급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하고, 파병의 성격과 형태, 규
모, 시기 등은 11월 중순까지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2004
년 초에 파병한다는 시간표가 대략 정해졌다.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추가 파병 원칙’뿐이었다. 일반의 생각과 달리 전투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가 나왔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한국 국민들의 여론, 한국군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이라크의 질서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는 취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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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추가 파병 결정을 하기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규모와 성격 등이 섣불리 거론되는 것을 경계했다. “규모, 시기, 성격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추론은 일체 중단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 완전 비전투부대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갑시다. 앞으로 논의에 따라 결과가 어떻
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못 박아 다시 한 번 말합
니다. 국민 여론을 듣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내가 결정합니다.”

파병 발표를 언제 할 것인가도 주요 사항이었다. 외교팀은 부시와 정상회담을 하
는 APEC에서 공식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기
왕에 결정한 것이니 하루라도 빨리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윤태영 대변인이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확정 발표’를 하였다. 미국의 파병 요청이 온 지
한 달여 만이었다.

파병 원칙이 발표되자 국민들 사이 찬․반 논쟁이 다시금 들끓었다. 노무현 대통령
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배신감에 격분했다. 한․미 동맹관계와 한반도 평화, 국가의 실
익을 생각했다는 청와대의 명분은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는 전
면화 되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할 만큼, 각각의 사안들을 놓고 국론은
갈라지고 여론은 양분되었다. 사분오열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난감한 것은 대
통령이었다. 대화는 좀처럼 수렴되지 않았고,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제시
하는 의제는 각자의 정파적 입장에서 재단되었다. 접점은 없었고 합리적 중도는 이
야기도 꺼내기 힘들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많은 지지자들을 잃었다. 보수는 보
수라서 거리를 두었고, 진보는 진보대로 대통령의 변심을 탓하며 더욱 더 멀어졌다.

7-1-4.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07.1.31 현재)

구분

아프간
지원단

파병
인원

1

레바논주둔 라이베리아
수단
인․파
잠정군
감시단 평화유지군 군사감시단

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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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루지아 동티모르
감시단 통합임무단

8

5

네팔유엔
임무단

5

참여정부는 레바논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군수기지와 보급로 경계 등을 주요 임무
로 하는 350명 규모의 병력파견을 추진 중이다(07.7 파병). 동 병력은 특전사 108명,
참모․행정 73명, 공병․의무․수송 등 지원 병력 16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의 PKO 참여 현황은 2007년 5월 31일 현재 총 48명 파견, 파병순위 71
위이며, 향후 정책방향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PKO 참여
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평화유지활동(PKO)이란?
PKO는 Peacekeeping Operation의 약어로 UN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수
행중인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1948년 최초 활동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는 정전 감시, 분쟁 재발 방지 등 소극적인 평화유지활동에 한정되었으나 냉전종식
이후 국가간 전쟁보다 내전이 증가함에 따라 PKO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임무
도 법질서 유지, 민간정부 수립지원, 시민사회 재건 지원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 가입 후 소말리아, 앙골라, 동티모르 등을 포함한 9개 지역의
PKO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평화와 안전에의
기여를 위하여 PKO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7-1-5. 대통령의 아르빌 깜짝 방문, 동방계획
어쩌면 아르빌은 언제나 대통령의 마음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기에 어느 날 문득 그곳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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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을 마치고 밤늦게 귀국하고 나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던 2004년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여독과 시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은 피로를 감추지 못한
모습으로 부속실 직원을 찾았다.
“아무래도 이번엔 그쪽으로 가는데, 오는 길에 아르빌을 들러봐야 되지 않겠나?
누구한테 어떻게 지시를 해야할 지 준비해주게.”

그것이 시작이었다. 대통령은 아르빌 방문을 거창한 프로젝트로 생각하지 않았
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아
르빌 방문계획이 최종 확정되고 실행에 옮겨지는 그 순간까지 대통령은 노심초사하
지도 않았고 남달리 긴장하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한 표정으로 임했을
뿐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계획에 관한 한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모든
준비는 실무진에 전적으로 일임했다. 그 침묵이 담대함이었는지 또 다른 긴장이었
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음날인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본관 집무실.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NSC 관계자
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아르빌 방문의 검토를 공식 지시하였다. 대통령 지시는 간단
했다. 프랑스 방문이 끝나는 대로 아르빌로 가자는 것. 어떤 전제조건도 없었고 어
떤 추가 단서도 없었다. 이날 오후 부속실 직원이 대통령에게 물었다. “혹시 그곳에
서 1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던 서류를 내려놓으면 대통령이 대답했다.
“내가 거기서 자면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이 들겠나?”
출국을 하루 앞둔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관저 접견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종
계획이 확정되었다. 바뀐 비행항로가 그려진 지도위에 ‘동방계획’이라는 글자가 크
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동방계획’이란 합참작전본부장과 NSC실무자가 대통령 최
초보고자료를 만들며 보안유지를 위해 가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논의를 통
해 결정한 것이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지칭하며 지은 시 ‘동방의 등
불’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이라크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동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
고 ‘동방에서 귀인(대통령)’이 온다는 덧을 의미하며 대통령께 ‘동방계획’이라고 보
고하면서 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방문을 뜻하는 암호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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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끝 방문이라 보안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2005년 설날을 전후해 방문하
자는 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이번이 적기라는 판단이 압도적으로 많았
다. 대통령은 대강의 설명을 듣고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끝까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은 언론통보 시점과 엠바고 문제였다. 이 역시 묵묵히 듣고 있던 대통령이 정리를
하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언론도 잘 협조해 줄 겁니다. 믿고 해야죠.”
계획을 알고 순방길에 나선 몇몇 참모들은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계획이 허점 없이 잘 짜여진 것인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는 없는지 조바심
이 났지만 그렇다고 순방국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라오
스 방문을 마치고 영국 런던에 도착한 날 밤, 관계자들 회의가 심야에 열렸다. 주로
서울에서의 준비상황을 들을 다음, 현지에서 챙겨야할 사항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최대 고민은 역시 일정변경에 따른 보안유지와 원활한 송고 서비스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 간략히 준비상황을 보고 받은 대통령은 “알았다”는 답변과 함께 다시 한․
영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했다.

파리에 도착한 12월 5일 일요일, 아르빌 방문 이틀 전. 서울에서 온 구체적인 시
나리오와 함께 상당히 두툼한 보고서가 부속실로 전달되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
당국에 양해를 구하는 대통령의 친서도 작성돼 있었다.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했다.
밤이 깊어가던 10시 무렵, 대통령은 다시 간략한 보고를 받고 친서에 서명하였다.
쿠웨이트 행 특별기가 이륙하자 대통령은 예정대로 기자들 앞에 나가 아르빌 행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기내 준비회의가 열리고 대통령은 그때서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받았다. 대통령은 12월 8일 새벽 쿠웨이트 무바라크 공
군기지에 도착하여 대기 중이던 공군 C-130 수송기를 타고 우리 장병 3,700명이 주
둔 중인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였다. 아르빌 현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대환영이었다.

대통령은 장병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흘린 땀이
대한민국의 외교력, 한국의 또 다른 힘이다. 여러분이 있고 없음에 따라 외교장관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 이라크 파병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장
병들을 격려하였다. 식당에서 장병들과 식사하고, 내무반을 둘러보고 나왔다. 이 때
수많은 장병들이 나와 오히려 대통령 일행을 격려하고 환영해주었다. 그때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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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사가 “대통령님”을 부르면서 튀어나왔다. 수행 경호관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그를 제지하려 했다. “우리가 주문한 일인가, 이런 게 계획돼 있었나?” 의전행정관
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의전팀이 당황한 사이 대통령은 웃으며
“그럽시다” 하고는 그 장병을 덥석 안았다. 그 억센 포옹, 그 병사는 이번엔 대통령
을 안고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닌가? 경호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할 일이었다.
대통령은 환히 웃고 있었다. 장병들은 양측으로 도열해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 일
행을 환송했다.
대통령은 자이툰 병원으로 이동하는 지프차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를 지
켜보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말을 건넸다. “대통령님께서는 영국에서 황금마
차를 타셨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당시 사단경비중대 해병이었던 김준석 상병은 대통령을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만
있어도 영광인데, 가까이서 사진을 찍고,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한 대통령과의 포옹,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을 힘껏 안고 빙그르르 돈 것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자
영광으로 길이 남을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을 비롯한 자이툰 부대 전우들은 대
통령과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파병임무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설령 난관이 있
을지라도, 우리는 조국이 부여한 이라크의 평화․재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심동
체가 되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격적인 아르빌 방문이 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통령의 갑작스
런 특정 지역 방문을 위한 국가 간의 교섭과 자원 동원,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진
행된 수많은 일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동안의 순방 기간 내내 우리 항
공기로 이동하고, 우리 군의 수송기를 탔으며, 자이툰 부대에서도 우리 장갑차와 우
리 지프를 탔다. 우리나라의 역량이 어느새 이만큼 성장한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 극비프로젝
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방계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말없이 자기 자리에
서 열심히 한 결과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 장병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
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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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었다.

7-2. 국제적 기여의 증대
우리나라는 전후 재건, 경제개발, 민주화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반세기만에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개발 사례는 현대 세계
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그 위상과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우리의 성공적인 경제개발의 경험을 여타 개발도상국과 공유해 줄 것을 기대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한․나이지리아 경제인 오찬간담회 06.3.10)”

그러나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극히 짧은 탓
에 실제 우리나라의 물적․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동
안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항상 한국 정부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이 점진적으로 아프리카의 경제발전
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과 앞으
로의 계획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대외공적원조(ODA) 규모를 우리 경
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 3국을 국빈 방문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을 담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2008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 예산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약
속하였다.
아울러, 개발원조 확대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 연수생 초청교육,
질병퇴치를 위한 의료․보건 분야 지원확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수산업 분야 지
원확대, 첨단 정보기술 전수, 한국과 아프리카 간 통상투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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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02년 2억 7,800만불
에서 2005년 7억 5,200만불로 대폭 확대하고, 인도적 위기상황 대비를 위한 UN중앙
긴급대응기금(CERF)과 분쟁종식후 복구지원을 위한 평화구축기금(PBF)에 자금을
공여했다. 또한 중남미 무역협력 예산을 2005년 810만불에서 2006년 1,200만불로 확
대하고, 파나마 대통령궁 각료회의실 정보화사업 등 중미통합체제(SICA)와 8개 분
야에 걸쳐 무상협력 사업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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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너지 ․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형 정상외교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철저한 기획과 준비에 의한 전략적 접근으로 이루어
졌고 가장 핵심적인 컨셉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번영이었다. 하지만 주변 4국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 유관국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컨셉을 우선시했지만 대부분의
정상외교 활동에서는 국익, 특히 경제적 차지를 중요시했다.

에너지․자원, 통상, 해외투자 유치 및 진출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 국력신장에 직
결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전략포인트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부터 2007년 4월까지 해외 정상외교는 총 53회(우리 정상으로서 최초로 방문한 나
라 13개국)에 이르는 많은 활동을 통해 외교지평을 확대해왔다. 이들 방문국 대부분
은 에너지․자원 부국 또는 우리 기업의 통상진출에 필수적인 국가들로 실제로는 경
제적 지평확대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침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
지구촌 내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맡는 업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욱 막중하다. 해외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하기 위해
해외순방에만 전념할 수 만 없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파격적인 동선으로 전략적인 접근으로 해외순방에 임했다. 순방 내내 항상
우리나라와 기업들을 세일즈하고 다녔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특히 후발국에서
는 우리만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도 이익이 나야한다는 것에 역점을 두었
다. 자원과 플랜트로 인프라를 구축해주거나 국가경영컨설팅, IT정보 이전 및 인력
교육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정상과는 솔직하고
편안한 화법, 그리고 유머감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 228 -

8-1. 에너지․자원, 정상외교로 확보하라
8-1-1. 세계는 지금 자원 확보 전쟁 중
2004년 이후 시작된 유가 상승이 2005년 평균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베럴당 49.4
달러를 거쳐 56달러(2007년 1월 기준)까지 치솟는 등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2006년 세계 석유소비는 하루 8.400만 배럴이나 생산여유분은 100만～150만
배럴에 불과해 보통 안정기 때의 여유분 300만～400만 배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언제든지 석유수급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원전
쟁에 돌입한 상태다. 자원전쟁은 9․11테러 이후 그동안 시장안정요인이었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작되었다. 또 중
국․인도가 본격적인 경제성장기에 진입하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확
보에 나서면서 자원전쟁은 본격화되었다. 9․11테러를 기점으로 미국은 전략비축유
를 10억 배럴까지 늘렸고, 중국과 일본은 아프리카의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개발원
조를 해주면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전의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 상황은 그야말로 황무지와 같았다.
그 이유는 에너지 자원 개발은 투자기간에 비해 회임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많기 때
문이다. 또한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Oil Shock)와 91년 걸프전 이후 10여 년 동
안은 적어도 석유와 자원문제에 관해서는 태평성대를 누려왔다. 더구나 93년 동력
자원부를 없애면서 자원문제에 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지내왔다. 더욱이 97년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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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덮쳐오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자본회임기간이 긴 해외자원개발부문을
축소하거나 아예 싹을 잘라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04년 3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다
가 5월에는 배럴당 40불,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OPEC의 증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50
불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는 96.5%, 05년 수입액은 667억
달러(전체 수입액의 4분의 1)로 전년 대비 33.5%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는 우리
수출 1․2위 품목인 반도체(300억 달러)와 자동차(295억 달러)의 수출합계를 훨씬 웃
도는 수치다.

