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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City Diplomacy between Beijing and Seoul

FAN JIE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concept of borders has been weakening since the start of the 

global era.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strengthened, and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have drawn attentio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also expanding significantly due to the strengthening and 

expansion of economic interrelationships in the world. The importance of 

status and the role of the nations have also gradually faded due to 

powers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society. Currently,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cities, and the role of c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oday, City diplomacy is an indispensable program for city 

development that symbolizes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Unlike diplomacy at the national level, City diplomacy can promot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s well as promoting flexible inter-city 

relations. In addition, it integrates the country’s diplomatic resources 

through city diplomacy research, promotes the development of cities, and 

complements the country’s diplomacy as a whole. At the diplomatic level, 

it can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cities and states and protect national 

interests. Furthermore, the city becomes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will help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 ix -

government city diplomacy and national diplomacy.

This paper was analyzed based on city diplomacy theory.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various diplomatic methods and 

actors have appeared. Various discussions such as ‘public diplomacy’, 

‘local government diplomacy’, and ‘city diplomacy’are actively taking 

place. Terms related to different levels and appearing in these 

discussion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so academic clarification is 

required. Therefore, this thesis aims first to organize theories related to 

city diplomacy. ‘City diplomacy’means that local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or enterprises designated by local governments, subsidize 

the entire country’s diplomacy under the guid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recent years,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weak, while the role of city diplomacy in a country’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exchanges between countries has 

attracted attention. In this trend, China and Korea have focused on 

promoting city diplomacy. Beijing and Seoul, the capitals of China and 

Korea and the political and cultural centers of both countries. They have 

embassies and are important gateways for friendl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foreign rel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have improved significantly. Beijing and Seoul 

have expanded their international influence. Both cities are representative 

cities in which city diplomacy is rapidly developing in Asia. Although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China and Korea is lower than that of 

Western countries, Beijing and Seoul have a certain city autonom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diplomacy of both cities, 

focusing on organization, strategy, and practice through examples of 

Beijing and Seoul. Based on thi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city 

diplomacy between China and Korea were presented. As part of the 

national foreign policy, city diplomacy began in earnest in both Beijing 

and Seoul. Beijing and Seoul differ in the way they develop city 

diplomac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ue to different national systems. In conclusion, the achievements of city 

diplomacy between Beijing and Seoul were summarized by divi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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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city diplomacy between Beijing and Seoul into three categories: 

international networks, cultural and sports exchanges, and economic 

exchanges.

By 2019, Beijing had formed sisterhood and friendship city relations 

with 71 local municipalities in 54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oul had 

formed sisterhood and friendship city alliances with 221 local 

municipalities in 52 countries. In the early days, administrative exchanges 

mainly started with mutual visits to the council for promotion of 

exchanges between cities and consultation with doctors. Beijing, as the 

capital of China, has a political characteristic of being strong in foreign 

exchanges, and administrative exchanges with foreign countries which 

mainly consists of mutual visits from high-ranking cities. In contrast, 

Seoul promotes people-to-people exchanges in various fields. For 

example, training or dispatching public officials is the most typical 

method.

Second, city diplomacy makes international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more active. Beijing and Seoul are actively engaged in 

external cultural and sports exchanges. For example, participation in 

festivals, dispatching performances of art groups, holding and 

participating in Go and calligraphy exchange and art exhibitions, and 

fashion show events are mainly conducted in the cultural category.

Third, local government’s city diplomacy leads city interests. Both 

cities are producing economic benefits by attracting foreign capital, 

increasing imports and exports, and attracting tourists. City diplomacy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ities lead to foreign capital 

attraction mainly through holding trade and investment fairs. It is 

conducted by signing a memorandum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trade shows and investment briefings. Beijing tends 

to invite companies and related people from friendly cities to trade 

shows.

There are three problems with the development of city diplomacy in 

Beijing and Seoul. First, there are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strategies 

and policies for city diplomacy development. Due to China’s national 

system,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in China is lower tha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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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Seoul’s local government puts emphasis on the city aspect 

in international exchange, while Beijing puts more emphasis on the 

national aspect.

Second, there is a limit to the com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eign exchanges between Beijing and Seoul were mostly conducted 

between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in Asia. The development of 

external exchanges for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s unbalanced and 

Foreign exchanges of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also show a pattern of 

unbalanced development. Third, the systematization of institutions leading 

city diplomacy by local governments is not well-organized. Both cities 

have certain departments for city diplomacy, but the way they lead each 

department differs from Korea in terms of relation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Beijing Foreign Affairs 

Office also follows the central government’s foreign policy when 

conducting foreign affairs and mainly conducts interviews with foreign 

high-ranking people and delegations. The Seoul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icer has more autonomy than the Beijing Foreign Affairs Office in 

terms of financial and practical policies. However, both cities have 

insufficient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other agencies 

in city diplomacy.

Accordingly, there are implications to aim for the development of city 

diplomacy in both cities. First, local governments must accurately set up 

th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When local governments 

promote city diplomac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autonomy of 

city foreign exchange and the diplomatic relations. It should proceed the 

overall foreign policy in the whole country. We must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ity and take advantage of the city’s autonomy to carry out 

flexible and distinctive city diplomacy activities. Second, there is a lack 

of mechanisms for the foreign affairs system and management which 

must be strengthened.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in each city 

diplomacy should be clearly specified. It is necessary to optimize 

resource distribution, establish a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city 

diplomacy, and actively cultivate city diplomacy professionals. Third, the 

international network must be strengthened. The targets o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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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between the two cities are mainly concentrated in other cities 

in Asia. Currently,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in terms of the 

twinning of citie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regional cooperation for economic, trade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regions. Fourth, the city itself needs to be built. City 

diplomacy between Beijing and Seoul should develop the city’s own 

construction by activating exchanges in the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field. Thus, both cities must raise international awareness and 

competitiveness. Fifth, in the post-Covid-19, city diplomacy should 

cooperate in the health and sanitation field. Both cities have excellent 

experience against the Covid-19 vir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nfluence of cities by sharing excellent preventative measures 

with cities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the 

health and sanit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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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시대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와 국경 개념의 약화로 지방정부 간의

교류가 주목받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글로컬포럼(Glocal Forum)

과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es and Local Governments) 등의 등장으

로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었다. 교통, 과학기술, 인터넷 발달로 인

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로를 통한

도시 간 접촉이 가능해졌고 이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국가를 초월

한 도시 간 국제적 연대가 점차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외교가 주목받게 되

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외교와 달리 문화나 정보,

제도, 이미지 등을 자원으로 하는 소프트파워 외교가 강조되는 추세가 출

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가 중심의 공간적 관계는 더 이상 시대의

발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 권력은 다차원적으로 분산

되었다. 따라서 ‘비(非)국가적 행위자’가 주목받게 되었으며, 이들 ‘비국가적

행위자’는 주권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제적인 행위 능력을 가지

게 되었다.1) 다국적 기구와 지방정부는 바로 이러한 ‘비국가적 행위자’이

다. 세계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이러한 ‘비정부 행위자’의 힘이 강해지면서

1) 冯特君ž宋新宁(1992), 『国际政治概论』,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p.113; 陈
楠(2019), “当代中国城市外交的理论与实践探索”, (华东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p.1.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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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범위, 강도, 형태 및 제도적 기반에 영향을 미친다.2)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비국가적 행위자’의 정치·경제활동 지위 및 영

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도시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의 지

방정부는 ‘하위정치(低级政治)’ 영역에서의 활동이 빈번해졌고 그와 동시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상위정치(高级政治)’ 에서도 점차 그 영역

을 넓혀 나가고 있다. 사실상 ‘상위정치’ 영역에서 국가의 주권은 여전히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이며, 경제·사회·문화 등 ‘하위정치’ 영역에서는 도시의

지방정부가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대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3)

도시는 국가보다 먼저 출현하였으며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서 그 역할을 발휘해왔다. 도시는 인류문명의 발전을 기록해왔다. 인류문명

의 발전에 따라 인구는 도시로 이주해왔으며 도시화가 세계 각지로 확장되

었다. 현재 세계의 약 1/2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21

세기는 ‘도시의 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은행 기록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 세계 도시화율은 55.7%에 달했다.4)

세계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도시가 맞닥뜨린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문제 해결에서

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세계화와 정

보화 속에서 도시는 테러, 환경문제, 국제이주 등 지구적 문제의 영향을 받

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문제와 도시문제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

고 있다. 이는 결국 글로벌 문제와 도시문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실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도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

다.5)

2) 杨勇(2007), “全球化时代的中国城市外交-以广州为个案的研究”, (暨南大学博士学
位论文)，p.1.
3) 徐琨琳(2008), “回顾国内外城市外交理论研究成果”, 『才智』第6期, pp.252-253.
4) “Urban population”, https://data.worldbank.org.cn/indicator/sp.urb.totl.in.zs,
THE WORLD BANK, 검색일: 2020.9.15.



- 3 -

중국의 국가통계청(國家統計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의 도시화율은 60.6%로 전년도보다 1.02% 상승하였다. 2019년까지 중국

도시 상주인구는 8억 4,843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1,706만 명 증가되었다.

반면에 농촌 상주인구는 5억5,162만 명으로 1,239만 명 감소되었다. 이렇듯

중국 인구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추세이다.6)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부터 1978년 개혁·개방까지 중앙정부가 외

교에 관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정부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적

외교부서가 없었다. 즉 건국이후 약 30년 역사에서 중국의 외교활동은 중

앙정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개혁ž개방 이후 중국의 외교 결정기구가 다

원화ž분권화ž제도화ž전문화되면서, 당ž정ž군 이외에도 기업, 시민사회, 네티

즌 등과 같은 새로운 대외정책 행위자들이 등장하였다.7)

1973년 중국의 톈진시(天津市)는 일본의 고베시와 자매·우호 도시를 체

결하여8) 중국의 지방정부 외교활동의 첫 번째 행위자가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는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창구로 활약하였으며, 중국

종합국력의 상승에 따라 중국 도시의 국제화 수준 또한 크게 상승하였다.

2018년 12월까지 중국의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는 세계

136개 국가의 도시들과 2,571건의 국제우호도시를 맺었다.9)

2014년 5월 15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 설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도시외교’라는 단어를

5) 이창ž송미경(2018),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가능성과 과제』, (서울:서울연구원),
p.1.
6) 中国国家统计局(2020),『2019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中国国家统计局.
7) 신중호(2014),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현대중국연구』제16
집 1호, p.1.
8)“我国新增5对友好城市（省州）总数增至2571对”,http://www.xinhuanet.com/fortun
e/2018-11/16/c_1123726237.htm, 新华网, 검색일:2020.05.15.
9)“我国新增5对友好城市（省州）总数增至2571对”,http://www.xinhuanet.com/fortun
e/2018-11/16/c_1123726237.htm, 新华网, 검색일:2020.05.15.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11/16/c_1123726237.htm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11/16/c_11237262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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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 본 회의에서 중국은 도시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대적

으로 중국 국제우호도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중국의 지방정부와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촉진하며 도시 간

자원공유(资源共享), 상호보완(优势互补), 윈-윈(合作共赢)이라는 행동 목표

를 강조하였다.10) ‘도시외교’가 중국 외교부 언어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가 도시외교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한국은 1991년 지방자치 관련 법률 개정으로 도시외교의 중

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국은 외교부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

하여 도시외교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1995년 지방자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 또한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1995년 6·27 지방선거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

존에서 탈피하여 지방행정의 세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독자적인

지역발전 전략에11) 매진하였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국가정책의 해외 홍보와 국가 이미지의 해외선양을

위해 전문기관과 주재관을 두어 문화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의 외교

부는 모든 문화외교와 관련된 대외교류 활동을 통합하여 주재하였으며, 지

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부터 대외교류 활동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나아가 한국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

부 등 중앙부처 외에 지방정부도 각 지역의 특색과 목적에 맞게 세계를 향

한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지원을 하고 있다.12)

10)“习近平：中国人民愿同各国人民和睦相处和谐发展”,http://news.cntv.cn/2014/05/1
5/ARTI1400147596092111.shtml, 央视网, 검색일:2020.05.16.
11) 김형수ž노병렬(2016),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세계지
역연구논총』제34집 2호, p.39.
12) 문현미(2018), “중국과 한국의 지방정부 공공외교 비교 연구: 경기도와 산동성
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1-39.

http://news.cntv.cn/2014/05/15/ARTI140014759609211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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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13)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한국 지방

자치단체들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우호도시 체결 건수는 1,725건

이다. 즉 한국은 세계 82개 국가의 1,290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하였다. 현재 한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지

방자치단체가 해외 지방 자치단체와 활발하게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대외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배경

하에 중국과 한국의 수도이자 양국의 정치·문화 중심지인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양국 국내의 어떤 도시보다도 적극적인 도시외교 활동이 필

요한 도시이다. 즉 글로벌화, 정보화, 지방화 등 시대적 변화 속에서 베이

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경쟁력 확보, 국제 네트워크 구축, 통상협력 강

화, 평화협력 증진 등 포괄적인 외교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

편으로 두 도시의 네트워크 구축, 참여방식과 실제에 관한 연구는 향후 두

도시가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해결 방법을 찾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며, 도시외교의 발전이 국가의 외교력 증진에 일조할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 연구는 중

국과 한국의 국가외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한국은 정치체제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양국

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수준이 또한 크게 다르다. 그러나 양국은 같은 동

양문명권에 속해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

시외교 수준과 행태는 상이성과 공통점을 지닌 것으로 사료된다. 양 도시

의 외교 조직과 전략, 그리고 실제에 대한 연구는 동양문명권의 국가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제한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대응에 경험과

13)“국제교류현황”,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80,
한국시도자치협의회, 검색일:2020.9.6.



- 6 -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비교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

보면, 두 도시의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를 비교연구 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오늘날 도시외교는 도시 발전의 필수적 정책이자 사업으로서 도시의 국

제적인 교류, 협력 활동을 상징하는 대외 활동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외교

보다 도시외교는 유연한 도시 간 관계의 증진은 물론 도·시민 간의 화해·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14)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외국과의 문화, 경제 등 제반 영역에서의 교류를 강화하는 과정

에서도 자국의 국익을 증진시켰다. 이 연구는 도시외교에 대한 이론적 논

의를 토대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조직과 전략, 그리고

실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두 도시 외

교활동의 성과와 한계점 도출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러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도시외교 관련 이론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글로벌화

와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서 다양한 외교방식과 행위자가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외교’, ‘지방정부외교’, ‘도시외교’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등장하는 상이한 수준들과 관련된 용어들이

14) 고경민ž장성호(2014),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본 도시외교의 방향”,
『대한정치학회보』제22집 3호, pp.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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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혼용되고 있기에 학문적 규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도시외

교와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둔다.

두 번째, 중국과 한국이 그 동안 추진한 도시외교를 세부적으로 비교분

석함으로써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관계에서 중앙정부의 역

할이 완화됨에 따라 도시외교가 한 국가의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 간 교류

에서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과 한국이 그 동

안 추진한 도시외교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베이징직

할시와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도시외교의 조직·전략과 실제를 체

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세 번째,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

로 한·중 양국 도시외교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글로벌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배경에서 자방정부의 외교활동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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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

1) 양자 혹은 다자간의 협력방안을 탐구하는 연구

2016년 아쿠토(Michele Acuto)외 학자들은 ‘도시외교와 자매결연: 영국,

중국과 전 세계의 과제(‘City Diplomacy’ and Twinning: Lessons from

the UK, China and Globally)’에서 도시외교와 우호적인 도시를 건설한다

는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국과 중국의 도시 간 국제

관계에서 ‘도시외교’의 행동을 사례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한 도시가 지방정부의 상호 교류 중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15)

중국 푸단대학(复旦大学) 천쯔민(陈志敏, 2001)은『하위 국가정부와 외

교 문제(次国家政府与对外事务)』16)라는 책에서 하위 국가정부(지방정부)

의 대외활동을 중심으로 글로벌시대 지방정부의 원동력, 의사결정과 형식

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외교 문제를 국제관계 속에 포함시

켰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지방정부 외교 사례와 중국의 지

방정부의 외교행태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서구와 중국의 지방

정부 외교행태의 차이점을 밝혔다. 그러나 천쯔민의 연구는 주로 미국, 유

럽, 일본 등 선진국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국 지방정부

15) Michele Acuto, et. al.(2016), “City Diplomacy’ and Twinning: Lessons from
the UK, China and Globally,” Foresight,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pp.
1-27.
16) 陈志敏(2001), 『次国家政府与对外事务』, (北京:长征出版社), pp.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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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대한 분석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현미(2018)는 한국의 경기도와 중국의 산동성(山東省)을 직접 방문하

여 경기도민과 산동성 시민의 지방정부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

하였다.17) 이 연구에 따르면, 향후 지역 간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 대학, 상공회의소 등 지역과 관련된 기관을 모두 참여시켜서 더 포

괄적으로 국제교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18)

상술한 연구들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교류 효과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

17) 문현미(2018), “인식조사를 통한 중국과 한국의 공공외교 비교 연구: 경기도민
과 산둥성민을 중심으로”, 『중소연구』제42권 제3호, pp.83-128.
18) 다음 연구는 지방정부 외교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이다. 이준호(2016)는 ‘차하
얼평화포럼(察哈爾和平論壇)’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준호, “지방정부의 대 중
국 공공외교 활성화방안-의정부-차하얼 편화포럼사례를 중심으로”, 『THE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제11권 제1호, pp.45-65). 김철홍
(2002)은 광주광역시와 중국 광저우시(廣州市) 간의 교류사례를 중심으로 한ž중 지
방정부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철홍, “한ㆍ중 지방정부간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와 중국 광저우(廣州)시 교류사례를 중심으로”, 『정
치정보연구』제5권 1호, pp.65-86). 중국 학자 레이위홍(雷瑞虹)과 차샹위(车翔
宇)(2018)는 ‘중국 도시외교–중국과 브라질 자매도시의 협력분석과 전망(城市外交
之中国与巴西友成合作分析与展望)’에서 중국과 브라질의 자매도시를 사례로 분석
하고 두 도시의 협력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雷瑞虹ž车翔宇, “城市外交之中国与
巴西友成合作分析与展望”, 『科教文汇』第430期, pp.188-190). 그 외에 양지(杨
辑)(2018), 양샹장(杨祥章)(2018)도 비슷한 주제를 연구했다. (杨辑, “厦门与魁北克
城市外交的比较研究”, (厦门大学硕士学位论文), pp.9-13; 杨祥章, “我国地方政府参
与中国-东盟合作的动力，进程与特点”, 『和平与发展』第4期, pp.94-130). 황판과
한상연(2015)은 제주도와 중국 하아난성(海南省)의 사례로 양 지역 간 진행해 온
20년에 달하는 교류 역사를 정리하고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 (황판ž한상연,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제주도와 중국 하아난성
의 사례”, 『도시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pp.53-74). 류재현(2011)은 부산, 상하
이,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ž중ž일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했다.(류재현, 한중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 협력행정에 관한 비교연구-부산시와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제25권 제2호, pp.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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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데 착안점을 두고 있다.

2）도시외교에 관한 역사, 발전, 특징 등 이론적 접근

주밍(祝鸣, 2014)은 “중국과 해외도시외사의 역사, 발전 및 전망(中外城市

外事的历史发展及其展望)”에서 중국의 도시외교는 중앙 전체 외교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 자체의 경제 이익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였

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외교는 보다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그

중 도시의 지방정부 역할이 더 두드러져 중국의 전체 외교의 중요한 부분

이 되었다. 중국은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 도시외교의 발전 시간이

짧고 자율성이 낮지만, 중앙정부의 전체 외교를 보조하는 기능적 측면을

보면 중국의 도시외교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

로 중국의 도시외교는 외국과 공통점이 있는 동시에 중국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19)

천쯔민(2008)의 이론적 토대는 매우 정교하고 창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는 비국가 정부의 국제행위 관련 4가지 이론을 제시했다.20) 즉, 지

방중심론, 다층외교론, 시장중심론, 국가중심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대외업무 분석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천쯔민의 분석은 이론에

단순히 사례만 접목시킨 한계가 있으며, 시사점과 전망 등 부분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조아오크진(赵可金, 2014)21)은 도시외교는 국가전략을 반영하고 있어 중

19) 祝鸣(2014),“中外城市外事的历史发展及其展望”,『中外名城比较』第2期,pp.60-66.
20) 陈志敏(2008), “全球多层治理中地方政府与国际组织的相互关系研究”, 『国际观
察』 第6期, pp.6-15.
21) 赵可金(2014), “嵌入式外交:对中国城市外交的一种理论解释”, 『世界经济与政
治』 第11期, pp.135-160; 赵可金ž陈维(2013), “城市外交: 探寻全球都市的外交角色”,
『外交评论』 第6期，pp.61-77; 赵可金(2016), “中国城市外交的若干理论问题”, 『国
际展望』 第1期, pp.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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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도시의 대외관계가 ‘매립형 외교(嵌入式外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을 밝혔다. 그는 논문에서 도시외교가 경제와 문화의 하위정치 의제에 치

우쳐 국가의 권한만을 위임받은 채 주권을 다루는 전통외교의 보완발전이

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통적 외교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도시외교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난(陈楠, 2017)22)은 중국 특색의 지방정부 도시외교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는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틀에서 도시외교의 유형, 역할 그

리고 도시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유형과 특징, 향후의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천난은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국가 전체 외교를 보완

하는 기능이 제일 중요하며, 이는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도시별 사례연구는 주로 상하이시(上海市)와 광저우시(广州市) 등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궈샤오위(郭晓宇, 2011)는 상하이 엑스포에 대한 분

석을 통해 대외교류의 모형을 연구하였다.23) 저우스신(周士新, 2018)은 상

하이 도시외교의 글로벌 발전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24) 또한

상하이외국어대학의 시에잉(谢樱, 2012)은 “상하이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