또한 원유수입 중 81.7%는 중동에서 들여온다. 현 우리 경제의 파이프라인이 중
동과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입국 다변화 또한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
다. 세계 4위 원유 수입국, 세계 7위의 석유소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자원확보 전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원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치
밀한 전략과 파격적인 행보로 전세계를 오가며 자원시장을 개척하는 노무현 대통령
의 모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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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자원외교 경쟁에 뛰어들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원외교 패러다임을 ‘안정적 에너지 도입’ 위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중심으로 전환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자문회의’도 발족시켰
다. 그리고 2004년 9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첫 정상자원외교를 전개함
으로써 우리나라도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에서는 정상외교가 중요하다’고 역설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정상외교야말로 즉각적이고 커다란 힘을 발한다. 중동, 중남미, 아프
리카 등 자원 잠재력이 높은 자원부국과 구 사회주의권 등 정부주도의 자원개발 개도
국의 경우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로서, 정상외교를 통한 정부 간 협력채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자원개발과 플랜트 건설을 국가전략과제로 간주해 정상이 직
접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국가들은 대개 행정절차가 복잡해 최고위층의 의사결
정방식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상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는 자원개
발, 발전설비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핵심 인사나 상대방 파트너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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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접촉이 가능하며, 협상절차를 단축하거나, 실무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이를 타개하는 등의 실질적 도움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원외교는 국가 정상이 뛰
어다녀야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상외교는 대통령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 성과가 좌우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매력도 포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
상회담 시 진지하고 솔직한 화법으로 상대를 정확하게 설득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
령의 유머감각은 상대의 긴장을 풀게 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면서 좋은 결
실을 맺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발휘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자원정상외교를 통해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어
려움이 많은 러시아․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자원보유국이라
면 오지도 마다않고 직접 찾아가 자원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의 돌파구
를 열어 주었다. 또한 단순히 자원만 개발해주거나 수입선만을 다변화 시킨 것이 아
니라 그 나라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플랜트사업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개발국에
대한 인프라 구축으로 생산의 시너지를 발휘할 토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경제부분 실무담당이었던 홍성화 국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20년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외교를 펼쳤다. 또한 에너지 외
교의 새로운 모델로 자원․광물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플랜트와 자원이 함께 가는
형태, 즉 인프라와 자원이 함께 가는 형태로 개발하도록 했다. 몽골의 동광 개발에
필요한 전력시설이나, 나이지리아 경우 해상광구개발을 할 때 가스관을 함께 건설하
는 조건으로 개발에 참여하였다. 전력시설이나 가스관 건설과 같은 플랜트 사업은
그 나라의 산업 인프라 구축에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이
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호 윈-윈(win-win)인 것이다. 이
것은 크고 멀리 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상
자원외교는 날로 심화되는 자원민족주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역대 최대 호황기를 구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상세한 설명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이룩한 자원․에너지 분야의
성과를 개괄적으로 우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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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상 자원외교 현황>
일시

방문국

주요 성과

추진현황

․ 서캄차카 유전개발

석유공사-Rosneft 공동개발 MOU 체결
한국측 지분(40%) 매입 완료(’05.12)

․ 엘가 유연탄개발

광진공 - 러, 사하공하국 MOU 체결
한국 컨소시움(광진, LG, 포스코) 구성(’05.8)

․ 동시베리아 송유관

송유관 협의회 구성(4개분과, 21개사)
후판(1만톤), 코팅소재(6천톤) 등 공급

․ 한․러 가스협정

2006년 11월 가스협정 체결

․ 잠빌유전 개발

정상회담시 잠빌․제티수 광구 병합
한국지분(27%) 약정체결(’05.2)

․ 우라늄광 개발

광진공 - Kazatomprom MOU 체결
한국 컨소시움(광진, 한수원 등) 구성(’05.7)

․ 15-1광구 추가탐사

갈사자(1.2억배럴, ’05.9) 및 백사자(10억배럴,
’06.2) 추가유전 발견

․ 11-2광구 매매계약

베트남(PV)과 가스 매매계약(’05.4) 및 BP
와 수송계약 체결(’05.10)

․ 유전개발협력

미얀마 가스전 지분 30% 인도회사에
양도(’05.10)

’04.11

아르헨
브라질
칠레

․ 브라질 유전개발

SK, BMC 30․32광구 확보 및 사업계획
신고(’05.8)

’05.5

우즈벡

․ 아랄해 유전개발

중기협 - 우즈벡 국영석유사간 MOU
국제 컨소시움(석유공사 등 5개사) 구성(’05.9)

’05.9

멕시코

․ 에너지․자원협력

산자부 - 멕, 에너지부 MOU

’05.12

말련,
필리핀

․ 에너지․자원협력

석유공사 - Petronas 유전공동개발 MOU

’06. 3

이집트
나이지
알제리

․ OPL광구 PSC계약
․ 에너지․자원협력

석유공사 - 나, 석유성간 PSC 계약 체결
자원협력위원회 구성(나:장관급, 알:국장급)

․ 알, 석유비축확대

현행 2백만배럴 → 향후 6백만배럴 확대

몽골
아제르
UAE

․ INAM광구 MOU
․ 에너지․자원협력

이남광구 개발 협력 MOU
(석유공사 - 아제르 SOCAR)
한․아제르 자원협력위원회 구성

․ 몽골 동광확보

오유톨고이 동광에 동반진출(광진, 한전)

러시아
’04.9

카자흐

베트남
’04.10
인도

’06. 5

위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러시아 서캄차카
유전개발 지분매매계약 및 Tigil/Icha 유전개발 본계약 체결 등 •카자흐스탄 잠빌광
구 공동개발 합의서 체결 •나이지리아 OPL 2개 광구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및 이와
연계한 가스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통한 33억달러 규모의 플랜트 수출 효과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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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키스탄 아랄해 가스전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지분참여 독
점협상권 확보 •베트남 11―2광구 생산시설 준공 •몽골 에르디넷 동광 정밀탐사 등
은 특히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석유⋅가스개발의 자원외교 주요성과
국가명

성과사업

러 시 아

- 서캄차카 유전개발 지분매매계약 체결(‘05.12월) [지분감안시 15억배럴 확보]
- Tigil/Icha 유전개발 본계약 체결(‘05.12월) 및 탐사중 [지분감안시 14억배럴 확보]
- 한․러 가스협정 체결(‘06.11월)

카자흐스탄

- 잠빌광구 공동개발 합의의정서 체결(‘06.9월) [지분감안시 4.5억배럴 확보]

나이지리아

- OPL 2개 광구 생산물분배계약 체결(‘06.3월)[지분감안시 12억배럴 확보]
- 가스발전소 건설을 통해 33억불 규모의 플랜트 수출효과

우 즈 벡

- 아랄해 가스전 생산물분배계약 체결(‘06.8월) [지분감안시 3억배럴 확보]

아제르바이잔

- Inam 광구 지분참여 독점협상권 확보(‘06.5월) [지분감안시 최대 4억배럴 확보기대]

베 트 남

- 11-2광구 생산시설 준공(‘06.11월) 및 생산개시

몽

- 에르데넷 동광 정밀탐사중 [‘09년부터 연 3만톤 생산]

골

8-2. 지역 특성화 에너지․자원 외교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 중국 방문, 2004년도 하반기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러
시아․인도․브라질을 순방한 대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외교는 경제통상 분야
와 해외자원개발에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BRICs 4국은 광활한 국토, 많은 인구,
풍부한 부존자원에 탄탄한 기초과학 기반까지 갖춘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잠재강국
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BRICs 4개국 순방을 통해 우리의 수출시장을 확보하
고 원유․가스․철광석 등 국가 전략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
에서 협력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아․중동 지역 이집트․나이지리아․알제리 등 세계
각지로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러시아의 푸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등과는 정상 간
우의를 다짐으로써 제2의 중국과 같은 경협파트너를 찾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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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자원외교로 자신감을 갖게 된 카자흐스탄

2004년 9월 19-20일간 ’92년 양국 수교이후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노무현 대
통령이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우리기업의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참여가 본격화되었다. 특
히 카스피해 잠빌 광구의 경우 노무현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해 1개국 1광구 원칙
을 깨고 2개 광구를 1개 광구로 병합하여 서명한 것은 우리나라 정상 자원외교의
첫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당시 수행했던 이희범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에너지․자원 외교의 시작인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희범 장관은 카자
흐스탄은 석유 확인매장량은 세계 8위인데 비해 생산량은 세계 18위로 개발 잠재력
이 매우 큰 지역으로, 자원의 보고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카스피해 연안
에는 1-1에서부터 4까지 4개의 광구가 있다. 1개국 1광구의 개발참여를 원칙으로 하
고 있는데 한국의 몫은 1-4광구로 할당되었다. 하지만 1-4광구를 조사해보니 다른
광구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린다.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자 마중나온 쉬콜릭 에너지광물부 장관이 “그 동안 어디갔다
이제 왔느냐?”는 반응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서방국가들이 돈을 싸들고 벌써
다녀갔다는 얘기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은 2004년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있었
다. 하지만 그 무렵 탄핵정국이었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카스피해 연안의 유망 석유광
구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요청했다. 예정시간을 훌쩍 넘기고 나온 노
무현 대통령은 얼굴이 상기되어 이 장관에게 “이 장관 석유광구 얘기는 하지 마세
요”라고 얘기한다.
이장관이 “뭐가 잘 안됩니까?”라고 묻자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과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1개국 1광구 원칙도 우리나라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구도 1-4를 1-1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1-1과 1-2를 합쳐서 하나의 광구로 하기로 했습니다.”라며 기뻐했다.
그런데 러시아 출발을 몇 시간 앞두고 에너지광물부 장관로부터 서명을 미루자는 전
갈이 왔다. 그 이유는 실무진과 카자흐스탄 국영석유회사 사장이 1개국 1광구의 원
칙을 어겼기 때문에 반발을 한다는 것이었다. 카자흐스탄 석유장관은 1-1광구는
2004년 3월에 왔으면 아무 문제없이 되었을 텐데 너무 늦게 와서 문제가 재기 되었
다는 것이다. 더구나 3월에는 35개 이상의 광구를 개발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국제
석유값이 급등하면서 광구개발에 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우리측은 경악을 했다. 노
무현 대통령은 정상간 협의가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오늘 서명되지 않으면 양국의 신
뢰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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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에 산고를 거쳐 러시아로 출발하기 불과 2시간 전,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영석유
회사 사장은 양국 에너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카스피해 석유광구 개발의정서에 서
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인간적인 이해와 친밀감에서
비롯된 것이 주효했다.
전날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노무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별장
(다차)으로 초대를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초대에 응했다. 저
녁 식사 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신도시를 구경하자고 제안을 한다. 카자흐스탄의 9
월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춥고 쌀쌀하다. 이곳에서 노무현 대통령 부부는 겨
울옷도 안 입은 채 한 시간 동안이나 달밤에 추위에 떨면서 신도시, 행정도시에 관
한 브리핑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 부부의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정상 간의 프렌드쉽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는 한국석유공사와 카자흐스탄 국영석유사 간에 마함벳
지역의 유망 유전인 ‘잠빌’ 광구 개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석
유개발 참여를 본격화하였다. 대한광업진흥공사도 카자흐스탄 국영우라늄공사 간에
‘브데노브스코예’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최초의 해외 우
라늄개발 참여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카스
피해 유전개발 및 우라늄 등 광물자원 개발, 석유화학, 조선 등 플랜트건설 진출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단독정상회담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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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란?
고전적 의미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는 조약의 일반적 유형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쌍방 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는데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약’이
라는 엄격한 형식을 대신하여, 신축성 있게 원하는 바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자주 이
용되고 있다.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합의된 일반원칙이 없다. 따라서 우리
는 체결 상대국과의 관행이 서로 불일치하는 데에서 오는 절차상의 혼란을 막기 위
해 국가 간 또는 정부 간 명백한 법적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
우, MOU라는 명칭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 투자 1위국인 한국
2005년 5월 10~12일간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이자 최대 인구보유국인 우즈베키
스탄을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과 정상회담
을 갖고 양국 간 자원․에너지 개발협력 활성화를 통해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 투자 1위국인 한국과의 경제협
력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우리 기업이 아랄해 유전, 가스전 개발, 금․우라늄․동 등
광물자원 개발, IT․섬유․전자․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 진출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밝혔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한 나라의 자원․에너지 외교에 있어
서 상대국과의 호혜적인 협력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였다. 양국 정상은 자원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사회보장협정, 섬유
기술협력 양해각서 등 주요 실질협력 분야별로 총 13개의 기관 간 약정과 양해각서
를 체결하여 실질협력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사인 Uzbekneftegas
와 유전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유전탐사․개발에 공동 노력키로 함에 따라 중앙아
시아 지역의 신규 유전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중기협의 참여는 해외자원개발에 관
심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유전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었다. 광물자원 분야에서도 자파드노 금광 및 잔타우르 우라늄 광산 등에 대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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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및 개발 협력 추진을 위해 광업진흥공사와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전략 광물의 공급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질자원연구원도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와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양국 자원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
하여 우리 기업의 개발참여에 필수적인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지질 광물자원 자료의 DB화
및 디지털 종합지질도 작성, 지질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한 유망 지질대 도출 등 광
물자원을 분석․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2005. 5.10)

￭ 인도 ․ 베트남
2004년 10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투자를 통한 철강협력 강화, 한․인도간 제3국 가스
전 공동개발 추진 등 자원·에너지 분야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안
해결의 분기점이 마련되었다. 이희범 前산자부 장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당초 세계 4위의 철광석 생산국인 인도에 철광석 구매를 타진하였으나 철광석만으로
는 팔지 않겠으며 제철소 건설에 투자하면 철광석을 줄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급기
야 인도로부터의 철광석 수입과 제철소 건설과의 연계 여부 문제가 한․인도간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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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윈-윈’ 전략에 기초하여 연계 추진을 긍정적으
로 고려키로 결정하였고, 양국 정상은 제철소 건설 및 철광석 개발사업을 연계 추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05년 6월에는 인도 내 6억 톤의 철광석 개발권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포스코에 부여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최근 제철원료가 전
략 자원화 되어 가고 2010년경 이후 발생할 부족 가능성을 고려할 때 철광석 도입선
다변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도에서 반대도 있었다. 나중에 인도의 주정부와 철광회사가
한국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며 반대와 데모를 했지만 정상회의 합의사항이었다며 그
대로 밀고 나갔다. 포스코 회장은 인도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었다. ‘정상회담에
서 결정하면 쉽게 결정되지만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인도 양국은 또 제3국에서의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대우인
터내셔널과 인도국영석유공사(ONGC) 및 인도국영가스공사(GAIL)는 미얀마 가스전 공
동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우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미얀마 A-3 광구에 대
해 인도측이 일정 지분(30% 내외)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인도측이 탐사비의 상당부
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대우는 이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가스전 개발
에 필요한 유망 수요처를 확보하고 탐사 개발비의 상당부분을 인도측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미얀마 가스전 개발의 수익성을 대폭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 분
담 및 타 유전 광구에 대한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규모를 2008년까지 100억불 규모로 확대할 것
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양국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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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LG 인도 공장 방문(2004.10.4, 뉴델리)

인도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천득렁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확대시켜 나갈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를
기초로 양국은 한‧베트남 자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전개발, 전력 및 원전건설
등의 분야에서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 양국간 교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
나 베트남측은 심각한 무역 역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가 양국간
추가 협력의 걸림돌이 되었다. 베트남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간 무역불균형 현상을 예로 들어 구조적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 폭을 최
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함으로써 통상마찰로의 비화 가능성을 봉쇄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 증진 문제와 관련하여 투자 확대 의향을
밝히면서 오히려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환경개선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우리기업
의 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을 강화했다.

한편, 베트남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은 두 가지 대표적인
협력 성과를 이끌어 냈다. 우선, 양국 정상은 베트남 15-1광구의 매장량 추가확보를
위한 시추를 실시키로 합의하였는데, 동 광구는 6억 배럴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트
남의 두 번째 대규모 광구로서 이미 2003년에 개발에 착수하여 생산 중 이었다. 동
광구에는 우리 석유공사와 SK가 각각 14.25%와 9%의 지분을 가지고 생산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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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므로 추가 시추 합의는 지속적인 지분 활용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또한, 정상 행사를 계기로 우리 측의 베트남 11-2 가스전 생산물 확보도 탄력을
받았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순전히 상업적 차원에서 우리 자본과 기술로 베트남
11-2 광구 가스전을 개발하였는데, 생산물 분배․매매와 가스 수송에 관한 계약이 현
안으로 있었던 시기였다. 이와 관련, 정상 방문 계기로 우리측은 관련 계약이 연내
에 순조롭게 서명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에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베트남 측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베트남 정상 행사 이후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
엄은 2005년 가스매매 및 수송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1월 17일 생산시설 준
공식을 갖고 일일 평균 가스 2900만톤 초경질원유 4200배럴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
두게 된다.

또한, 베트남 정상행사의 주요 성과로는 호치민시 냐베(NhaBe) 신도시 개발 사업
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
(GS건설)이 호치민시 측과 합의한 것으로서, 합의 내용은 호치민시에 도로를 건설
해 주고 그 대가로 토지로 받아 신도시를 건설한 후 아파트 대여 등을 통해 투자금
(약 3억불 정도)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도로건설 비용, 제공받는 부지(대토
부지)의 가격 산정 및 대토부지 선정과정에서 GS건설과 호치민시 간에 이견이 많아
사업 추진이 장기화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06년 11월 APEC 정
상회담 시 베트남 주석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사업진행이 빨라져 07
년 2월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 에너지 자원과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 머나먼 길 남미 3국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11월 남미의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 3개국을 방문했다.
이 순방은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역량과 정책을 알리는 시발점이 됨과 동시에 상대
국가의 지원합의를 받아냄으로써 향후 동지역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더욱이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남미 주요 자원부국 3개국과의 에너지․자원분야의 협
력 관계를 다지게 된 것은 남미 순방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순방으로 신흥 잠재시장으로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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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계기를 확실하게 마련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아
르헨티나․브라질․칠레와의 관계를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전방위 협력 체제를 구축했고, 중남미 최대 경제블럭인 남미공동시장
(Mercosur)과의 무역협정 타당성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이들 국가와 합의함으로써
협력의 토대를 닦았다. 아울러, 아르헨티나와는 전대차관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브라질과는 통상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체제 유지와 한․브라질 IT협력센
터 설립에 합의했다. 아르헨티나와는 농축산·자원·에너지 등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
능한 분야의 사업 발굴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단을 아르헨티나에
파견하기로 합의하는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전대차관 [轉貸借款]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결제자금으로 전대(轉貸:빌린 것을 다시 남에게 꾸
어주는 것)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하는 자금이다. 은행간의
거래이므로 일종의 뱅크론(bank loan:은행차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뱅크론은 차입자
금 용도에 대해 차관공여자로부터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임팩트론(impact loan)인
반면 전대차관은 차관공여자가 요구하는 특정지역의 물품수입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차입자금 용도에 조건이 따르는 타이드론(tied loan)이다.
차관 공여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차입국과 경제협
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뱅크론은 차관공여자가 주로 일반상업은행인데
비해 전대차관은 특수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전대차관 방식
에 의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받아 왔으며, 1978년부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금융
기관에게 전대차관을 공여한 바 있다.

브릭스(BRICs) 완결편 / 브라질

3국 순방외교는 지난 9월의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 10월의 인도․베트남 방문에 이은
‘실질적 경제통상외교의 지속적 추진’에 있다. 특히 지난해 이루어진 중국 방문과
올해 하반기의 러시아, 인도에 이은 이번 브라질 방문을 끝으로 세계적 경제대국으
로 급부상 중인 소위 ‘브릭스(BRICs)’를 상대로 한 경제외교를 일단락 짓는 의미가
크다
―정우성 외교보좌관

노무현 대통령은 자원․에너지 외교 및 시장 개척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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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을 방문했다. 이 브라질 방문은 브릭스 외교의 완결판이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자원 외교가 빛을 발했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스코가 브라질에서 20억
불 규모의 철광석 1억 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LG니코는 8억불 상당의
동광석을 도입(매년 18만톤)하기로 하였으며(아르헨티나 포함) SK도 총 3.6억 배럴
의 원유채광권을 계약했다.

양 정상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출입은행
은 ‘Banco do Brasil’에 한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1억불의 신용을 제공키로 하였
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키 위해 상파울로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이 자원․에너지를 넘어 교역 확대와 브라질의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브라질 자원협력양해각서 서명식.

￭ 아프리카는 ‘제2의 중동’: 새로운 거점 마련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나이지리아․알제리, 2006.3.6-13) 순방은 2004년 러시아·카자흐
스탄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자원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아프리카’
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땅에 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다는 의미
를 지닌다. 이 지역은 아프리카에서도 500억 배럴 규모의 원유매장량과 함께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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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개발 잠재력이 높아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이들
국가와의 자원협력은 중동 의존적인 도입선에서 벗어나 향후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원개발과 연계한 플랜트 수출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제 2의 중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첫 순방국인 이집트에서도 에너지 개발사업과 석유화학 시설 등 플랜트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산유국이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국토 면적이 넓은 알제리에서는 석유 국제공동비축 규모를 현재의 200만 배럴
에서 600만 배럴로 확대, 연간 60억원 규모의 저장수입과 함께 비상시 우선 구매권
을 확보하였다. 이는 알제리로서도 석유소비가 급증하는 동북아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를 석유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윈-윈(win-win)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또
한 알제리와는 ‘가스협력 양해각서’, ‘태양광발전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 신에너
지 개발 및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광물개발 잠재력이 높은 알제리의 자원을 선점하
는 성과를 거뒀다.