(上海城市外交研究)”라는 논문에서 상하이 도시외교의 유형, 기능 등을 분

석하였다.25)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도시외교를 진행하고 있지만, 상하이시의 국제화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2) 陈楠(2017), “全球化时代的城市外交：动力机制与路径选择”, 『国际观察』 第5
期, pp.87-100; 陈楠(2018), “城市外交与中国特色大国外交-思想契合，战略对接与机
制创新”,『国际展望』 第1期, pp.70-85.
23) 郭晓宇(2011), “上海城市对外交往模式研究-以世博会为例”, (外交学院硕士研究生
学位论文), pp.23-29.
24) 周士新(2018),“上海城市外交的全球布局与特色定位”,『宏观视野』第1期,pp.41-47.
25) 谢樱(2012), “上海城市外交研究”,　(上海外国语大学硕士学位论文),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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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전히 도시외교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하이시는 해외 국가 지방정부와 비국가 행위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

고, 자매결연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

이다. 나아가 ‘일대일로’전략을 기반으로 연선국가와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교류하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탕워이(汤伟, 2017)는 최근 그의 연구에서 개발도상국가의 지방정부 도시

외교를 실시하는 동력과 이론, 유형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26) 또한 ‘일

대일로’와 도시외교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일대일로’의 전개는 도시외교

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27) 또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

화가 도시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일대일로’를 통해 연선 국가 도시와

국제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새로운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현재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전개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 한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

한국 지방정부 도시외교 관련 연구는 주제와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도시외교 이론과 개념에 관한 연구, 양자

및 다자 간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이론과 개념에 관한 연구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이론 및 개념에 관한 연구가

26) 汤伟(2017), “发展中国家举行城市的城市外交-根本动力，理论前提和操作模式”,
『国际观察』 第1期，pp.84-96.
27) 汤伟(2015), “一带一路“与“城市外交”, 『国际关系研究』 第4期, pp.59-68.



- 13 -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강재규(2006)는 “지방외교의 법 · 이론적 근거”라

는 연구에서 한국과 외국의 지방외교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는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환경, 지방자치 강화 필요성, 충실한 지방자

치와 관련한 각국의 전통 등 측면을 통해 지방외교의 이론적 근거를 분석

하였다.28)

또한, 서울연구원의 이민규(2020)는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에

서 도시외교의 다층 거버넌스 구축, 문제 해결 중심의 다자외교 발전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공동문제 해결·정책 공유·국제경쟁력 제고가 지방정

부 도시외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29)

김형수(2017)는 지방화시대가 확대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

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집중화를 견제하면서 끊임없이 ‘정책의 창’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

공외교 정책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 전문성 및 자원 동원 능력의 한계를 극복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30)

박나라(2017)는 한국 지방정부 자매･우호 도시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가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원인을 세부적으로 검

토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1961년부터 자매･우호 도시 체결을

시작하였고,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로 폭증하였다. 광역자치단체들뿐

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도 꾸준히 자매 도시를 체결해왔다. 이러한 현상

의 원인에 대해 박나라는 경쟁적으로 자매·우호 도시를 체결하는 사회적

압력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실증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정부

28) 강재규(2006), “지방외교의 법·이론적 근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pp.211-271.
29) 이민규(2020),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pp.1-91.
30) 김형수(2017),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와 도시』
특집 제18호.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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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지방정부의 영향을 받아 정책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지방정부의 모방은 특정 지역이나 지자체 유형에 한정되지 않으

며, 다른 자치단체들이 집단적으로 형성하는 전국적 행태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실증 분석을 통해 1995년에 출

범한 지방자치제 전후의 자매·우호 도시 체결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과 정책 결정 요인을

고찰하는 데 의미가 있다.31)

2)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 관련 연구

한국 지방정부의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 관련 연구는 주로 시

도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구·경기도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특별시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 이민규·박은현(2018)은『서울특별시의 중국 동북3성 도시외

교 전략과 정책』32)에서 중국 동북진흥정책을 포함한 중국 동북3성의 발전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한⋅중 교류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김수한(2013)33)과 장정재(2013)34),

장호준(2013)35)은 인문유대에 입각해서 한ž중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

31) 박나라(2017),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한국 지방정부의 국
제 자매･우호 도시 체결 관계 결정 요인 분석(1961-2016)”, 『지방행정연구』 제
31권 제4호, pp.111-112.
32) 이민규ž박은현(2018), 『서울시의 중국 동북3성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 (서
울: 서울연구원), pp.1-148.
33) 김수한(2013), “한⋅중 교류의 새로운 방식-인문유대와 도시 간 국제협력”,
『韩中社会科学研究』 제11권 제4호, pp.256-276.
34) 장정재(2013), “한중 지방정부간 효율적 교류협력 방안-부산광역시를 중심으
로”, 『중국학』제44권, pp.3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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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ž중 수교 이후 지방정부 간의 교류 체제와 교류

분야를 통해서 한ž중 지방정부 간의 국제교류와 협력의 특징을 밝히고 향

후 발전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조아리신·리단(赵立新·李丹, 2019)은 “한·중 지방정부의 교류와 협력의 매

커니즘과 현황 분석(中韩地方政府交流与合作的机制与现状分析)”에서 한·중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협력의 매커니즘과 교류에 따라 한중 지방정부 국제

교류와 협력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중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특

징을 보면, 첫 번째는 양국의 교류는 주로 자매·우호도시 체결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매도시 체결수가 빠르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지방정부

들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의 중서부 지역의 도시에 대한 관심이 상

대적으로 낮은 편이였고, 최근 10년 동안 중국 중서부 지방정부와 자매·우

호 도시를 체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중국과 한국의 지방

정부 간의 협력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 체제의 메커니즘은 점차 성숙

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다양한 수준의 협력은 한중 교류의 중요

한 플랫폼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중 지방정부 교류협력 초기에 지정학적,

민족성 등의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 한중 지방교류협력의

정책제도는 양국 협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며, 한중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등은 지방정부의 초국경 협력의 합리적 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36)

제주도 도시외교 관련 연구 중 고경민(2008)은 지방외교의 시각에서 제

주도의 평화번영 정책을 동북아 지역 간의 협력과 남북 교류 및 협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

35) 장호준(2013), “한중 인문유대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동북아사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109-113.
36) 赵立新·李丹(2019), “中韩地方政府交流与合作的机制与现状分析”, 『中国学』 第
69辑, pp.2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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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외교 활성화의 이론과 실천적인 함의를 탐색하였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외교는 남북 교류협력에 치중되어 있으

며 인도적 지원과 인적교류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화에 입각한 협력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외교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밝

혔다. 또한 평화와 번영의 순환 구조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

적 평화로 확장하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단선적 관계를 보완하기 위

해 ‘발전’을 매개적 개념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주장하였다.37)

고경민·장성호(2014)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본 도시외교의

방향”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환경 변화가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유동적으로 만들었고, 역내 국가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

세 인식을 기초로 도시외교를 통한 도시 발전의 경로를 모색하기 위한 탐

색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외교의 사례를 검토

하고 동북아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조응해야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특히 도시외교 차원에서 경제 도시외교, 평화 도시외교,

소프트파워 도시외교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도시외교 정책의 수립 방향을

모색하였다.38)

박혜련(2020)은 부산광역시 도시외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으로 권

한을 갖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지방외교의 형성과 변

화,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산시 도시외교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 이전은 형식적인 친선교류로서 지방정부 스스로 외

교전략을 수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

37) 고경민(2008),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국 지방외교: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통
일정책연구』, pp.113-141.
38) 고경민·장성호(2014),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본 도시외교의 방향”,
『대한정치학화보』 제22집 3호,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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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시행하면서 지방정부의 대외적 활동은 지방외교로 자리 잡아가고 있

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도시외교는 국제교류, 국제통상, 국제정치, 지역의

국제화 분야에서 다양한 외교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정

착되면서 지방외교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자간 국제관계를 형성해 가는 등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향후 지방외교 차원에서 지방정부 간 무한

경쟁체제가 전망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전문화된 외교전략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39)

이정석(2016)은 부산광역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한 일본 도시를 중심으로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 및 지역 활성화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

다. 그는 국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

하기 이전에 일정한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정석은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연계 전략을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즉, 일본 자매도시의 현실을 감안한 문화교류의 방향

설정,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공사례의 발전 강화, 평화교류의 활성화, 주민

참가 확대를 위한 문화교류 행사의 홍보 강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확인 및 마인드 제고, 주부산 일본국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시

하였다.40)

그 외에 국제기구 참여 관련 연구는 송기돈(2017)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

이라고 볼 수 있다. 송기돈은 국제기구 UCLG의 창설 정신과 실제 행동계

획 및 수행 내용을 토대로 도시외교의 전략적 의견을 정리해서 정책의 각

요소별 구체적인 설명과 실천적 대안에 대한 권고를 주고 범주별로 기본적

인 인식 제고에 4가지 전략범주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상황 지성과 정책

39) 박혜련(2020), “부산의 도시외교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40) 이정석(2016),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 및 지역 활성화와의 연계 방
안”, 『지방정부연구』 제20집 1호,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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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원리이고, 두 번째는 보편·특화형 외교 의제이다. 세 번째는 중층형 대

외 네트워크의 문제이며, 마지막은 스마트 외교역량 기반이다. 그는 기타

조직의 개편과 운영은 물론, 지방정부 외교관 특채와 같은 새로운 충원방

식 등을 통해 향후 지방정부 국제기구에 전문적으로 투입하는 다양한 전략

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41)

그리고 문인철(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울시 도

시외교 전략”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보건안보 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제시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리더

십은 보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선진국들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대

응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반세계화 등 국가 간 갈등을 고

조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불확실

성과 세계적 혼동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국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도시외교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42)

황지영·박상수·김철원(2019)은 한국 지방정부 도시외교 관련 문헌을 검토

한 결과,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도시외교에 대해 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

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시의 국제화 수

준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지방정부는 도시외교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외교를 활성화시키고 향후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

러 성공한 단일 도시외교 사례를 답습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과 역량

에 맞는 맞춤형 도시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41) 송기돈(2017), “지방정부 국제기구, 도시외교 전략의 지렛대 –UCLG(세계지방
자치단체연합)를 중심으로”, 『세계와 도시』 특집 제18호, pp.54-66.
42) 문인철(2020),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전
략』, (서울연구원),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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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시의 역량과 급격한 세계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발전 전략으

로서의 도시외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43)

3.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

1) 베이징직할시의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

베이징직할시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주임인 슝쥬링(熊九玲, 2007)44)은

‘국제관계 속의 세계도시: 세계체계론의 시각(国际关系中的世界城市：世界

体系论的视角)’과 ‘도시의 국제 역할: 연방제와 단일제 비교(城市的国际角

色：联邦制和单一制比较)’ 에서 도시의 국제적인 역할을 분석하였다. 슝쥬

링은 이론적 분석과 실증연구를 통해 도시와 국가 주권의 관계, 도시의 국

제적 역할과 국가 전체의 외교, 국익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집중 설명하

고 이를 활용해 세계도시인 뉴욕, 런던, 그리고 베이징직할시 사례를 분석

하였다. 연방제 국가이든 단일제 국가이든 외교와 군사 등의 분야에 대한

통제는 공통된 주권적 특징으로서 국가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묵인에 기초

를 두고 있다. 이런 자주적인 활동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

되면 국가가 제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시의 국제적 역할은 아

직 국가의 주권에 대한 강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에 국가 주권이 여전히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도시의 국제적 역할은 국가의 전체

적 외교와 국익에 속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43) 황지영·박상수·김철원(2019),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질서 연구 동향 분석: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질서경제학회』, pp.67-92.
44) 熊九玲(2007), “国际关系中的世界城市：世界体系论的视角”, 『北京行政学院学
报』, pp.10-15; 熊九玲(2013), “城市的国际角色：联邦制和单一制比较”, 『公共外
交季刊』, pp.28-34; 熊九玲(2018), “勇立改革潮头,擘画开放蓝图-改革开放40年与国
际交往中心建设”, 『前线』,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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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한칭(2010)은 베이징직할시 하이덴이구(海淀区) 도시외교의 사례로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아한칭은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정의와 포지셔닝을 제시하였고, 또한 도시외교의 실천을 통해

도시외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 도시외교는 지역의

발전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도시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밝혔으며, 도시

의 지역 특성에 입각하여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밝혔다. 그는 해당 연

구에서 도시외교는 지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 전체 이익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45)

허요방(贺耀芳, 2012)은 “베이징 도시외교 실천에 관한 연구(北京城市外

交实践研究)”에서 개혁·개방 이후의 베이징직할시는 외교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성과가 있지만, 중국 중앙정부 전체외교에 협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베이징직할시의 도시외교는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교

류가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베이징직할시의 도시외교 발전과정을 통해

지방정부 도시외교와 중앙외교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의 발전방향과 세계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

안을 제시하였다.46)

김원포(金元浦)·왕린성(王林生)47)·장리(张丽)48), 그리고 샤오지안지예(肖

建杰)49)은 인문학적 시각에서 베이징직할시의 도시외교에 대해 연구하였

다. 관련 연구에서는 베이징을 세계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스포츠

45) 赵汗青(2010), “地方政府开展城市外交的理论与实践-以北京市海淀区为例”, 『职
大学报』, p.102.
46) 贺耀芳(2012), “北京城市外交实践研究”，(外交学院硕士研究生学位论文), p.25.
47) 金元浦ž王林生(2011), “人文北京与世界城市建设关系评述”, 『北京联合大学学
报』 第9卷 第4期, pp.43-50.
48) 张丽(2019), “公共外交视角下体育赛事推动北京国际交往功能提升研究”, 『沈阳
体育学院学报』 第38卷 第3期, pp.77-82.
49) 肖建杰(2011), “世界城市视角下的人文北京建设”, 『北京建筑工程学院学报』 第
27卷 第1期,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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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의 중요한 부분이

라고 주장하였다.

저자와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리단교수는 공동으로 “중국 도시외교에 관

한 연구-베이징직할시를 중심으로”50) 라는 논문을 작성하였다. 중국 도시

외교는 국제 우호 도시의 결연으로 시작되어 중국 국가 전체 외교의 지도

하에서 진행되고 국가 전체적 외교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도

시외교는 정치·경제·문화·군사·과학·민간 등 영역의 교류를 포함한다. 베이

징은 중국의 수도로써 중국의 도시외교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49년부터 지금까지 베이징직할시 시정부는 외교기능을 확대하면서 경제

발전을 위해 다른 국가의 도시와 도시 간 교류활동을 전개해왔다. 베이징

직할시는 도시외교를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

성하였으며,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베이징직할시의 도시 이미지와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이징직할시의 기업은 외국

진출을 확대 추진시키고 해외 자원을 이용해서 베이징의 경제실력을 상승

시켰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도시외교 유형 중의 하나인

우호·자매 도시 체결 현황을 중심으로 베이징직할시의 도시외교 행위를 분

석하였을 뿐,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의 유형별 실천에 관한 분석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 기존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면, 여전히 이론

적 접근이 취약하고, 통계자료를 비롯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미흡한 한

계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

론적 접근과 협력방안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며, 성과가 대동소이하다. 또한

가장 중용한 것은 중국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

50) 樊杰ž李丹(2018), "中国城市外交研究 以北京为中心", 『공공사회연구』 제8권 2
호, pp.17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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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 관련

연구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직할시 뿐만 아니라, 중국 연해도시의 개방,

국경도시와 내륙도시 대외교류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2) 서울특별시 지방정부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

이창·문인철·이민규·송미경(2019)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가능성과 과

제』에서 서울특별시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노력 외에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지고 서울특

별시가 갖고 있는 도시외교 자산이 무엇인지, 도시외교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재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에 요구되는 외교행위를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외교가 추구하는 비전을 명확하게 설

정하고 그에 따른 도시외교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큰 틀

의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전략 수립에 앞서, 도시외교의 정의와 개념을 검

토하고 해외 도시외교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분석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외교에 의미하는 바를 도출했다.51)

또한 이창·문인철·이민규·송미경(2019)은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수출 활성

화를 위한 도시외교 추진방안 관련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서 서울특별시는 원조형 ODA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외교를 전개해왔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공외교 차원의 활동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수

익 창출 기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

51) 이창·문인철·이민규·송미경(2019),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수출 활성화 위한
도시외교 추진방안』, (서울:서울연구원), pp.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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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수출을 위해 어떤 도시외교 활동을

펼쳐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이 한계이다.52)

고준호(2017)는 “서울시 도시외교의 특화를 위한 도전”에서 도시외교의

중요성을 밝히고 현재 1,000만 인구를 가진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삶과 직

결된 많은 문제를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

하였다. 도시문제 해결에 관한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보다 빠른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문제가 점차 광역화되고 국제화되는

시점에서 도시외교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

특별시 도시외교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해외의 도시외교 사례를 살펴봄으

로써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53)

서울시립대학교 강명구교수(2017)는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하는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에서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도시화, 기후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을 비롯한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글로벌 이슈에 빠르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

적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글로벌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명구는 국제사회의 평화

와 번영을 견인하고 세계 시민들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리더이자 외교 중

심도시로 발전하는 서울특별시의 미래를 기대해도 좋다고 주장하였다.54)

2014년 성균중국연구소에서 발표한 『서울시 對중국도시 교류 전략에 관

한 연구』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미래전략에 있어 결정적인 변수는 중국의

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변화는 글로벌 수준에서 미중관계를 변화

시키고 있고, 지역적 수준에서는 아시아에서의 힘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

52) 이창 외 3명(2019), 앞의 글, pp. 1-135.
53) 고준호(2017), 앞의 글, pp.32-40.
54) 강명구(2017),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
『세계와 도시』특집 제18호,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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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북핵문제 해결 뿐 아니라, 한국의 생존전략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중요성에 비

해 대 중국 교류전략은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 중국교류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를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55)

황지영(2019) 등 학자는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질서 변화를 기준으로 각

시기별 도시외교 관련 연구의 흐름과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서울

특별시 도시외교 질서와 관련한 논문을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총 807편

수집하였고, 논문의 제목을 이용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도

시외교 질서 변화를 시기별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각 시기별 질서와 연구

주제의 연관성,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KrKwic을 사용하여 언어 네트워크

를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변화에 따른 4가지 발전단계와 그

이후 단계를 포함한 총 5단계의 연구 동향 및 특징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시외교 연구가 도시외교 질서 변화와 함

께 그 연구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

외교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학문적 관점과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향후 연구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56)

서울특별시 지방정부 도시외교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는 아

래와 같다.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파

워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

정책공유 등 소프트파워 활동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 도시외교 분야까지 파급되

55) 이희욱(2014), 『서울시 對중국도시 교류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성균중국
연구소), pp.1-108.
56) 황지영·박상수·김철원(2019), 앞의 글,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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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앞으로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환경·생

태·관광자원·스포츠 등을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중국과 한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를 비

교 분석한 연구는 아주 빈약한 상태이다. 특히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도시외

교 관련 연구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를 사

례로 선정하여 도시외교 관련 이론과 실천을 연결함으로써 두 도시 도시외

교의 현황과 한계,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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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최근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 차원의 정책적

자율성과 주도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도시와 지방정부는 외교의 선두자 역

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매·우호 도시 체결은 도시 간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중국은 1949년부터 1972년까지는 다른 국가와

자매·우호 도시를 체결한 적이 없었으며, 1973년 텐진시와 일본 고베시 간

우호 도시 체결이 최초였다.57) 한국은 1961년에 미국 오리건(Oregon)주의

유진(Eugene)시와 경상남도의 진주시가 최초로 자매·우호 도시 관계를 맺

었다.58) 본 논문의 연구 시간적 범위는 각 국의 첫 자매·우호도시 체결하

는 그 해부터 연구하고자 한다. 즉, 중국은 1973년부터, 한국은 1961년부터

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베이징직할시와 한국의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양국 국제교류의 중심지이자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도의 외교 업무는 중앙정부

의 전반적인 외교를 보완하는데 있어 특별하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베이징직할시는 외국에서 온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의회 지도자, 다자 기

업의 고위 관리자를 포함한 중요한 당 및 국빈을 접대하는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다른 한편, 서울특별시는 짧은 시간 내 국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57) 中国国际友好城市联合会, http://www.cifca.org.cn/Web/Index.aspx, 검색일:2020.5.17.
58) “국제교류현황”, 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7
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검색일: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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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기반으로 정책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전 접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동시에 두 도시는 국가 간의 관계 증진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중국과 한국 수도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

시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틀

1) 연구방범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연구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

여 그 분야의 연구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문헌연구방법은 연구와 관련

된 문헌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조사하며 요약하는 과정이다. 문헌

연구는 과학연구방법의 기본 규범일 뿐만 아니라 과학지식의 축적에 대한

내적 요구이기도 하다. 비록 모든 구체적인 사회 연구는 연구주제 선정으

로부터 시작되지만, 새로운 사회 연구 주제는 다른 연구자의 기존 발견과

안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헌연구는 연구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현재 연구와 선행연구의 연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다.59)

이 논문은 문헌연구의 1차 자료로서 중국과 한국, 기타 국가 정부 사이

트의 정부문서, 각종 통계자료 및 언론 보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로 이용된 웹 사이트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

정부 공식홈페이지(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网站)60),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61),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国人民对外友好

59) 风笑天(2010), “质化研究的文献收集”, 『华中师范大学学报』 第4期, pp.82-90.
60)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网站, http://www.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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协会)6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63), 베이징

시 인민정부 홈페이지(北京市人民政府网站)64),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

공실(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65) 그리고 베이징시 인민 대외우호협회(北

京市人民对外友好协会)66)과 서울특별시 시청 홈페이지67), 한국 외교부 홈

페이지68), 서울정책아카이브6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70), UCLG공식사이

트71)등 정부 사이트가 있다.

정부 사이트에서 공개한 자료와 문서, 수치를 기반으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관련 조직, 전략 및 정책, 국제적 연결성 등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연구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실천 부분에서는

조사한 문헌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적 네트워크 실천, 문화 예술 교류

실천과 경제교류 실천으로 세분화하였다.