나이지리아, 놓칠 뻔한 유전계약 정상회담으로 ‘U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자 사하라 사막 이남의 블랙 아프리카 최
대 강국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집트에 이은 나이지리아 방문은 그야말로 우여곡
절을 겪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것은, 나이지리아 국내 상황으로 일정이 변경되고,
또한 입국 비자를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풍토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곳
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이 나이지리아의 유전 두
곳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최우석 서기관은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나이지리아에서 확보한 20억 배럴 규모의 2개 해상 유전개발권은 세
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던 노른자위였다. 우리나라의 석유공사와
한국전력은 2005년 8월 나이지리아 신규 해상유전 개발 입찰에서 유전개발 사업과
발전사업을 연계하는 컨소시엄 동반진출 카드를 활용하여 지분 65%를 우선 배정받
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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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던 상대국 기업은 자기나라 정부의 전폭적
인 지원을 발판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끈질긴 로비를 벌임으로써 사실상
금번 정상외교 직전까지만 해도 최종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당초 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발전사업 때문이었다.
전력 확충 문제가 시급했던 나이지리아로서는 발전 사업의 참여를 전제로 우리 석유
공사와 한국전력 컨소시엄에 2개 광구에 대한 지분 65%를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25%만 공개입찰에 붙였다(나머지 10%는 정책적으로 나이지리아 현지회사에 배분).
우선 배정권을 받은 우리 컨소시엄은 2개 광구에 대해 총 1억 달러에 응찰해 65%의
지분과 운영권을 확보하였으며, 경쟁 상대국 기업은 25%의 지분을 확보하였다. 쉘,
엑슨, 모빌 등 다른 메이저사들은 25%지분만 공개 입찰한데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에
강력 항의하며, 아예 입찰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경쟁국 정부, 기업의 끈질긴 로비
그러나 25%의 지분만을 확보하게 된 경쟁국 기업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해 끈질기
게 로비를 벌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나이지리아 석유부는 올해 1월 우리광구 지
분 및 운영권을 그 국가에 이관한다는 공문을 그쪽 기업에 발송하기도 했다. 급격히
전세가 역전되면서 우리 쪽에는 비상이 걸렸고 우리 광구가 경쟁국 기업으로 넘어가
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번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황은 극적으로 다시 반전되게 되었
다. 한국 컨소시엄이 유전 개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 측이 발전 사업에
진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던 나이지리아가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
문을 계기로 약간의 지분 조정(65%→60%)만을 거친 후 우리 컨소시엄의 운영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지분 및 운영권 협상과 함께 또 다른 쟁점은 유전획득 비용의 대폭 할인여부였다. 나
이지리아 측은 당초 우리나라가 나이지리아 발전사업에 진출한다면 매우 유리한 조건
으로 그 비용을 할인해 주겠다고 했으나, 오바산조 대통령이 유전획득 비용을 할인해
준 유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방침을 번복,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
였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3월 9일 아침,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 직전에 극
적으로 타결되어 우리 컨소시엄은 수 억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상회담으로 상황 반전, 유전획득 비용도 대폭 할인
한편, 자기들에게 할당된 적은 지분에 불만스러워하던 경쟁국 기업은 노무현 대통령
의 나이지리아 방문으로 더 이상 광구 재탈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자 아예 광구
자체를 포기해 버렸으며, 그 지분은 영국계 회사에 넘어 갔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
에 결국 우리 컨소시엄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나이지리아 측과 유전개발 본
계약에 최종 서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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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으로 나이지리아와는 총 20억 배럴 규모의 해상유전
개발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포괄적인 에너지·자원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유
전개발에 성공할 경우 전체 지분의 60%인 12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력사정이 열악한 나이지리아에서 유전사업과 연계해 발전사업까지 확보한
것은 에너지 산업 동반진출이라는 ‘한국형 해외 자원개발 모델’의 첫 번째 성공사례
라 할 수 있다. 발전사업 동반진출을 통해 향후 225만Kw 규모의 발전소와 1200km
의 가스관로 건설에 착수할 경우, 2010년경에는 나이지리아 전체 전력공급의 20%를
우리가 담당하게 된다.

나이지리아는 정상외교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정상외교가 없었다
면 그 협상은 계속 지연되었거나 공전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경쟁국 기업에 빼앗
길 수도 있었던 아슬아슬하고 가슴 졸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21세기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거나
미군기지를 개설한 국가들은 발트해 연안에서 시작해 유라시아대륙의 남부를 가르는
기나긴 벨트로 연결된다. 즉, 유라시아대륙의 서단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연안 3국으로부터 독일,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거쳐 2004년 4월 NATO에
가입한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터키를 거쳐 이라크를 지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로 이어지면서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 닿는다. 결국 이 라인은 지난 몇 해
사이 미국이 기지와 영공 통과권을 확보한 중앙아시아로 이어져 중국의 서부 국경에
이르러서야 멈추는 장대한 군사 영향권 벨트의 형상을 만들어 갔다. 이 지역은 국가
별로 차이가 있으나 특정 국가에 완전히 치우지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는 경
우가 많아 동맹정책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군사기지 라인은 공교롭게도 유라시아 남부지역을 가로질렀다. 즉,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과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동․서로 뻗어
나가는 파이프라인이나 건설 중인 파이프라인의 통과지대와 일치했으며, 미국은 두
차례의 대 테러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카
스피해 지역을 아우르는 세력권에 필요한 정치․군사적인 기반을 구축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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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에너지 외교의 평가

특정국가 국한됐던 도입선 다변화

원유 및 철광석·우라늄의 대량 확보와 함께 정상 자원외교의 또 다른 의미는 그
동안 특정지역 특정국가에 주로 국한됐던 도입선을 다변화했다는 점이다. 중동 의
존도가 80%에 달하는 석유의 경우, 러시아·카자흐스탄 유전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도입선을 개척하였고, 국내 수요의 65%를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철광석은 인도·브라
질을 개척함으로써 물량확보와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증가

노무현 대통령의 자원외교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크게 늘
어났다. 05년 9억2000만 달러를 투자해 처음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고,
06년은 31억 달러 규모를 더 추가로 투자했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의 경우, 05년 예멘에서만 약 15억 배럴에 달하는 3개 광구
를 낙찰 받았으며, 06년 2월 베트남에서 3억 배럴 규모의 추가 유전개발에 성공했
다. SK는 리비아에서 하루 15만 배럴 증산에 성공했으며, 브라질 유전탐사를 통해
2000만 배럴을 확보했다. 대우인터내셔날도 미얀마에서 국내 5년치 수입분에 달하
는 대규모 가스전을 개발했다.

광물분야에서는 SK가 올해 1월, 총 3억 톤 규모의 호주 타로보라 유연탄광을 확
보한데 이어,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 및 LG니꼬가 2월 페루 마르코나 동광 탐사
사업을 통해 4억 톤 규모의 매장량을 확보, 2009년부터 채광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외자원 확보와 함께 동반진출이 유망한 플랜트도 침체국면에서 성장세로 돌아서
2005년에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15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필리핀 정유설비프로젝트,
터키 이스탄불 경전철사업, 인도 발전소 건설사업 등을 수주했고, 우리 기업의 진출
거점인 중동지역에서는 정유설비에 특화된 대형플랜트 수출이 잇따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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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적극적인 경제․세일즈 외교
우리기업을 대표하는 해외순방

대표선수는 기업
•“국가대표가 저인 줄 알았지만 인도에 와보니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 상품인 것 같다. (…) 기업들이 해외에 뻗어 나와 활동
하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고 보람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머
릿속에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있다” (인도. 동행 경제인들 만찬)

•“한국기업은 인도의 좋은 파트너가 될 믿음을 갖고 있다. 한국기업은 어려운 상
황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최신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경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소중한 경험이다. 이는 인도가 성공하려는 길과 유사한 경험이며, 한국기업
은 시작하면, 그리고 뿌리를 내리면 쉽게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는다” (인도 경제
단체 주최 오찬)

•“대통령이 영국까지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니 투자하면 애로 없게 잘 해
주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달라” (영국 주요기업 CEO 초청 간담회)

•“이제 여러분 앞에 동북아와 그 관문인 한국이 열려 있다. 지금 한국에 투자하십
시오. 한국을 거점삼아 중국, 극동러시아, 일본으로 진출하세요. 한국은 세계경제의
새 중심축으로 부상 중인 동북아로 진출하는 데 있어 유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
트너가 될 것이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주최 조찬간담회)

•“우리경제를 성장시켜온 것은 우리 기업의 애국심, 확실한 한국기업의 국적이었
다. 한국기업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디가도 칭찬한다.”(브라질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경제를 성장시킨 원동력은 한국기업의 애국심 덕이라며)

•“일본 기업보다 우리 기업이 더 도전적이고, 중국보다는 기술과 경영이 더 세련
되어 있다.”(끼르츠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
의 아르헨티나 진출은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모두에게 의미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어디를 지배, 군림하는 것보다도 투자한
나라의 국민과 문화를 존중할 줄 안다.”(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브라질한테 가장 이익이 크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며)

•“대체로 대통령이 성과라고 내놓는 제목들을 훑어보면 기업들이 핵심적으로 한
것이고, 대통령은 그냥 뒤에 가서 밥 짓는데 부채질 한 번 해준 수준 아니겠느냐.
제 자랑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옛날로 치면 이번에 가서 국민에게 자랑할 보따리
가 엄청 많다.”(브라질 동포간담회에서 순방결과를 설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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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은 한번 맺은 인연은 어려워도 소중히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의리와
고집이 있다. 기술과 노하우를 나누는 데도 결코 인색하지 않다.”(한·브라질 기
업인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은 가장 좋은 협력 파트너라며)

대통령이 해외순방 시 보통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100～200명 정도가 함께 간다.
기업인들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이유는 해외 순방이 개별 기업들의 활동
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은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행 중인 협상을 촉진시키
거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나가도록 하고 있다. 즉 기업에게 이익이 있
기 때문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가 기업에 대한 인식은 바로 국가를 대표
하는 선수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 브라질 룰라 대통
령이나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해외순방에는 200～400명의
기업인을 대동한 세일즈 외교가 줄을 잇고 있다. 그만큼 국가경제에 있어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대하다는 뜻이다. 세일즈 외교란 바로 기업의 진출이며 외
국의 대규모 투자자들이 한국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의 수행담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모
습을 찾아본다.
기업인들이 한 번 해외순방을 다녀오면 되면 계속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즉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다.
희림건축(설계회사)의 육은아 씨를 예로 들면 해외순방에 동행하다가 바이어와 회담
이 잘 진행되면 그 곳에 남아 계약을 하고 다시 합류하거나 순방 일정이 끝나고 돌
아가는 길에 다시 만나 계약을 성사시킨다고 한다. 2006년의 경우도 육 씨는 두바이
와 아제르바이젠 등에서 몇 건의 건축설계를 수주했다.
기업인들이 대통령의 순방팀과 동행을 하게 되면 평소 기업의 힘만으로는 만나기 힘
든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상대국에서도 대하는 태도와 정보의 수준도 다르다.
또한 이곳에서 만난 기업인들과 국내외의 정보와 노하우를 서로 교환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들은 각 부처별로 갖는 개별 면담이나 산하기관이 MOU를 체결하거나, 보
다 용이하게 상대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말하면 사안별로 대통령이나 관계 장
관이 직접 도와주고 해결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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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김종관 부회장의 경우 GTL 가스를 석유화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카타르를 갔
다. 하지만 도저히 관계된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카타르와 국교수립 이래 최초로 순방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께서 오시기 전에 의뢰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헤드 테이블에서 카타르의 대통령께 건의를 하자 그 자리에서 석유
장관에게 김종관 부회장이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해서 김 씨는 자신이 원하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우리나라와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일류 한국상
품전(Korea Premium)’을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산자부와 코트라(KOTRA)가 6개월
정도 준비를 거쳐 IT․정보통신․유비쿼터스시티 등 세계 일류 상품을 세계에 선보인
다. 이것은 이제 ‘Made in Korea’가 저가(低價)상품이 아니라 세계최고의 앞선 기술
과 고급상품이라는 이미지 개선에 커다란 홍보역할을 하고 있다. 이 또한 대통령의
방문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에 투자하십시오―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독일방문 사례
“이제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모했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노무현 대통령 /
한․독 경제인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12일 한·독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이 매
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하면서 독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한국은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할 가능성과 비전이 있다”며 그 근
거로 우수한 인력, IT 인프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두터운 소비자층, 잘 갖춰진 물
류인프라와 풍부한 자산운용 수요를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능동적인 개방정책,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과감한 규제 철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및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노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 정성을 기울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한
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모했으며. 경쟁력 있는 기
업이라면 누구나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하면서, 독일 기
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의 결실을 함께 나누자”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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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외국기업의 영업이익과 관련, “국부유출이란 용어를 정부
에서는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통한 영업이익은 그것이 많건
적건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노사관계에 대
해서는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고 불법쟁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과거의 투쟁
일변도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한독 상호간의 투자확대를 통해 독일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진출
의 교두보를, 한국은 유럽시장 진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더 새로운 방식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나가자”고 설득하며 강력한 세
일즈 외교를 펼쳤다.

세일즈 외교의 성과사례 : 대통령 방미 ‘세일즈 외교’ 결실
2003. 8. 29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크레이그 베럿 인텔 사장은 “올해 안에
한국에 인텔사의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베럿 사장은
“디지털 홈 및 무선통신분야에서 한국과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럿 사장은 “R&D센터의 규모 및 소요인력,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내용 및 투
자규모 등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정보통신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
라며 “한국의 IT기업 및 연구소 등이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협의·
추진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인텔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그동안 해외자본 유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온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얻어낸 구체적인 결과물이란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아시아지역 투자에 적지 않은 관심을 피력해온 인텔사
를 대상으로 그간 꾸준한 자본 투자 및 시설 유치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인텔사의 R&D 센터 유치 노력은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인텔 본사를 방문, 베럿 사장을 면담한 자리
에서 세계적인 IT기업인 인텔사가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참여정부가 중점 추진하
고 있는 동북아 IT 허브국가 실현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이후 정보통신부는 인텔 본사 및 인텔 코리아와 R&D센터 국
내 설립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해왔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화
및 e-메일을 통해 직접 인텔 본사의 경영진과 교섭하는 등 인텔사의 R&D센터 국내
설립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인텔사의 R&D센터 설립은 한국이 연구개발기지로서의 가능
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인텔측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인텔사는 2002년도 매출액 268억 달러, 6,000여명의 연구개발인력을 포함하여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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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0 여명의 규모를 가진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45개국에 주요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갖고 PC용 마이크로 칩을 주력 생산하고 있다.
1989년 한국법인을 설립해 1999년에 삼성전자에 1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1999년 이후
총 1억2,270만 달러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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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가개발컨설팅’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략상품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강점, 국가개발경험 수출

세계적인 석학 노옴 촘스키 미MIT대학 교수는 “한국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동시
에 독재정권에 항거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해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의 개발 경험과 민주주의 성취 사례를 높게 평가한바 있다. 또한, 크루거(Anne
Kruger) 전 IMF 수석부총재는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모델로 최적의 국가

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국가개발 컨설팅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국가개발컨설팅

노무현 대통령의 비단길 행사(06.5.7∼15, 몽골․아제르바이잔․아랍에미레이트 3개국
순방 행사)는 국가개발 컨설팅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만한 행사였다. 왜냐하면 3개국

모두 우리의 국가개발 컨설팅을 수출하기에 적합한 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나
라들이었으므로 우리가 개발컨설팅 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나라들
이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몽골 행 특별기 안에서
도 노무현 대통령은 수행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단길 행사의
추진전략을 최종 체크했다. 취임 후 해외순방을 하면서 5명의 장관이 수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정도로 비중이 높은 순방이었다

비단길 행사의 3개국 모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천연자원의 부국이
다. 자원빈국인 우리로서는 너무 부러운 일이다. 둘째는 경제개발정책을 의욕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개발의 방법론으로 한국식 발전모델을 선호하고 있
다. 셋째는 강력한 지도체제를 확보하고 있다. 국가지도자가 결정하면 그것이 곧 정
책이 된다. 넷째는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에게 많이 시달렸다. 강대국의 기술패
권주의를 기피하고 있다. 다섯째는 그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열정이며 이는 20세기
후반 한국의 개발 연대를 연상케 한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종자돈(시드머니)의 조달
이다. 한국은 자원빈국이어서 개발비용을 빚(외국차관)에 의존했지만, 이들은 천연자
원이 많아 자체 조달할 수 있다. 우리가 자갈길을 달렸다면, 이들은 아스팔트길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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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발컨설팅 시장’의 개척은 대통령이 직접 뛰어다녀야 가능하다!

개도국들이 갈망하는 ‘발전 노하우’야말로 한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전략상품이
다. 선진 강대국들이 과거 100∼200년에 달성한 경제적 성과를 한국은 30∼40년 만
에 이룩했다. 단순한 양적 성장에 그쳤다면 대단한 상품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러나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도 동시에 발전시켰다. 산업화
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지식정보화 대열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개도국들에겐 선망의 대상이다. 그들은 한
국의 생생한 개발경험, 발전 노하우를 갖고 싶어 한다.

‘국가개발컨설팅 시장’ 또한 한국에게도 절호의 기회다. 기존의 상품시장과는 차
원이 다르다. 상품시장이 TV나 자동차를 팔고 사는 개념이라면, ‘국가개발컨설팅
시장’은 TV나 자동차의 공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기술을 팔고 사는 개념이다. 개
도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개발컨설팅 시장’이야말로 우리에겐 가장 경쟁력 있고, 실
속이 있는 시장이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엄청나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가개발컨설팅 시장’은 이 시장의 특성상, 국가정상이 직접 뛰어다니지
않으면 개척이 거의 불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단길 행사 내내 ‘국가개발컨설
팅 시장’ 개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정상이 하는 세일즈 외교의 새 장을 열
었다. ‘경제 한류’의 전도사 역할을 한 것이다. 과거에 없던 시도였다. 특히, 강대국
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온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강대국과의 경제협력에 경계심을 갖
고 있다. 그들에겐 한국이야말로 궁합이 맞는 최상의 경협 파트너인 것이다. 한국은
남을 괴롭힌 역사가 없다. 또한 외국 파트너와는 항상 이익을 공유해 왔다. 이와 관
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특유의 문화유산론을 설파했다. “사람들이 많
이 찾아다니는 거대한 문화유산은 대부분 지배와 억압, 전쟁의 산물이다. 한국과 성
공의 기회를 공유하자. 힘을 합쳐 협력과 공존의 유적을 만들자.”

노무현 대통령은 비단길 행사 내내 한국의 국가개발 노하우를 설명하면서, ‘국가
대표 세일즈맨’으로서의 기질을 발휘했다. “한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같
은 민족인데 정반대의 길을 갔다. 한쪽은 경제개발에 성공했고 다른 한쪽은 실패했
다. 다른 나라들이 비교한 후 참고할 좋은 사례다.”(5월 8일 몽골 대통령과의 공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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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라며 국가개발전략 상품의 우수성을 쉽게 설명했다.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

은 “한국은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경제발전의 경험을 자문해 달라.”며
몽골의 경제개발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공산주의를 경험한 몽골의 경우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이다.

몽골에서도, 아제르바이잔에서도, UAE에서도 이 같은 역사관을 피력했다. 전략
적 경협파트너로서의 정서적 동질감을 강조한 것이다.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경우 ‘국가개발컨설팅 시장’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개발
컨설팅 상품’에 관한 한, 탁월한 세일즈맨이었다. 외국의 정상들에게 우리의 ‘국가개
발컨설팅 상품’을 권유하는 모습은 너무 진지했고 사전준비도 철저했다. 3개국 정상
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내용과 형식은 완전히 달랐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두바이 동포간담회에서 “순방 행사 때마다 관련 보고서를 5번 이
상 읽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임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국가개발전략에 대한 자문도 수출상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개발컨설팅 시
장을 개척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비단길의 시작 몽골
돈은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된 지 오래 되지 않아 돈이 많지 않습니다. 대
신 돈 버는 방법을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8∼19세기 식민지 경영으로 부를
축적해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아
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경제를 일궜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를 성공시킨 가장 최근의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몽골에는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국에게 (경제발전의 생
생한 경험을 전수할) 기회를 주십시오. 성공의 기회를 공유합시다. 몽골 경제인들에
게 권합니다. 한국 기업인을 잡으십시오. 한국을 잡으십시오.”
(노무현대통령, 2006년 5월8일 한·몽골 경제인 오찬간담회)

공관 없는 나라까지 방문해 ‘국가개발컨설팅’세일즈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땅’이라는 의미다. 아제르바이잔에는 불과 관련한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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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너무 많다. 세계 최초로 석유를 생산했다. 미국보다 10년 앞섰다. 카스피
해 주변에는 노천유전이 즐비하다.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바쿠유전이다. 카스피해
는 자원의 보고다. 카스피해의 에너지자원은 약 2,000억 배럴로 중동지역(약 6,000억
배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이다.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배

화교)도

아제르바이잔에서 발원했다.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서 비단길 행사를 진두지휘한 문하영 우즈베키스
탄 대사는 국가 정상의 세일즈 외교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원부국의 아제르바이잔은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진출
할 인프라가 전혀 없다. 공관도 없다.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 방문으로 숨통이 트였다.
정상끼리의 경협논의는 민간기업의 상담과 차원이 다르다. 개도국에서는 대통령이
움직여야 기업이 움직인다. 카스피해의 유망한 유전인 이남광구 지분 확보도 알리예
프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의 공관이 없는 지역이다. 교민은 물론이고 상사주재원도 없
다. 극소수의 유학생과 선교사만 있을 뿐이다. 동포간담회도 못했을 정도다. 문 대
사가 아제르바이잔 대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공관이 없는 국가를 방문하
기는 건국이후 처음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의 국가개발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카스피해에서 오일
이 쏟아지면서 오일달러가 넘쳐 나고 있다. 2011년까지 들어올 오일달러가 무려
700억달러에 달할 것이었지만, 이를 국가개발에 활용할 노하우가 부족했다. 맘마디
아로프 외무부장관이 05년 11월 한국을 방문,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했다. 맘
마디아로프 장관은 아시아지역의 이 나라 저 나라를 방문하면서 한국에도 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한국만 들렸다가 귀국했다. 외교가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제르바이잔 50만 규모의 신도시 건설, 한국에 자문 요청

아제르바이잔의 국가개발프로젝트는 획기적이다. 가히 국가를 개조하는 개념이
다. 50만 명 규모의 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인구 20만, 30만 명 규모의 신도시
도 계획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도시건설은 물론이고 섬유․전자․건설교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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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자동차․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의 경협추진이었다.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은 ‘불의 나라’답게 불
같은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인 못지않게 화끈하다는 얘기다. 그런 아제르바이
잔과 한국이 만난 것이다. 아제르바이잔 순방기간 내내 두 나라 사이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의 이런 사정을 간파한 노무현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계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다 직설적 어법으로 동반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국은 역사상 수많은 외침을 당했다. 수십 년간 식민지 지배도 경험했다. 빈손으
로 경제를 일궜다. 섬유 자동차 전자 반도체 조선 건설 기계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신도시건설 노하우도 많다. 한국은 지금 인구 50만 명 규모의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에 착수했다. 6년 후에는 최첨단 문명도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함께 여러 지역에 인구 5만명 내외의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을 자랑
하려는 게 아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미래를 말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생생한 개발경험
을 갖고 있다.”
(5월 11일 한·아제르바이잔 경제인 오찬간담회)

알리예프 대통령도 비단길의 의미를 강조하며 경제협력을 적극 제의했다. 그는
국빈만찬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비단길은 양국의 역사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며 “위대한 비단길의 전통을 살리자”고 강조했다.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확인
되는 순간이었다.

“UAE 성공에 기여할 기회 달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발컨설팅시장 개척은 ‘열사(熱沙)의 나라’, 아랍에미리트연합
(UAE)에서도 숨 가쁘게 이어졌다. ‘기회를 공유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종 일관 계속되었다. 칼리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한·UAE 경제인 오찬간담회
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비행기에서 끝이 없는 사막을 보면서, 신의 축복이 비켜간 자리가 아닌가 하는 의
문을 가졌다. 기름은 많이 주었지만 물은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항
에 도착하여 시내로 들어오면서 내 짐작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신은 석유를 주었

- 257 -

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
었다. 독일은 폐허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한국은 황무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UAE에서도 기적이 진행되고 있다. UAE의 성공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다. 한국은 아주 높은 수준의 산업기술을 갖고 있다. 누구도 모두를
가질 수 없다. 한국과 UAE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자.”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개발컨설팅 시장’ 개척은 비단길 행사가 처음이 아니었다.
사실 06년 3월 알제리를 방문했을 때부터 ‘국가개발컨설팅 시장’의 개척에 시동을
걸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알제리도 막대한 오일달러를 밑천 삼아, 야심찬 국가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테블리카 알제리 대통령은 한국이 알
제리의 경제개발정책에 포괄적인 자문을 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갖기로 합의하
고 아프리카에서 귀국한 후 민․관 전문가가 참가하는 ‘알제리 기획단’을 구성토록
정부에 지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도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협력관계)를 시
스템화해야 한다”며 “정부에 이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만들라.”고도 지시했다. ‘국
가개발컨설팅 시장’의 개척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산업자원부
는 한·알제리 경제협력TF(단장 산업자원부 차관)을 곧 현지에 파견했다. 이 사업의 실
무자로 참여했던 산자부 홍성화 국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상대국에 ‘한
국은 약속을 지키는구나’ 라는 신뢰감을 주고 ‘한국과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부여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가개발
컨설팅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수출상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이 한국의 국가개발전략을 모델로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개발경험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8-5. IT 기술 이전 및 인력훈련
우리나라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세계 최고 수주의 IT강국으로서의 대외적 인
지도는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 대부분의 국가는 21세기 국가
발전의 전략수단으로 IT를 채택하고 IT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IT분야는 필수적인 협력의제로 채택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부터 07년 2월까지 총 15회 순방을 통해 총 32개국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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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IT협력활동을 추진해왔다. 이렇게 IT분야 협력 추진 배경에는 전 세계에 IT강국
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각인 시키고 IT코리아의 국가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통해
IT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WiBro, DMB 등 IT839 전략의 성
과를 중심으로 반도체, 휴대폰 등 주력 IT상품의 대외진출을 지원하고 세계시장에
서 선점기회를 확대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정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세계 IT발전의 흐름을 주
도하고 IT선도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
의 통신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추진, 분야별 정보화 및 IT정책 등에서의 성공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한 국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해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사업이 대통령의 순방외교 무대에서 무
기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특히 ‘보고 느끼는 IT 한국’이라는 전략 하에 실시한
WiBro․DMB시연회․미국 IT 투자유치 IR 등은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R&D센터 유치,
독일의 DMB 시범 서비스 추진 등 가시적인 외교성과를 이루어내었다. 그리하여 각
국가들은 우리를 글로벌 IT리더로서 인정하고, 우리나라를 실리외교의 파트너로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IT협력을 강력 희망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의 기술과 국가개발경험을 우리와 교역을
하는 후발국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전․교육시켜 준다는 것은 국내의 문제와 마찬가지
로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날로 심화되어가는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경제적이고 물질
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이 함께 하는 국제사회질서를 창출한다는 데 그
기본적인 가치관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8-6.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
참여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
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으며 이는 새로운 실질협력의 공간을 열어 나
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정상회담 결과 후속조치 이행이 주요 사
례중의 하나이다. 아르잔바이잔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자부 제2차관이 정부의 테스크 포스(TF)의 장이 되고 민간대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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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부회장이 맡으면서 취해졌다.