2차 자료로는 중국과 한국, 기타 국가의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세부적으

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도시외교 관련 이론과 선

행연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해외 각국에서는 외교학의 기본 이론

을 토대로 도시외교를 어떻게 연구해왔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아가 이러한 이론을 본 연구의 주제인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

외교 분석에 적용하여 두 도시의 도시외교 현황, 공통점과 차이점을 심층

6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https://www.fmprc.gov.cn/web/.
62) 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 https://www.cpaffc.org.cn/index.html.
63) 中华人民共和国 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
64) 北京市人民政府网站, http://www.beijing.gov.cn/.
65)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http://wb.beijing.gov.cn/home/yhcs/.
66) 北京市人民对外友好协会,http://www.bjyx.org.cn/portal/yxportal/?portal_id=12.
67)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68) 외교부, http://www.mofa.go.kr/www/index.do.
69) 서울정책아카이브.https://seoulsolution.kr/ko
7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71) UCLG, https://www.ucl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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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하였다.

(2) 사례연구

사례 연구는 개인, 기관, 사회 집단 또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

는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이며,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례연구는 특정 가치속성과 방법론

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인지와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사회 논리와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

이 사례연구의 장점이며,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사례

연구는 사례의 대표성이 필수적이지만 특정 현상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

는 것이다. 사례연구의 주요 목적은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으며 사례에 대

한 심층적인 연구는 설명적 견해를 제공할 수 있다.72)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수도인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도시외교의 조직과 전략, 성과, 한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베이징직

할시와 서울특별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중국과 한국의 수도이자 양국 국가

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다양한 공통점이 있다. 또한 베이징직할시와 서

울에는 각국의 대사관이 있으며, 양 국가와 세계 각국의 우호적인 교류를

위한 중요한 관문이다. 21세기 이후 중국과 한국의 대외관계가 급속히 발

전하고 국제적인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양국 국내의 어떤 도시보다도 적극적으로 도시외교를 활성화시키고 있으

며, 잠재력도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세계의

대도시로 인구, 도시규모, 지역내총생산(GRDP), 교역 규모 등 다양한 종합

지표를 보면 각각 중국과 한국의 지방정부로서 대표성을 지닌 지역이라고

72) 陈涛(2011), “个案研究”, 『江南大学学报』 第3期, pp.289-293.



- 30 -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도시는 국제적 지위, 국제사무참여와 국제영향력

부분에서도 비슷한 수준에 처해 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도시는

유가사상(儒家思想)의 영향 아래 같은 동아 문화권에 종속되어 있으며, 시

민들의 인식과 생활환경이 유사하다. 또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아시아지역에서 올림픽 등 대형행사를 주최했던 도시이다.

둘째,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아시아에서 도시외교가 급속하게 발

전하고 있는 대표적 도시이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21세기 이후

대외관계가 급격하게 발전하였으며,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는 동시에

양국의 수도로써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까지 베이징직할시는 세

계 54개 국가의 74개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를 체결했고, 서울은 52개 국

가의 210개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를 체결하였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

별시의 국제화 및 대외 교역은 중국과 한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었으며, 도

시외교 활력지수도 최상위권에 해당 되기에 두 도시의 도시외교를 세부적

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중 양국 도시외교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

셋째,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서로 다른 국가체제 하에 도시외교

를 추진하는 기제, 전략 ·정책 등 부분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베이징직할

시와 서울특별시는 두 국가의 수도로서 도시외교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

으나, 국가체제의 차이로 인해 도시외교를 추진하는 과정과 대외교류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

교를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체제 아래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외교의 특징과 양상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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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연구

비교연구는 정치학, 종교학, 언어학, 미학, 교육학 등 광범위한 학문영역

에서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비교연구는 둘 이상의 사회 또

는 문화에 있어서의 현상이나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그들 간의 유사성과 차

이점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는 연구 방법이다. 범사회적· 범문화

적인 실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제 제기나 이론 구축을 자극한다

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상대적으로 비교 단위들 간에 자료의 유형이나 연

구문제의 동등성 확보가 어려운 점, 그리고 무선표집이 어렵다는 점 등이

비교연구 방법의 제한점이다.73) 비교연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접

근방법으로서 비교의 기준을 설정하여 연구대상의 유사점, 공통점, 차이점

들은 상호 비교하는 연구방법이다. 비교연구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연구, 기

술적 연구, 실험적 연구 등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74)

이 연구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직할시와 한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여 도시외교에 조직 및 전략 등 영향 주는 요인과 도시외

교 실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

를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도시외교가 급속하게 발전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모두

국가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점차 본격화되었다. 베이징직할시정부는 건국

초기부터 국가외교의 보조역할로 도시외교를 발전시켜왔다. 중국 건국 초

기 베이징직할시는 외국 귀빈을 접대하고 관광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는 베

이징직할시 초기의 도시외교형태로 볼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베

이징직할시는 대외교류를 점차 활성화시켰다. 도시의 발전목표를 ’세계도

73) 한국교육심리학회(2002), 『교육심리학사전』, (서울: 학지사).
74) 이철수(2009),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블루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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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건설부터 ‘국제교류센터’로 전환하였으며, 다양한 도시외교를 추진하

기 위한 기초시설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도시외교는 베이징보

다 일찍 시작했지만, 여전히 국가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도시외교

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는 주로 대외적으로 우수

정책 수출,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 외국 공무원 초청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둘째,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서로 다른 국가체제로 인해 도시외

교 전개 방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등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의 외교 틀 안에

전개되고 있으나, 정책 제정 및 도시외교 발전 방향, 도시외교의 전개 방

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 지방정부의 권력 등 분야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중국과 한국의 수도이자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

시는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에서도

도시외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도시의 도시외교 영향요인과 실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시함

으로써 향후 도시외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구분 베이징직할시 서울특별시

인구

상주 인구 2153.6만명(2019년 기

준)

※ 인구밀도 : 1,312명/km²

9,985,652명(2020년 6월기준)

※ 인구밀도 : 16,499명/km²

면적 16410.54 km² 605.25km²

<표 1-1>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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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분석틀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외교 이론을 기반으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의 도시외교 영향요인, 이행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도시외교의 성과 및

도시외교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분석틀을 통해 베이

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도시외교 추진체계, 정부 전략 및 정책, 국제적 연결성을 중심으로 베이징

행정

구역

16구

(둥청구(東城区), 시청구(西城区),

차오양구(朝陽区), 하이뎬구(海淀

区), 펑타이구(豐台区), 스징산구

(石景山区), 먼터우거우구(門頭溝

区), 팡산구(房山区), 퉁저우구(通

州区), 순이구(順義区), 창핑구(昌

平区), 다싱구(大興区), 핑구구(平

谷区), 화이러우구(懷柔区), 미윈

구(密雲区), 옌칭구(延慶区))

25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

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

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

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주요

경제

지표

(2018년

기준)

GRDP:35371.3억 위안(약:5,371.6

억 달러)

FDI:72.6억 달러

수출입총액: 4,124.3억 달러

GRDP:423,742억 원(약 3,795.8억

달러)

FDI: 89.5억 달러

수출입총액: 2,284.1억 달러

공항

베이징수도국제공항(北京首都国际

机场), 다싱국제공항（大兴国际机

场）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자료: 首都之窗；北京市统计局; 『2018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8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서울 정보소통광장; 서울 열린테이터
광장, 국가통계포텔 참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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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조직·전략을 분석하고, 다음 국제적 네트

워크, 문화·체육 교류, 경제교류를 통해 도시외교 실제를 세부적으로 검토

하며, 마지막으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성과 및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비교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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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오늘날 외교 환경은 지리적 공간, 주체와 영역, 작동방식 및 수단 등 영

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 국가의 외교도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직면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이 상

대적으로 완화되면서 비정부 행위자뿐만 아니라, 국가 하위 수준인 지방정

부 또는 도시 단위도 외교의 행위자로서 그 위상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

한 추세에 따라 지방정부 도시외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상이한 수준들과 관련 용어들의 혼재로 인해 개념의 구분이나

상관성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도시외

교와 유사한 표현으로 ‘지방의 대외정책(local foreign policy)’, ‘커뮤니티

외교(constituent diplomacy)’, ‘지방외교사(local foreign affairs)’, ‘시의 외

교(municipal diplomacy)’, ‘시민외교(citizen diplomacy)’, ‘도시 간 외교

(city-to-city diplomacy)’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과 용어 중에서도

이 논문은 ‘도시외교’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도시외교’가 기타

용어에 비해 더 간결하고 통속적이기 때문이다.

제1절 도시외교의 개념

도시외교는 신조어지만 도시외교 현상은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도시

는 국가보다 먼저 출현하였으며,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통해 소통하는 것

이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고대 인도와 바빌론, 고대 중국과 고대

그리스에서는 국교(邦交)와 외교 등의 이름으로 대외교류를 하였다. 비록

‘만국 시대(万国时代)’에 그 규모가 단지 ‘성(城池)’에만 국한되었지만,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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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는 도시외교의 초기형태로 볼 수 있다.75)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라 교통 및 통신이 더 편리해졌고, 산업화의 이전 및 사회 복지

화와 함께 도시는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었다. 또한 글로벌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교류와 소통이 더 빈번해지고 있으며, 도시, 지역 및

국가와의 교류는 각 도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 되었다.76)

기존에 폴리스(polis) 중심으로 시작된 외교 방식 및 행태는 20세기 중반

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로 진행되다가 1970년대 쯤 외교의 주체, 영역,

실행방식 등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형식이 표출되었는데, 냉전의 종식과

신국제질서 수립에 대한 기대와 함께 외교영역에서 극적인 변화가 발생하

였다.

오늘날 국제관계의 특징적 현상 중의 하나는 지방이나 도시 간의 국제교

류 및 협력의 확대, 또한 이에 따라 등장한 도시외교 현상이다. 이러한 세

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방정부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은 지방정부와 도시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도시외교를 명시적으로 제안한 것은 21세기부터이다. 2007년

네덜란드 국제관계 연구소가 “City diplomacy: the expanding role of

cities in international politics”77)라는 논문에서 ‘도시외교’ 개념 제시와 함

께 도시외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이

념 형태, 국가체제 및 문화권에 따라 도시외교의 개념이 상이하게 해석되

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도시외교 관련 논의를 세부적으로 검토함

으로써 도시외교의 개념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다.

75) 陈楠(2018), 앞의 글, p.21.
76) 李小林(2016), 『城市外交-理论与实践』,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37.
77) R van der Pluijm, Jan Melissen(2007), “City diplomacy: the expanding role
of cit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Clingendael’ diplomacy paper, no.10,
Netherlands:The Hague,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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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 관점

2005년 세계지방정부연합의 산하기관인 ‘발전협력과 도시외교위원회(The

Committee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ity Diplomacy)’가 ‘지방정부

의 도시외교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세계화가 도래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외교영역에서 한계를 부딪치게 되자 지방정부의 유연성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지방정부 외

교의 장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기 시작하였다.