2006. 7. 정상회담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대규모의 정부 사업단이 후속조치를 위
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다. 아제르 측에서도 우리의 신속한 조치에 역시 깜짝 놀
랐다. 정말 우리와 함께 협력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즉각 도
로건설, 주택건설, 조선소설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산업이 논의 되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즉시 대우 버스 500대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과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측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 등 여러 가지 IT 관련 협력 사업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의 방한도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의 확대와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방한 계기에는 투자 보장 협정 및 자원․에너지, IT 협력, 건설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 등 10여개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이 한
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생각하게 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IT산업과 인력을 주고, 한국은 자원․
에너지의 공급원을 얻게 된다. 양국간의 교류가 동력이 붙은 것이다. 구체적인
MOU가 체결되고 자원협력 분이기가 고조되며 미래지향적 관계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우리 서울교통통제소를 방문한 계기에
‘한국과 똑같이 바쿠의 교통시스템을 만들라’고 수행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우리
STX 조선소 방문시에는 ‘연내에 사업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현장에서 내리기도 하
였다는 후문이다.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홍성화 국장은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정
상회담 후 역대 정부와 가장 다른 점은 방문 후 후속 조치를 철저히 챙긴다는 것이
다. 대통령은 순방 후 모든 항목에 반드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철저히 챙긴다.”고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강조하면서,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개발 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다.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6년 3월 알제리를 방문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에 서명을 하면서 합의한 여러 가지 정부간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사업완료시까지 컨소시엄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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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사업이었다. 이 신도시는 10,000세대 5만 명 규모로 주거․행정․상업․업무․레저․산
업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생태과학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참여정부는 정상간 합의 이행 차원에서 컨소시엄의 애로사항 해소 및 법적․제도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합의 하였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사업관리 및 알제리정부에게 지
속적인 기술지원을 하기로 하고 부이난 신도시개발청(사업시행자)은 사업추진 시 각
종 인허가 등을 전담․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산자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 차원에서는 대한상의회 부회
장이 위원장이 된 T.F를 구성하여 06년 5월 대규모 민관경제조사단을 알제리에 파견
하였다. 06년 6월 건교부차관이 알제리를 방문하여 알제리 국토개발환경장관과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우리측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처로 알제리는 협력
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알제리에 관심을 갖고 알제리에서 방문하는 장관은 다 만나주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알제리 측에서는 ‘정말 한국이 자신들과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06년 11월 알제리에 기본계획 최종본을 제출하고 07년 1월 15일 우리나라
건설교통부와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 간에 부이난 신도시개발을 위한 합의각서가 체
결 되었다.
향후 이 사업은 07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 사업완료로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 알제리에 180만평 신도시 건설
토공․삼정․동일․우림․반도․공간건축 컨소시엄 참여
토지공사를 주축으로 한 국내 건설업계 컨소시엄이 알제리 부이난에 18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
건설교통부는 이용섭 장관과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 쉐리프 라흐마니 장관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알제리 수도권 부이난 지역 180만평 규모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
한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180만 평에 달하는 부이난 1차 개발지구에 한국토지공사의 관리 아
래 삼정․동일․우림․반도․공간건축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된
다. 알제리측은 개발권 공여나 혜택 등을 제공하게 되며, 국내 컨소시엄은 고급주택
단지․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호텔․상업지구․국제학교․병원․문화․여가시설․환경연구소․공원
등을 건설하게 된다. 또 알제리측이 접근 고속도로와 철도․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
을 미리 설치하고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게 된다.
수도 알제에서 30km 떨어진 부이난은 주변 경관과 여건이 뛰어난 지역으로, 향후 최
첨단 과학기술, 국제비지니스, 문화․체육․여가기능을 갖춘 환지중해권 거점도시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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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중 알제리 정부 승인과 실시계획 등을 거쳐 7월경
착공해 2011년 12월말 완공할 예정이다.

알제리는 총면적 24만㎢, 인구 3300만으로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2005～
2009년간 총 600억불을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개발에 투자하는 등 경제개발을 의
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경제성장에 따른 대도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해결
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해 알제리를 북아프리카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이난 신
도시, 시디압델라 과학신도시, 부그줄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부이난 신도시개발 사업규모를 약 2～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이 다양한 산업과 연관되는 점을 감안할 때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내 건설․주택 관련업체, 특히 중소업체가 대거 참여하는 만큼 해외 건설시
장 도약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경험에 대해 개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토목건축․플랜트건설뿐 아니라 신도시 건설도 해외진출의 주요분야로 육성해 국내 업
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 시 양국 정상의 동반자관계
선언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후속사업 중 최대 규모다. 건교부 관계자는 “2～3조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규모 및 연관산업에의 파급효과 등 감안할 경우 양국간 경제협
력이 급성장하고 국내 도시․주거형태 수출을 통한 문화협력도 크게 신장되어 양국관
계가 강화되고 긴밀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용섭 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한 알제리 라흐마니 장관은 이번 합의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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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해 이 장관과 신도시․국토개발 관련 협력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이어 외교부․
산자부․환경부․토지공사 등과 신도시 및 관련 지자체․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프라임경제 2007년 1월 15일

8-7. 방법은 윈―윈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일방적인 이익이 아닌 서로 공존하며 함께 번영하는 윈윈 전략으로 일관하여왔다. 윈윈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의 기술과
단시간에 세계 경제력 12위국이 된 국가개발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에
게 기술이전과 인력개발을 시켜주었다.

노무현 대통령 각국의 정상들과 경제인, 그리고 우리 기업과 동포간담회에서 이
러한 접근 방법과 철학을 거듭 언급하였다.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돈만 벌어 가겠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인도에
오래오래 뿌리 내리면서 앞선 기술로 인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동반협력
관계를 통해 인도의 기업이 되는 훌륭한 일을 성공시키고 있다.” (10. 4. 인도 동
포간담회)

•“앞으로 국내에 돌아가 기업인들이 조언을 해주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와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금융과 자본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생각이
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협력에 있어서 개별적 상품이나 경영, 정부 운영에 관
한 기술이든 기술과 노하우 협력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10.10. 한․베트남 경제
인 오찬)

•“너무 (우리) 상품을 많이 팔면 불안감, 경계심이 생기는 것 아닌지 은근히 걱정
됐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장사만 하고 돈만 챙기고 가는 것 아니냐 걱정했
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10.11. 베트남 동포간담회)

•“베트남 방문 중에 하노이 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발견했다. 바로 내가 자랑
했던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밝고, 훨씬 활발하고 의욕에 넘치는 사람을 발견했다.
이것이 홍강(紅江)의 기적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저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다.
베트남 경제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앞으로 국내에 돌아가 기업인들이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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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와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금융과 자본의 토
대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할 생각이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협력에 있어서
개별적 상품이나 경영, 정부 운영에 관한 기술이든 기술과 노하우 협력에 인색하
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 경제인 오찬)

•“컨테이너 이동에 관해서 한국이 발전된 IT 기술을 갖고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
고 있는데 개발이 끝나면 역내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싶다.”
(21일 APEC 정상회의 제1차회의에서 'IT 기술을 활용할 경우 세계교역 및 경제활동
의 위축을 방지하면서 안보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 가능하다'고 강
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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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엔 사무총장 진출을 위한 정상외교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수석 행정관으로 어떤 국가나 기구의 지시 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국제공무원이다. 외국을 방문할 때 국가원수나 총리급 대우를 받으며, 4
만여 명의 유엔 직원들의 인사권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지만 중임할 수 있다. 주요 권한은 국제분쟁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일이다.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안
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분쟁 지역에 특사를 파
견하거나 중재자로 나서 평화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9-1. 프로젝트 ‘SG 워너비’
‘SG 워너비’는 당시 인기 있는 남성보컬그룹의 이름으로 ‘미국의 듀엣 사이몬 앤
가펑클처럼 되고 싶다(wanna be)’라는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외교부와 외교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사용하는 뜻은 달랐다. SG란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의 약
자다. 즉 ‘SG 워너비’란 ‘유엔사무총장이 되고싶은 사람’ 곧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
관’을 뜻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총 연출자 노무현 대통령은 초기에는 철저한
Low-Key전략(공개는 하되 홍보는 지양)으로 접근했고, 언론도 엠바고에 협조를 해
주었다.
그리하여 2006년 여름부터 가을에 걸친 네 차례의 유엔사무총장 예비선거에서 반
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압승한 후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사
무총장으로 확정됨으로써 이 한 편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9-2. 유엔 사무총장 진출을 위한 정상외교
2005년부터 외교가에서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나라에서 내보내자는 이야기
가 흘러나왔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은 관례에 따라 대륙별로 돌아가며 맡아왔다. 아
시아는 3대인 미얀마 출신 우탄트 사무총장 이후 34년간 총장을 내지 못했다. 그 때
문에 차기 총장은 아시아인이라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퍼져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도 한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국제정치적으로 예민한 한반도
문제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30년이 넘는 외교관생활과 유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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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험으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탄탄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공식후보로 선정
했다. 유엔사무총장은 개인의 일로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설 일이 아니라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역할을 기대
하며 전폭적으로, 그러나 조용히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유엔사무총장으로 만들기 위
한 결정을 재가하면서 지원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외교부에서 05년 11월 반기
문 장관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TF를 설치한다. 일명 ‘SG 워너비 프로젝트’.

하지만 철저한 전략과 계획에 따라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하는 등 철저한 Low-Key
전략으로 임했다. 그 이유는 언론에 공표하기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
과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 장관이 UN사무총장에
입후보할 계획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국제회의나 해외순방 때 수행을 하
게 했다. 그리하여 선출권이 있는 국가의 정상이나 외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제가 이
번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겸손하고 신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은 자신에게 의견을 물어오니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을 들게 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시도였다.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것과
는 차별이 되는 전략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용히 그러나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
로 지원을 해주었다.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석상에서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선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06년 2월 14일 반 전장관은 유엔사무총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시작으로 5월의 몽골, 아제르바이잔,
UAE 순방, 9월의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순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반 총장 지지를 호소했다. 9월에 헬싱키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시
아 및 유럽의 정상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12개
우방국 정상들과의 회담도 지지 교섭을 위한 소중한 기회였다.

이 무렵 반기문 후보의 장관직 사퇴론이 제기 되기도 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가 아니라 북핵 문제 등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를 벗어놓고 유엔 사무총장선거에 전
념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은 달랐다. 계속 장관직을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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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선거전에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었다. 순수하게 유엔사무총장 후보자의 자격으로
외국에 나갈 경우 투표권을 가진 상대국이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데 외교부 장관직을 가지고 각종 회담과 회의에 참석하되 본 안건을 논의하고는 마
지막에 슬쩍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순방에 수행을 시켰던 것이다.

특히 06년 9월 백악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수행을 했던 반기문 장관이 부시와 단독면담을 갖게 되었다. 이 때 반 장관이 아
시아 후보에 대해 부정적이던 부시 대통령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도록 마
음을 돌리게 한 것은 커다란 성과였다.