2005년 ‘발전협력과 도시외교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도시외교를 정의하였

다. 즉 “도시외교는 사회통합, 갈등 예방, 분쟁 후 재건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그 부속기관이 사용하는 도구로, 모두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78)

네덜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학자인 플루이름(Pluijm)과 멜리센(Melissen)

은 2007년에 “도시외교: 도시가 국제관계에서 끊임없이 넓혀가는 역할(City

Diplomacy: The Expanding Role of C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이

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79) 이 논문에 따르면, 도시외교는 지방정부가 지역

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정치 무대에서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를 발

전시키는 제도와 과정이며, 안보·발전·경제·문화·협력·네트워크 등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도시외교의 정의를 최초로 제시한 학

문적 성과로, 국내외 학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다른 행위자와

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제도와 과정’라는 정의는 외교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78) UCLG 공식홈페이지, https://www.uclg.org/en/issues/new-urban-agenda, 검
색일:2020.5.9.
79) R van der Pluijm, Jan Melissen(2007), op. cit.,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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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도시 간 국제교류의 행위를 간단하게 해석

할 수 없다는 관점을 재확인시켰다.80)

알렉산드라 시주(Alexandra Sizoo)는 “도시외교에 관한 개념(Concept

Paper on City Diplomacy)”이라는 글에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에서 도

시외교를 분석하였다. 그는 광의의 도시외교가 국제관계, 지방정부의 폭력

충돌 예방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도시외교는 한 국가의 지방정부가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 폭력과 충돌을 해결하고, 국제무대에서 평화 건설

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협의의 도시외교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국제적인 충돌에 대응하고,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며, 난민문제를 해결하는

등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81) 이러한 해석은 폭력과 충돌에 착안점을 두고

도시외교를 평화 구축과 충돌 해결이라는 측면에 치중하였다는 점이 아쉬

웠다.

이러한 도시외교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편으로 세계화 시대의 주권국가,

국제기구, 비국가체제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하였으나, 도시외교의

평화적 기능에 치우치고, 경제 및 사회 영역에서 도시외교를 설명하려는

아쉬움이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가 도시에 대해 구속력을

과소평가하여 국가 주권과 안보와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

다는 한계가 있다.

천우수(陈吴蘇)는 도시가 국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외교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는 2007년 『민간외교론(民间外交论)』82)

에서 도시외교는 반(半) 공적인 외교라고 정의하였다. 즉 도시는 국가와 시

민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교량으로 국가외교의 요소와 민간외교의 요소를

80) 吴振(2020), 앞의 글, pp.4-6.
81) Alexandra Sizoo(2007), Concept Paper on City Diplomacy, UCLG City
Diplomacy Committee, pp.1-8.
82) 陈昊苏(2007), 『民间外交论』, (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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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83)

도시외교는 단지 도시나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

략과 국가외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국가전략과 개혁발전의 필요성까

지 우선시해야 한다. 도시의 대외 행위가 전체적 국가전략과 개혁발전 수

요에 역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84)

조아한칭(赵汗青)은 중국의 현실에 입각하여 도시외교를 정의하였다. 그

에 따르면, 도시외교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타국의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가의 이익 유지 및 도시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행동이다. 이러

한 외교적 행동은 국가주권, 법률과 외교정책 수호를 전제로 해야 한다. 따

라서 도시외교는 타국의 지방정부, 사회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비 주권 영

역에서의 우호 교류를 전개하고 지역의 경제․사회단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이다.85) 다시 말해, ‘도시외교’는 국가 전체외교의 기틀에서

대외교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며, 미개척 영역에서의 대외교류 활동으로

국가와 지방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것이다.

조아크진(赵可金)은 “매립형외교: 중국도시외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嵌入

式外交：对中国城市外交的一种理论解释)”에서 도시외교가 국가전략을 반영

하여 ‘매립형 외교(嵌入式外交)’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86) 도시외교는 국가

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고 경제와 문화 등 하위정치 의제에 중점으로 두고

전통외교에 대한 보완과 발전이라고 주장하였다.87) 조아크진은 도시외교가

전통적 외교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83) 위효효(2012), “중국 연해도시와 내륙도시의 도시외교 전략:광저우(广州)시와
정저우(郑州)시를 중심으로”, (경복대학교 정치학 석사논문), p.13.
84) 余万里(2013), “从城市外交案例到城市外交理论”, 『公共外交季刊』 秋季号 第2
期, pp.77-78.
85) 赵汗青(2010), 앞의 글, p.102.
86) 赵可金(2014), 앞의 글, PP.142-145.
87) 赵可金ž陈维(2013), 앞의 글,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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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하였다.88)

시웅위(熊炜)과 왕지에(王婕)89)의 주장에 따르면, 도시외교는 도시가 중

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중앙정부의 지도 하에 대외교류 활동을 진

행하고 국가 전체외교에 대한 보조 활동이다. 양융(杨勇)90)도 유사한 개념

을 제시하였다. 양융에 따르면, 도시외교는 국가 전체외교의 연장이며 도시

외교는 ‘헌정적 비 주권성(宪政上的非主权性)’, ‘전략적 보완성(战略上的补

充性)’, ‘권력적 제한성(权力上的有限性)’, ‘행위적 매체성(行为上的中介性)’과

기능적 사회성 (职能上的社会性) 등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상술한바와 같이 중국의 연구자들은 도시외교의 지방성을 강조하기에 앞

서 중앙정부가 부여한 권력과 정책적 지도를 먼저 강조하였다. 이들은 도

시외교가 반드시 국가의 주권과 법률 및 외교정책과의 일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외교에 비

해서 중국의 연구자들이 간주하는 도시외교의 범주가 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창과 송미경은 도시외교를 분산화 된 협력의 한 가지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즉 도시외교는 국가가 아닌 도시가 주체가 되어 기대이익을 창출하

고 상호 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활동과 과정이라고 주

장하였다.91) 또한, 고경민과 장성호는 도시외교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외교 활동 외에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국제적 교류·협력 활동, 더 나

아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미처 하지 못한 경제와 문

화교류와 같은 비 주권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

구에 따르면, 도시외교는 각 국가의 도시들이 국제적 연결을 추진하기 위

88) 赵可金(2016), 앞의 글, PP.56-59.
89) 熊炜·王婕(2013), “城市外交: 理论争辩与实践特点”, 『公共外交季刊』 春季号,
p.16.
90) 杨勇(2007), 앞의 글, p.72.
91) 이창ž송미경(2018), 앞의 글, pp.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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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외활동이며, 도시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도시이익을 추구하는 활

동이다.92)

고준호는 도시는 인구와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간 교류의 접점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화에 따라 분권화가 가속화하여 국가가 지방정

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도시는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 기능의 확대는 도시가 수행

해야 할 대외교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도시외교는 인터넷 등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수평적이고도 쌍방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더 광범

위하고 다원화된 개방형 외교를 의미하게 되었다.93)

도시외교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해석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지방의

분권화와 도시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는

권한 또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도시외교가 국가외교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과 국가의 이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2. 개념과 특징

1) 도시외교의 개념

본 논문은 그 동안 논의되었던 도시외교 관련 이론을 토대로 도시외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 도시외교는 도시의 지방정부가 중앙정

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헌정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국가 이익

의 신장을 위한 대외 활동이다. 이러한 도시외교의 주체는 도시의 지방정

92) 고경민ž장성호(2014), 앞의 글, pp.49-72.
93) 고준호(2017),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특화를 위한 도전”, 『세계화 도시+』
특집,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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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방정부 산하의 기관, 기업 및 단체이다. 이러한 도시외교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지방정부는 대외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시 자체의 이익에

대한 추구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도시외교

에서 도시 스스로의 이익 추구와 함께 상대 도시의 이익에 대한 배려가 핵

심 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도시 간의 제휴로 인류 공통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글로벌화시

대에 인류는 경제·문화·종교·환경·테러·질병 등 비전통 안보문제에 직면하

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를 포함한 지역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는 스스

로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

한 평화적 해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셋째, 방법론적 목적으로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

고, 서로 협동하여 제도 구축은 물론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는 도시들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달성

해야 할 단계이자 동시적 목적이며, 그 목적 달성의 수단이기도 하다.94)

2) 도시외교의 특징

(1) 주체의 특징

도시외교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다른 도시로 파견하는 기구나 정치권력이

결핍된 지방단체는 아니다. 도시외교의 주체는 지방사무의 관리자, 중앙정

책의 집행자인 지방정부이다. 즉 도시외교의 주체는 행정 장관과 같은 합

법적인 신분과 대표성을 지닌 행위자이다. 이들은 국가의 법·제도적 기틀

94) 이민규(2020),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서울:서울연구원),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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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지방의 이익과 국가 이익의 확대를 위해 외교활동을 진행한다.

(2) 행동의 특징

도시외교는 국가의 외교정책 집행과 동시에 도시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

하는 행동으로서 제한적 자율성이 있다. 도시외교의 모든 활동은 국가의

법과 제도의 기틀 하에 진행된 합법적인 대외활동으로서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사무에 참여하는 권한은 없다. 도시외교는 지역의 경제교류, 문화교류,

사회관리, 환경 등 비전통 안보영역에서의 국제 활동을 한다. 따라서 도시

외교는 도시의 지방정부가 공공자원을 가지고 국제 사회에서 도시의 발전

에 유익하고 적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과 국가의 상생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3) 수단의 특징

도시외교는 국제법과 국제제도 등 규범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진행된다.

도시외교의 제반 대외활동, 즉 방문, 상담, 계약 체결,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참여 등 모든 대외활동은 반드시 관련된 법률과 법규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외교류는 타 국가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타국의 내

정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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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외교의 역할

1.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역할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가 국제관계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

면서 도시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국제적인 상호의존

성이 강화되어 세계 정치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서구 학계는 국제활동

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와 역할 및 행동 방식에 대해 네 가지 대표

적 논의가 있다.95)

1) 세계 정치의 두 세계론(The Worlds of World Politics)

미국 학자 로즈노(James N.Rosenau)는 “세계정치의 격변: 변화와 연속성

의 이론(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96)에서 “세계 정치의 두 세계론”을 제시하였다. 냉전 이후 세

계가 세분화(fragmentation)되고 일체화(integration)되었다는 추세 하에 세

계는 “국가 중심적 세계”와 “다중 중심적 세계”를 형성하여 이들은 대등한

행위자로 경쟁과 협력, 또는 공존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97)

관리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을

95) 이 부분은 도시 역할에 관한 내용은 陈楠(2018), 앞의 글, pp.3-8；赵可金·陈维
（2013), 앞의 글, pp.70-75； 许晏清(2014), “全球化时代中国城市外交模式初探”，
(外交学院硕士论文), pp.15-17； 문현미(2018), 앞의 글, pp.48-52.에 따라서 정리되
었다.
96) James N. Rosenau(1990),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 ,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97) 罗伯特·基欧汉, 约瑟夫·奈, 『权力与相互依赖』, (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12年
第1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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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주체가 반드시 정부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에 의존할 필

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 행위자이기도 하다.