2006년 7월 1차 예비투표를 시작으로 모두 네 차례에 걸친 예비선거에서 반기문
장관이 최고의 득표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9월 14일 2차 투표와 2주후 3차 투표에
서 점점 압도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면서 다른 후보들이 사퇴를 하기 시작했다. 10월
3일 4차 투표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투표용지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총장 선출의 결정권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쥐고 있었다. 안보리 예
비투표에서 다수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상임이사국과 너무 가깝거나 멀어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최종 선출은 좌절될 수 있었다. 국제 외교가에선 이
를 ‘죽음의 키스(Kiss of death)’라고 부를 정도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찬성 14표, 기권 1표 그리고 상임이사국의 반대는 없었다. 반기
문 장관이 드디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이다. 반기문 장관이 ‘죽음의 키스’를 피하
고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각국의 사무총장 선출에 대한
입장 결정이 정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끈질기고도 열성어린
정상외교가 그 만큼 주효했음은 물론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외교 노선은 우리
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러․佛․비동맹권 등 전통적으로 미국
우호국 인사에 반대해 온 국가들로부터도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소였
다. 또한 국제사회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각국의 기대와 평가도 큰
몫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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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기문 전 외교장관의 개인적인 인품과 뛰어난 자질도 당연히 커다란 원동
력이었다. 반 장관은 06년 8개월 간 아프리카 대륙을 8회나 방문했는 바, 빈곤, 질
병, 정치적 불안 등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소외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도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 외에 중․
러 등 강대국 사이에서 반 장관이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후보라는 인상을 심
어준 것이 긍정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반기문 사무총장 당선 원동력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 제4차 예비투표에서 ‘몰표’를
얻어 사실상 사무총장에 내정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측면 지원과 한국이 갖는 국
제사회에서의 평판이 있었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 장관의 선전은 일단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호소력이 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과 15년 전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한 한국이 50여 년을
이어온 분단 상황 속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신장 등 유엔의 이상을 앞장서 실현해
왔기 때문이다.
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자리한 우리나라
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겠다고 나섰음에도 이들 강대국이 반대하지 않은 것 자체
가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선거 전략과 관련, 우리 정부가 `실권'을 가진 5대 상임이사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유엔 회원국들에게 다가간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사무총장 결정권한을 가진 15개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얻는 차
원을 넘어 전 세계에 걸쳐 반 장관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쓴 것이 결
국 주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각 대륙별 안보리 이사국만 타깃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을 상대로 `선거운
동'을 벌임으로써 반 장관이 안정되게 지지세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고 정부 당국
자들은 입을 모은다.
반 장관이 한 대륙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 그 대륙의 안보리 이사국이 반대표를 던지
기가 어려울 것임을 감안한 선거 전략이 성공했다는 것.
실제로 우리 정부는 반 장관을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확정한 시점을 계기로 노
무현(盧武鉉) 대통령을 위시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접촉 외교’에 한층 박차
를 가했다.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임채정 국회의장과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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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명환 1차관, 이규형 2차관 등 다수의 정부 고위 인사들은 2005년 9월부터 지난
1년 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순방일정’을 소화해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거니와 가나,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10개
비상임이사국에 최소 1회 이상 방문했다. 거꾸로 이들 나라로부터 방한하는 인사도
적지 않았다.
‘접촉’도 비단 정부 최고위층에 한정되지 않았다. 개도국 언론인 등을 비롯해 각
국 정부의 실무진과 우리 정부와 의회 등 실무자간 교류도 무척 활발했다.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도 컸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말 기니 공화국을 끝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총 53개국과 모두 ‘정상급 외교 관계’를 맺어 명실공히 ‘국제사
회의 책임있는 일꾼’으로 자리매김했다.
반 장관은 지난 8개월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무려 8회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
곤, 질병, 정치적 불안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소외돼 왔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 반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2006년 10월 3일)

9-3.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선출의 의의와 평가
2006년 10월 14일 유엔 총회는 반기문 전 외교장관을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하였다. 2007년 1월 1일 공식 임기를 개시한 반 사무총장은 향후 5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의 위치에서 유엔의 3대 이상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개발, 인권보호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반기문 전 외교장관이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 시대를 열어감으로써 한국의
국가 위상과 국가브랜드 가치가 드높아질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한국인이 국제평
화와 안전을 담당하는 유엔의 수장직을 수임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나
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이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진출 확대의
가능성이 열림으로써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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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유엔 사무총장
구분

성명

출신지

재임기간

제1대

트리그브 할브단 리(Trygve Halvdan Lie)

노르웨이

1946-1953

제2대

다그 함마슐트(Dag Hammarskjold)

스웨덴

1953-1961

제3대

우탄트 (U Thant)

미얀바(버마
1962-1971
)

제4대

쿠르트 발트하임(Kurt Waldheim.)

오스트리아 1972-1981

제5대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아르(Javier Perez de
Cuellar)

페루

1982-1991

제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 Ghali)

이집트

1992-1996

제7대

코피 아난(Kofi Atta Annan)

가나

1997-2006

- 270 -

제 4 장 참여정부 글로벌 정상외교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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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성과
참여 정부는 21세기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참여정부의 철학과 균형적 실용외교의 원칙은 대
통령이 직접 발로 뛴 글로벌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다.
즉, 참여 정부의 글로벌 정상외교는 주요 외교적 현안 해결의 추동력을 제공하고 국익
을 창출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미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참여정부 글로벌 정상외교의 성과를 좀 더 하위 요소로 세분화해 보면, 첫째 참
여정부 출범 당시 주요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관계 재조정 문제의 해결
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는 북핵문제를 근원적․포괄적 해결의 궤도위에 올려놓았으
며, 한미 동맹 재조정 문제를 원칙과 국익에 입각하여 처리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
를 공동의 이해와 필요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관계로 변화․발전시켰다. 둘째, 에너
지․자원․세일즈 외교를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적극적 경제외교를 지역별 특성화 전
략에 따라 추진하여 우리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셋째 호
혜적인 ‘윈-윈’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 기여 확대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원
칙과 비전에 입각한 주변 4국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당당하면서도 책임있고 존경받
는 국가로 자리메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참여 정부 정상외교에 대해 많은 비판과 성과에 대한
외면이 있어 왔다. 북핵에 안이한 정부, 말뿐인 주도권, 어설픈 자주론과 한미 동맹
의 파탄, 국제 고립 자초, 국제 현실에 무지한 동북아 시대 구상, 외교안보 시스템의
혼선과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이 그간 드러난 대표적인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들
에 대한 반론은 본문을 통해 참여정부 정상외교의 과정을 상세하게 추적함으로서
이미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재비판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련의
비판과 반론 그리고 재비판의 주제가 되는 사안들은 공동체 전체의 안위가 달린 외
교 안보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치적 쟁론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서는 곤란하다. 보다
정직하게 사실을 들여다보고 일관되고 바람직한 관점에서 공과를 논해야 할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에 대한 궁극적 평가와 판단은 후세들에게 맡겨진 역사
적인 소임 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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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여 정부가 일구어 낸 가시적이고 분명한 성과에 대해 이룰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접근법 또한 정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
느 정부보다 복잡하고 어려웠던 국내외적 환경에서 출범했으며 당시의 환경에 비추
어 볼 때 그간 이룩한 성과는 값진 것이었다. 그러나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치
밀하고 체계적인 준비, 쉼 없는 강행군, 전략적인 접근, 주인의식에 입각하여 솔직
함으로 매진했던 정상외교의 스타일, 설득하고 공론을 모아나가고자 했던 노력과
국민적 지지, 이 모든 것들의 총화가 글로벌 정상외교의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글로벌 정상외교의 주요 성과를 지표와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 조성
출범 전부터 북핵문제와 마주했던 참여정부가 임기 내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는
전쟁위기의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핵 문
제는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밑바탕 되어 있었다. 참여정부
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문제가 대두된 이래 6자회담 참여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
화적․외교적 해결을 주도적으로 모색하였고, 결국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 냄으로
서 북핵문제 해결의 일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06.7.5) 및
핵 실험(06.10.9) 강행 등으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전략
적으로 대처한 결과 2․13 이행계획 합의를 도출했다.
<역대정부 북핵문제 해결 비교>
｢문 민 정 부 ｣ ․ ｢국 민 의 정 부 ｣

｢참 여 정 부 ｣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 우리는 6자회담의 핵심 당사자
로서 북핵문제 해결 주도
(한․미/한․중 정상외교 등)

․1994년 북-미간의 제네바 기본합의
문체결로 제1차 북핵 위기 해결
— 제네바 합의에 따라 우리는 대
북 경수로 건설사업에 참여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 도
출로 북핵 폐기 및 평화체제 기반
마련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2차 핵위기 발생(2002.10)

1-2. 정상외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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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한 정상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2007년 2월까지 23회 153일에 걸쳐 총 45개국을 방문하였다.(중복방문 제
외 시 40개국) 이는 문민정부 33개국, 국민의 정부 35개국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
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정상은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계
기로 방문한 24개 APEC 회원국을 제외하더라도 40여 명에 이른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정상외교의 양적 팽창에 만족하지 않고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질적 확대에 진정한 목표를 두고, 정상외교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도 부단한 노력
을 경주하였다.
참여정부는 외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상외교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외교의 지평이 아시아 대양주, 중남미, 구주, 아중동 지역 등 전 세계
로 확대되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대내외적인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다는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지역별․국가별로 특성화된 전략을 갖고 내실 있는 정상
외교를 추진하였다.

연도별 정상방문 국가 수

문민정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18
16

16
14

12

12
국가 수

13

10

10

10

9

8
7

6

7
4

4

7

6

6

5

2

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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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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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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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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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년

20
01
년

20
0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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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년

19
98
년

19
97
년

19
96
년

19
95
년

19
93
년

19
94
년

1

0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나이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은 양국간 수교 이후 우리
정상이 최초로 상대 국가를 방문한 경우이며, 아일랜드 맥컬리스 대통령, 예맨의 살레
(Saleh)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수교 이후 최초로 국빈 방한한 국가의

정상이다. 콩고민주공화국 카빌라(Kabila) 대통령은 27년만에 한국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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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참여정부는 제3세계 자원부국과의 자원 정상외교(23차례 순방 중 17개국)를 통
해 중․장기적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석유(88억 배럴),
가스(760만톤), 철광석(7억톤), 우라늄(3.6천톤) 등 전략자원을 추가 확보하고, 이들 국
가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내었다.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3. 경제․통상 외교 강화
참여정부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크게 의존하던 기존의 경제․통상 정책
을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전환 추진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한 조치이다. 2003년 9월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FTA 후발 주자로
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FTA 정책 추진에 나섰다.

그 결과 2007년 2월 현재 15개국과 FTA를 타결하고 40여 개국과 FTA협상 또는
협상 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2007년 4월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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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관련 통계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45
40
35

대상국수

30
25
20
15
10
5

20
07

20
06

20
05

20
04

20
03

20
02

20
01

20
00

19
99

19
98

19
93
~1
99
7

0

연도
공동연구 및 예비협의

협상진행

협상타결 및 이행

FTA 체결 후 성과에 대해 살펴보면,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후 2년차(2006
년)에 대 칠레 수출은 발효 전의 5억불에서 12억불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자동차,
휴대폰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점유율도 1.5배 이상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수
입도 증가했지만 수입물품의 대부분은 산업원자재인 동이고, 2006년 국제 동 가격
이 급등하여 수입액이 증가하였지만, 한․칠레 FTA의 발효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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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발효후 교역현황>

<칠레 시장점유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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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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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의 안정적인 통상 현안 관리도 주요 과제였다. 따라서 참여정부 출범이
후 우리상품에 대한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부과
등)의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수입규제 대책반을 중심으로 해
당국 정부와 양자협의, 문서․공한을 통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사후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2004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며, 이러한 안
정적인 통상 관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에 따라
2006년 수출 3,000억불 달성 및 세계 10위권 교역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수입규제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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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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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 0 0 7 .2 월
현재

우리나라는 1995년 수출 1000억불 달성 이후 2002년 1,600억불, 2004년 2000억불
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2년만에 다시 수출 3000억불을 달성하는 개가를 올렸다.

연도별 수출액수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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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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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와 역할 확대
1-4-1. 대외원조의 지속 증대
참여정부는 세계 12위 경제 강국으로서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 기여와
역할을 대폭 확대하였다. 대외개발 원조량을 늘리고 이의 질적 제고를 통해 우리의
ODA(정부개발 원조) 체제를 효율화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계획에 따라 대외개발 원조를 오는 2009년까지
GNI(국민 총소득)의 0.1%로 증액하고, ‘비전 2030’을 통해 2015년까지는 GNI의 0.25%
로 증액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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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 규모 및 향후 증액 계획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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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7년도 통계는 목표치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06년 3월 나이지리아 국빈 방문시 ‘아프리카 이
니셔티브’를 발표하여 대 아프리카 지원확대 계획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

이는 대 아프리카 지원을 2008년까지 2005년 지원규모의 3배로 확대하고 우리 개
발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공고화하
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4-2. 국제기구 분담금의 지속증대
고도로 성장한 우리의 경제 규모와 그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역량만큼 국
제기구에 대한 우리의 분담금도 늘어났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지위에 걸맞
는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
지를 부각시키고, 향후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영향력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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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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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증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기구 내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현재 41개 기구에 총 251명이 근무 중이며 특히,
2003년 이후 고위직 진출 인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유엔 내에서의 우리 역할 제고
에 톡톡히 한 몫을 해내고 있다.

실제 1990년대에는 4,5명에 불과하던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내 진출은 2007년 2
월 3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07년에는 국제기구 최고 직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
장이 진출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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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고위직진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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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국제회의 유치증가
참여정부 들어 국제회의의 국내 개최도 대폭 늘어났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제회의 유치건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0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1993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해 총 185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세계 14위, 아시아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제회의 국내 개최수

164

124
82
68

84

95

109

185

160
131

97

- 282 -

20
06
년
(추
정
)

20
05
년

20
04
년

20
03
년

20
02
년

20
01
년

20
00
년

19
99
년

19
98
년

19
97
년

58

19
96
년

19
95
년

65

19
94
년

19
93
년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

190

1-5. 재외 국민보호 등 영사서비스 강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해외여행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1993년 274만명이
던 해외여행자가 2006년에는 1,182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해외여행자 수가 1,000만 명
을 넘어서면서 이에 따른 사건 사고도 늘어나 재외국민보호 및 양질의 영사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는 이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및 양질의 영사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기대
를 충족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해외여행자수 (1993~2006)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참여정부

14,000,000
12,000,000

11,815,901

10,000,000
8,000,000
5,351,974

6,000,000
4,000,000
2,000,000

10,372,409
9,139,314

7,441,059
6,379,255
5,795,044
4,659,935
3,393,198

7,386,088

5,275,183

4,508,076
3,778,140
2,741,500

20
06
년

20
05
년

20
04
년

20
03
년

20
02
년

20
01
년

20
00
년

19
99
년

19
98
년

19
97
년

19
96
년

19
95
년

19
94
년

19
93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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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5년

1-5-1.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의 체계화
참여정부는 ‘세계 24시간 연중무휴의 영사콜센터’를 개설하여 급증하는 재외국민
보호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도 좋아 개설 초기보다 인입콜이
7-8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런던 폭탄테러(05.7), 뉴올리언즈 허리케인 카트리나(05.8), 발리 폭탄테러(05.10)
발생 시 우리 국민 피해자와 이 지역 체류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민원전화에 성공적으
로 대응하는 등, 기동력과 정확․신속성 확보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영사콜센터 인입콜수 (2005.4~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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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외 안전정보를 제공해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
고 있다.

해외안전여행 전용 홈페이지(www.0404.go.kr)에 개재하는 공지사항이 2004년 44
건, 2006년 226건 등 총 534건에 이르며, KBS 제1라디오 ‘지구촌 오늘’ 및 KBS
World 방송 YTN 및 Arirang TV에는 매일 약 1분간 자막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2004년 1월 이후에는 국가별 정세불안, 테러위험 등을 고려한 여행경보 단계를 지
정해 공지하고 있다.
해외안전여행 전용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2005년 8월 이후 4,4000명에 달한다.

- 284 -

그 밖에도 2005년 5월부터는 이후 쓰나미, 테러위협 등 해외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로밍사용자에게 해외위급 문자서비스(SMS)를 총 25건 발송하였으며(SKT,
KTF 협조), KBS 특파원 피랍사건, 동원호 피랍사건, 독일 월드컵, 도하 아시안 게임,
한미 FTA 협상, 나이지리아 대우직원 피랍사건 등 사건사고 해결 또는 예방을 위해
서도 신속 대응팀을 적극 활용하였다.

1-5-2. 영사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서류도 간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전자영사 민원시스템’ 구축으
로 민원인들이 재외공관에 주민등록, 호적, 병적,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 서류 제출
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5월 25일에는 인천공항에 영사민원서비스팀을 개설해 출국 수속 중
일반 여권에 문제가 발생한 여행객에 대해 긴급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그 결과
1년 단수여권 발급이 2005년 3,710건, 2006년 10,172건이었으며, 여권기간 연장 등도
2005년 1,564건, 2006년 4,326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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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과제
참여정부의 정상외교가 이러한 민족사적 과제를 모두 이루었다고 주장할 수 없
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 내거나 목표 달성에 유리한 조건과 환
경을 조성해 나가가 위한 쉼 없이 노력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글로벌 정상외교는 그
러한 노력의 전면에 있었다. 참여정부의 노력의 결과 평가받을 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음 세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세계사적
전환점에서 보다 새로워진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 전
략의 모색에 있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비전과 철학은 ‘공동 번영과 평화의 중심에
남북한이 함께 우뚝 서서 동북아와 세계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존경받고 책임있는
지도국이 되는 것’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가르쳐준
교훈이고 세계사적 전환 시대의 시대 정신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러한 비젼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역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
화 체체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은 과거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한결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9.19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한과 주변 4국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약했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직접 관련 당사국간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2.13 합의를 통해서는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를 논
의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동북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동북아 평화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출범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 세대는 참여정부의 성과와 기여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 동
향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평화 체제를 균형있게 다루어 나가야 하
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남북 당사자 원칙과 자주 원칙을 지켜나가면
서도 주변국과의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를 호혜적인 관점에서 진전시키되, 핵문제와
같은 당면과제와 동북아 평화체제와 같은 장기 목표가 선순환적으로 상호 보완하
는 관계에서 균형있게 추진되어 나가도록 지혜를 발휘하고 전략을 다듬어 나갈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보면 역시 한․일 관계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올
바른 역사 인식이야 말로 단순한 역사적․민족사적 감정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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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직결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동북아 주요 국가로서의 일본의 협력 확보는 동
북아 구상과 이의 실현을 위한 한 축으로서의 한․중․일 3각 협력 심화를 심각하게 저
해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적․민족사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과
업과 일본을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시키는 노력이 양자 차원과 다자 차원에서 포괄
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러한 역할 수행에 필
요한 총체적인 외교력을 착실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한편, 총체적인 외교력의 향상은 비단 외교부나 외교관들의 능력 향상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모든 효과적인 외교력으로 전환시키는 총체적인 능력의 향
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외교력에는 관계 부처간의 원활한 협조 능력에서
부터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능력, 나아가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적인 능력,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존경받는 정도 등 가히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모
든 능력과 자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 정부는 몇 가지 중요한
기여를 했다. 정상외교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원이나 에너지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관점에서 ‘윈-윈’ 전략을 우선시했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아 유엔사무총장 배출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다음 세대는 바로 이
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정상외교를 포함한 외교 수행 과정을 보다 시스템화함으
로써 외교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책임있고 존경받는 국가로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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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로 향한 정상외교의 나침반
2007년 4월 현재 평화와 화해 모드로 진행 중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진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변 4강과의 현안이 급증하고 유럽, 중남미,
아중동 등 외교 다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전방위 외교를 통한 세
계 각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에도 힘써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 에너지․자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짐에 따
라 참여정부는 지속적이고 원활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전략적 자
원외교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즉,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자원 정상외교를 통해 다
양한 공급선을 확보하는 한편, 저개발 자원부국에 대해서는 호혜와 신뢰를 기반으
로 우호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해주는 등
의 경제 컨설팅과 IT 기술 이전 및 인력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국가간 신뢰를 확보
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의 ‘윈윈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듯 21세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와 함께 통상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의 필요성도 점점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FTA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 통상외교를
강화해 국가성장의 동력을 창출해나갈 작정이다.

군축․비확산, 인권, 테러 등 다자간 협력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 증대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와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여행객 1천만 시대에 폭증하는 영사 민원과 재외국민 보호 요구에 대해서도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보호를 증진시키고 영사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참여정부는 다자 국제외교 무대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범세계적
이슈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익과 국가 위상을 확
보하는 한편, 참여정부 외교 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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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면승부를 외교의 기본자세로 삼아야

역사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밖으로는 북핵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풍
전등화에 있었고 안으로는 경제적 도약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지난 참
여정부 5년,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밖으로는 세계평화라는 대세를 확고히 하
고 안으로는 경제적 실리라는 두개의 명분을 놓고 힘차게 내달린 쉽지 않은 모험과
도전이었다.
그것은 참여정부가 지향한 세 개의 확고한 국가적 정체성을 의미했다.

하나. 우리가 주인이다

기다리지 않았다. 기대지도 않았다. 나아가 눈치도 보지 않았다. 민족의 자존과
선진 도약이라는 숙명 앞에 선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어디라도 그 누구라도
게으치 않고 달려갔고 형식과 대접을 받기 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번영을 역
설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리를 위하여 명분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보았고, 또한 명분을 위하여 실리를 놓치는 우둔함을 경계하
려 솔직함과 핵심으로 매번 정면승부를 다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주인의식이라는 용기와 확신으로 전세
계를 상대로 평화와 번영을 세일즈하였다. 그것이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첫 번째 국
가적 정체성이었다. 그 결과는 현명했다. 세계가 우리를 동료로 보기 시작했고 한반
도를 평화의 상징과 열려진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분명히 인식했다. 그 주도권의 시
작은 분명 우리가 아니었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둘. 도전정신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개척정신을 끝까지 관철하다

한반도에 쏟아진 우려와 불안의 시선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세계의 역사가 가르
쳐준 한마디의 진리, 위기는 곧 기회다!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직면한 북핵과 강대국
의 자국논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할 발전적 대안을 제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힘의 논리나 대결구도가 가진 극단적 방법으로는 그 어떤 갈
등과 명분의 매듭도 풀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진정한 도전정신이란 3자

- 289 -

회담에서 한미FTA까지의 오랜 역정을 견디면서도 엉켜진 실타래를 풀고, 얼어붙은
얼음을 녹이는 것처럼 지난하고 요령부득의 길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도
전했고 설명했고, 감싸 안았고 등을 두드리며 길을 제시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
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 이것이 참여정부가 갖게 된 소중한
두 번째 국가적 정체서이다.

그 결과는 세계가 한반도를 문제의 분쟁지역이 아닌, 해결과 미래지향적 터전으
로 인식했다는 것이며, 평화라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상교역과 실질 협력 관
계가 증진됐다.

셋. 평화공존이라는 정신으로 미래를 열어젖히다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다. 그것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아니다.
또한 개발이 시급한 약소국의 의존 논리도 아니다. 몽둥이를 둔 사람도, 손을 벌리
는 사람도 서로의 어깨를 걸고 같은 보폭으로 걷지 않으면 결코 평화란 있을 수 없
고, 공존의 길은 무너지고 만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
로 수많은 공존의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발끝을 들어 어깨를 높이는 열정을 보였고
허리를 숙여 누군가를 감싸 안았다. 하나의 존재보다는 공존의 힘이 무한하다는 사
실을 증명하려 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고립된 하나가 아니라 전세계를 견인할
우리라는 소중한 국가적 정체성을 건진 것이 참여정부의 세 번째 수확이다.

그 결과는 아주 고무적이었다. 참여정부가 동북아 평화적 질서와 다자간 경제교
류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있음을 세계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분단국
가의 분쟁지역에서 평화공존의 시험이 세계평화와 번영이라는 미래를 내포하고 있
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낸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은 평화공존이었고, 우리는 다같이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지켜나갈 원천적인 힘을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넘어야할 산이, 건너야할 강이 수도 없이 앞에 있다.
자신감을 갖기에는 충분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럴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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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잡아끄는 원동력은 미래로 열려진 원칙과 열정이다.

앞서 정리한 세 가지의 원칙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향해져 있다.
때론 먹구름이, 때론 강풍이 우리가 가진 원칙에 이의와 의문을 제시할지라도 우리
는 그 나침반이 향하는 곳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지난 5년의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실패와 오류, 오해와 갈등 속
에서도 값진 성과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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