로즈노는 도시를 포함한 비정부 행위자의 국제 사회 참여 지위를 인정하면

서, 이들이 세계 정치의 발전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도시는

국가의 주권 구속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주권국가와 같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이론은 도시외교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연구 기

반을 제공했다.

2) 평행 외교론(Para-Diplomacy)

이보 뒤차크(Ivo D. Duchacek)는 지방정부의 국제행위를 최초로 연구한

학자로서 “평행 외교론”을 제시하였다.98) 이에 따르면, 세계 각 국가의 지

방정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1980년대부터 적극적인 대외교류 확대를 시

작하여, 1986년부터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평행 외교론”은

지방정부를 자주적인 국제관계의 행위자로 보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병행하여 국제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99) 즉 지방정부는 대외

활동을 통해 도시의 발전전략, 메커니즘, 발전 목표, 의사 결정 과정, 수단

과 “외교정책” 산출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외교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지방정부도 독립적인 외교적 행위자로

중앙정부가 유일한 외교행위자라는 전통적 인식을 깨뜨렸다.

평행 외교론의 등장은 비정부 행위자의 국제행위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100) 지방정부가 국제무대에서 활동함에

98) Ivo D. Duchacek(1988), "Perforated Sovereign Ties: Towards a Typology
of New Acto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 New York: Greenwood.
99) 신중호(2014), 앞의 글, p.5.
100) 杨勇(2007), 앞의 글, p.5.



- 46 -

있어서 근본적으로 자주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가 매우 큰 범위

까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국가와 비슷한 수

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01) 그러나 현재 비정부 행위자는 자원,

영향력, 인적자원 등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는 현실은 이 이

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3) 다층외교론(Multi-layered Diplomacy)

1993년 영국의 브라이언 호킹(Brian Hocking)은 “다층외교론”을 제시하

면서 지방정부가 완전한 자주적 국제행위자가 될 수 없고, 국제기구와 다

국적 기업 등 비정부 행위자와 대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외교의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국내에서 국제까지 순차적이고 다층적인 경기

가 진행되어야지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브라이언 호킹은 외교를

“국제외교’”와 “국내외교”로 구분하였다. 그는 비정부 행위자가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화가 국제 정치의 국내화와 국내정치의 국

제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성공적인 대외정책은 국내외교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국내외교는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상호작용에 더욱

의존한다고 지적하였다. 시민 사회, 지방 정치, 국가 정치와 국제 정치가

날이 갈수록 하나의 다층 정치 무대로 형성되고 있다. 국가 및 비국가 행

위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앙과 지방, 국내와 국제적 차원에서

동시에 “다층외교”를 수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02)

“다층외교론”과 유사한 이론은 “다층 거버넌스론(Multi-level Governance)”

이다. 학자들이 유럽 통합의 경험에서 유럽의 정치적 발전 동태를 설명하

101) 문현미(2018), 앞의 글, p.50.
102) Brain Hocking(1993),"Localizing Foreign Policy:Non-central Governments
and Multilayered Diplomacy" , London: The MacMillan Press Limited.



- 47 -

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통치의 관점과 달리 국가 권력의 분산화가

세계 정치 발전의 보편적 추세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분산

은 유럽 연합과 같은 정부 간 국제조직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 또는 주, 성, 시 등의 지방정부도 포함하는 동시에 사회적 행위자인

기업,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되었다.103) 도시는 국제 이익 네트워크 중의 참

여 주체로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도시외교의 목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익 관계가 효율 있는 관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은 1992년 미국 학자 루이스 데이먼드(Lewis Damond)와 존 맥

도널드(John McDonald)는 이들이 공동 저술한 『다 경로 외교론: 평화를

향한 다 체제적 경로』에서 “다 경로 외교”의 개념을 제시하고 1992년 다

경로 외교연구소(IMTD)를 설립하였다. 그들은 오늘날 세계는 상호의존적

이고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행동은 초국경적이라고 말했다.

전쟁과 자연재해에 직면할 때 주권국가 하나로 해결하기 힘들고 다른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협력해야 해결이 가능한 것을 인식한다. 국제평화를

조성하는 활동은 모두 하나의 체계에서의 행동으로 간주되며, 이 체계는

①정부, ②비정부/전문가, ③상업·서민, ④연구, ⑤훈련 및 교육, ⑥사회적

행동, ⑦종교, ⑧후원, ⑨전파 및 매체를 포함한 총 9개의 경로가 있다. 9개

의 경로는 모두 하나의 세계를 대표한다. 동시에 서로 다른 경로와 연계하

는 “다 경로 외교” 가 외교활동을 하나의 체제로 본다.104)

103) 李媛媛(2015), “城市外交：理论,实践与未来”, (中共江苏省委党校硕士研究生学
位论文), p.5.
104) 路易斯ž戴蒙德, 约翰ž麦克唐纳(2006), 『多轨外交—通向和平的多体系途径』,
(北京·北京大学出版社), 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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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중심론(state centered theory)

“국가 중심론”은 국가 간 권력분포가 국제 정치와 각국 외교정책의 중요

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비정부 행위자”의 대외활동은 여전히 미흡하고 국

가의 중심적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왈츠(Waltz)는 “비국가 행위자의 발전이 몇 소국(小國)을 뛰어넘는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대국(大國)에 필적하거나 대국을 뛰어넘는 경우일 경우에

만 비로소 “국가중심론”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05) “국가

중심론”은 산업, 투자, 정보, 개인의 상호작용 아래에서 세계는 국경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정의하며, 민족국가의 역할은 규모가 더 작은 지역 국

가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역 국가는 공식적으로 한

시장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단위를 둘러싸고 있다. “국가중심론” 을 주장

하는 학자들이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이러한 국제활동이 증가해도 국가 중심지위에 도전을 뒷

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106) 오늘날 여

전히 국가 중심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는 중앙정부의 주도적 지

위에 실질적인 도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2. 도시외교의 역할과 기능

글로벌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도시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따

라 도시외교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었다. 현재까지 도시외교의 역할에 관

105) 신중호(2014), 앞의 글, p.5.
106) 吴振(2020), 앞의 글,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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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조아크진·천워이(赵可金·陈

伟)107)는 이러한 연구를 자유파(自由派)108), 전통파(传统派)109), 절충파(折中

派)110)로 분류하였다. 조아크진에 따르면 자유파는 도시와 지방정부의 외교

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은 도시가 중앙정부를 우회해 독립

적으로 외교활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아크진은 중앙정부 주도의 외교 방식을 부정할 수

없으며, 현재 지방정부가 국제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매우 제한

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전통파는 국방과 외교 분야는 여전히 국가가 통제하

고 있으며, 도시외교의 영향력이 현재 외교 제도의 틀을 타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절충파는 국가 중심주의를 고수하는 전통파와 도시외교의 한

계를 간과하고 있는 자유파의 견해에 대한 비판으로 절충적인 견해를 제시

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중국과 한국의 정치제도와 지방분권 수준에 근거하여 절

충적인 입장에서 도시외교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도시외교는 국가가 수행하는 전통적인 외교만큼 견고한 정치 및 경제적 결

과물을 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도시외교는 국가의 전체외교를 도와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111) 그럼에도 불구

107) 赵可金·陈维(2013), 앞의 글, pp.70-75.
108) 자유파는 국제 관계와 외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州) 권리
를 호소하는 찬원에서 제기한 경우가 많다. 자유주의 외교 학파는 적극적으로 외
교 지방화를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다. 국가 정부 주도의 외교 환경과 외교 규범
타파를 제창하고 비정부 기구, 다국적 기업, 다국적 사회 운동을 외교 질서에 포함
시켜서, 모든 국가도 이런 외교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9) 전통파는 국가관계는 권력과 이익의 분쟁이며, 외교는 중앙정부가 독점적인
사무이고 도시는 중앙정부 정책의 시행자이며 도시의 국제활동은 독립성이 없다
고 주장한다.
110) 절충파 학자들의 주장은 중앙 외교와 도시 외교가 상황에 따라서 외교 문제
를 다루는 데 각자 장점이 있다.
111) Michele Acuto, Mika Morissette(2017), “City Diplomacy: Towards More
Strategic Networking? Learning with WHO Healthy Cities”, Glob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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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도시외교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가 미처 채우지 못하는

틈을 메꾸는 역할을 해왔다.112)

도시는 주권국가의 부속 정치 단위로 국가 관리를 받는 한편, 외교를 통

해 도시 자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제적 공간 활동에서의 그 자율성과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도시의 입지가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무대로 침투되었다. 도

시의 해외 진출은 도시 국제화의 일부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외교의 일부

가 되고 있다. 도시외교의 역할에 따라 도시가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이 달

라질 것이며 이는 국가외교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도시가 국

제관계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주지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도시외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국가외교 보조

중앙정부는 국가외교 추진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외교는

지방정부의 유연성으로 국가외교에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는 국제무대에서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며, 비정부 행위자가 국제관

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글로벌화 배경 하에 비정부

행위자들이 국내문제와 대외문제에 대해서도 독립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전통적인 외교는 안보, 정치 등 ‘상위정치’의 의제에 더 관

심이 있는 반면, 비전통 외교는 경제, 문화 등 ‘하위정치’에 관심이 더 많

다. ‘상위정치’와 ‘하위정치’, 그리고 이들의 외교적 결합은 입체적인 외교

Volume 8, Issue 1, pp.14-21; Michele Acuto, et. al.(2016), op. cit., pp.5-25;
Michele Acuto(2014), ”How Can ‘City Diplomacy’ Influence Securi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Network, pp.1-3.
112) 이창ž송미경(2018), 앞의 글,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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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를 이루어내고 있다. 도시의 대외업무는 도시의 국제화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외교 중의 일부분이다.113)

대외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다양한 행위자들이 동

시에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외정책 총 방침

과 기본원칙 등을 벗어나기 쉽지는 않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총체적인

대외정책의 대리인 혹은 협력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중

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

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기 힘든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114)

글로벌시대 지방정부가 함축하고 있는 국제행위자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부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공식적 정부뿐만 아니라, 다층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비정부 행위자의 중요성 또한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는

추세를 보인다. 실제적인 도시외교가 지구사회 시민들의 실질적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지방의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시민들이 추구하

는 가치와 생활에 가장 근접하여 중앙정부가 보장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지방·도시이익의 일차적이고 일상적인 수호자라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외

교와 지방정부 도시외교는 대립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도시외교는 중

앙정부 전체외교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115)

2) 평화기능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도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비전통적인 안보문제

즉 도시의 발전문제, 환경문제, 충돌예방, 평화건설과 같은 문제해결에서

113) 吴振(2020), “中国外交中城市角色”, 『国际公关』, pp.4-6.
114) 신중호(2014), 앞의 글, p.11.
115) 송기돈(2016), “지방정부 국제기구를 통한 도시외교의 제도화 기반과 특성 연
구-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사례 중심”, 『한국자치행정학보』, pp.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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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도시는 이러한 활동에서 서로간의 이해를 증

진 시킬 수 있다.

국제 사회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며, 국가 간에 상호 의존되어 있다. 이

와 같은 상호의존 상태가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분쟁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116)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질서에서 도시는 평화

건설의 중요한 역할자로 활동할 수 있다. 즉 도시는 충돌 예방, 평화 건설

과 충돌 후 재건 촉진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117) 도시의 이러한 활

동은 국제적인 법규 준수에 기반을 둔다.118)

전술한바와 같이 기후온난화, 국제 테러리즘 등 현재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만 대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동력을 쉽사리 잃을 수 있으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

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도시외교를 통해서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

과(quick win)를 거둘 수 있다면, 장기적인 해결책을 내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특히 기후온난화 문제에는 중앙정부보다 도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119)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지방정부는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

동 중 군사적 성격의 활동에는 법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으

며, 또한 가능하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지

니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국가 차원에서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전개될 경우, 갈등에 의한 일차적·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 내 특정

116) 허영근(2018), “한ž중 간 지방외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p.31.
117) Arne Musch, Chris van der Valk, Alexandra Sizoo, Kian Tajbakhsh(2008),
City Diplomacy-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conflict prevention,
peace-building ,post-conflict reconstruction , The Hague.
118) Beata Surmacz(2018), “City Diplomacy”, BAROMETR REGIONALNY,
TOM16 NR1.
119) 이창ž송미경(2018), 앞의 글,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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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나 도시의 거주자들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안전이나 이익이 배제

및 경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도시의 지방정부가 시민들에

대한 근접성의 최적 주체임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실질적 필요에 부응할 수 있다. 또

한, 이들의 평화적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 비군사적인 다수의 이슈 영역을

중심으로 초점화 전략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지역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 간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다.120)

3) 경제기능

글로벌시대 국가는 다양하고 상이한 이익집단들로 구성되며, 항상 단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과정 속에서 이들 간에 경쟁과 타협을

통해서 이익을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121) 지방정부는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대외정책 결정 및 실

천을 위해 사전소통, 자료제공 등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도시자체의 국제화 향상으로 도시의 이익을 추구

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외국과의 경제관

계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율성을 토대로 외교활동

을 진행한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국제행위는 주로 경제외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국가들과 대외경제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 왔다.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방 기초설비 건

설 수요 등으로 인해 대량의 외국자본 유치를 대외경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주로 도시의 지방정부가 도시 자체의

120) 송기돈(2016), 앞의 글, pp.131-132.
121) 허영근(2018), 앞의 글,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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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수요를 위해 선진기술 도입과 인력관리 경험 등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외국 도시와 실질적인 교류협력 중시, 대량의

외자 도입 및 다국적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및 사회발전

을 촉진하는 것이다.122)

4) 소프트파워기능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처음으로 소

프트 파워(Soft Pow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군사력이나 경제제재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인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념으

로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닌 자발적 동의에 의해 얻어지는 능력을 말한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세계는 부국강병을 토대로 한 하드 파워, 곧 경성(硬

性)국가의 시대로부터 문화를 토대로 한 소프트 파워, 곧 연성(軟性)국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기서 문화는 교육·학문·예술·과학·기술 등 인간의 이

성적 및 감성적 능력의창조적 산물과 연관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123)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국가 단위의 외교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외

교 분야로까지 파급되고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124) 도시의 소프트파워는 도시의 인프라를 비롯한 하드웨어

적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드웨어는 도시의 매력

을 구현할 수 있는 각종 자연경관과 역사유적지를 비롯한 인문경관 등을

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도시의 이미지를 말한다. 요컨대, 도시의 소프트

파워는 안정적 사회환경, 아름다운 자연경관, 양호한 교육환경, 풍부한 문

화자원 등 도시 삶의 질과 관련된 매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122) 신중호(2014), 앞의 글, P.7.
123)“소프트파워”,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0409&cid=40942&cat
egoryId=31614, 두산백과, 검색일:2020.08.19.
124) 신중호(2014), 앞의 글,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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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소프트파워는 국제조직에 대한 참여와 다자간의 협

력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은 공동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도시의 지방정부 간 상호 개방하여 보완하는 관계를 제고하는 국제간

교류협력 방식이다. 특히, 생산요소 상의 상호보완성을 기초로 공동이해관

계를 증진시키는 지역경제 차원에서의 국제 협력방식이다.125) 지방정부 도

시외교의 국제조직 참여는 주로 UCLG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UCLG의 설

립 목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민주적 지방자치 정부 조성, 회원 정부들 간

의 단결 및 협력, 국제 사회에서의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정치적 대표성 보

장, 지방정부와 관련된 범세계적 정보 원천 확보 등이다. 또한，자유롭고

자율적인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설립과 강화에 대해 지원하고 학습·

교류·능력 구축을 강화하는 것도 UCLG의 역할이다.126)

125) 류재현(2012), “한중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에 관한 유형론적
비교연구-부간, 상하이, 후크오카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제26권 제2호,
pp.100-101.
126) 송기돈(2016), 앞의 글,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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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시외교의 유형

1. 도시외교 유형 논의

도시외교의 유형 구분에 대해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지

만, 대체적으로 NIIR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도시외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NIIR은 도시외교 활동을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안보형’이다. 이는 국제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치중하며 국제체제의 평

화적 구축을 추구하는데 목표를 둔다. 두 번째는 ‘개발형’이다. 이는 개발도

상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긴급구호에 목표를 두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진행한다. 도시가 안보와 개발에 대한 참여는 기존의 국가 중심으로 이루

어진 전통외교의 한계를 타파하여 도시가 주체로 되어 보다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경제 이익 추구형’이

다. 이는 도시의 경제적 발전에 목표를 두는 유형이다. 네 번째는 ‘문화교

류형’ 으로서 도시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학술교류를 매개체로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킨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협력과 네트워크형’이다.

이는 자매·우호 도시 체결 등을 통해 도시 간 연대를 구축하여 도시의 외

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127)

고경민은 NIIR에 따라서 도시외교를 ‘안보와 개발’, ‘도시의 자기 이익과

연관된 외교활동’, ‘친선교류나 유대관계’를 기준으로 도시외교를 유형화 하

였다.128) 고경민에 따르면, 도시외교의 활동은 하드파워 증진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도시의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한 ‘경제외교’,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

127) R van der Pluijm, Jan Melissen(2007), op. cit., pp.19-23.
128) 고경민(2013),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로 본 도시외교의 방향”, 『대한정치학회
보』,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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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매력 도시를 만듦으로써 도시 방문객들의 도시에

대한 호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프트파워 외교’, 그리고 국제 사회의 갈등

과 불균형 발전을 해소함으로써 전쟁과 폭력, 차별이 없고 인권과 생명권

을 보장하기 위한 ‘평화 외교’ 등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

다.129)

요컨대,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도시외교의 유형은

주로 지방정부 간의 자매결연, 경제교류, 문화교류, 체육 교류 등으로 구분

된다. 이러한 도시외교는 지역주민의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고, 도시 주민

들 간의 교류,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 간의 협동개발을 통해서 환경과 같은

사회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이러한 도시외교는 국제교류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2. 중국과 한국의 도시외교 유형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 대해 명시적인 구분을 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정치·문화·사회 등 요인을 고려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정부 국제교류에 대한 구분을 참조

하여 양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공통점을 찾아서 유형화하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합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는 행정, 인적

자원, 문화·예술, 관광교류, 청소년교류, 기술학술교류, 경제교류, 민간단체

교류, 상징사업 등 11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목적과 기능은 교

차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도시외교 유형을 3가

지로 분류하였다(<표 2-1> 참조).

129) 고경민(2013), 앞의 글,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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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 네트워크형

국제적 네트워크는 도시 간 공간적 네트워크와 인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 공간적 네트워크는 주로 자매·우호 도시 체결로 형성된다. 지방자치단

<표 2-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분야

교류 분야 내용

행정교류 대표단 상호방문, 행정정보교류, 교류10주년기념식 등

인적교류
공무원(상호) 파견, 공무원 연수, 청소년 상호방문, 홈스테이,

대학생 교류 등

문화·예술교류 축제 참가, 예술단 공연, 바둑 및 서예 교류전, 미술전시회,

한복패션쇼 행사 등

관광교류 관광물산전, 수학여행, 의료관광 유치 등

청소년교류
홈스테이, 수학여행, 청소년 스포츠 교류, 어학연수, 국제 인

턴십

스포츠교류 친선축구대회, 친선야구대회, 국제육상대회 등

기술·학술교류
행정정보 관련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개최, 농업기술연수, 산

업 관련 연수 등

경제교류

경제교류협정 체결, 시장개척단 파견, 경제상담회 개최, 국제

인턴십, 상공회의소 간 교류, 투자설명회, 직항로 개설, 기술

이전 협의 등

민간단체교류
상공회의소 간 교류, 예술협회·의사회 등 민간단체 간 교류,

대학생 교류사업 등

상징사업
공원조성, 거리 명명식, 자매도시 전시관 개관, 명예시민증

수여 등

기타 의료봉사, 성금전달, 원조, 동물기증 등

출처: “국제교류현황”,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Field.do?menuNo=20008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검색일:2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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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간 국제교류는 도시주민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자

매·우호결연은 가장 전형적인 형식이다. 자매결연은 어떤 지역이나 단체

또는 집단이 다른 지역이나 단체 또는 집단과 친선이나 상호교류를 목적으

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130) 전 세계의 자매·우호 도시 체결

숫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 간에 교류 진척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역으로 지방정부가 국제사회에서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도시간의 인적 네트워크는 주로 행정교류, 공무원 교류, 그리고 차세대교

류를 가리킨다. 행정교류는 주로 대표단 상호방문, 행정정보교류, 교류 10

주년 기념식 등을 포함한다. 인적교류는 공무원(상호) 파견, 공무원 연수,

청소년 상호방문, 홈스테이, 대학생 교류 등을 말한다. 도시간의 인적교류

는 상대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지방분권화 이전의 도

시 간 친선교류는 수동적이며 형식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방화

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인적교류는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경제관계 형성을

비롯한 실무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2) 문화·체육 교류형

문화·체육 교류는 주로 도시 간의 문화·예술 교류와 스포츠 교류로 이루

어졌다. 문화·예술 교류는 도시 간의 축제 참가와 상호 간의 예술단 파견

공연을 개최하는 것과 서예·미술 전시회 및 패션쇼와 같은 행사가 있다.

이는 도시 간 우호 교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도

사 간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도시 간 나아가 국가적 측면에의 문화와

국민적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스포츠 교류는

130) 우양호·이정석(2016),“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도시간 자매
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4호,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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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간의 바둑, 친선축구대회, 친선야구대회 그리고 국제육상대회 공동 개

최 등 방식이 있다.

문화·체육 교류는 정치적으로 국가 간 상호이해와 우호 협력 관계 증진

을 통해 세계평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의 발전과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국부 증대 기반의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서 그 경제적 의의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131) 요컨대, 도시 간의 문화·

체육교류는 상호간의 이해와 연대를 증진할 수 있으며, 지역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3) 경제교류형

세계화 및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국경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의 경제협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블록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지방정부는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국제

적 위상 향상을 추구한다. 도시 간의 경제교류는 주로 시장개척단 파견, 무

역박람회 개최 등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의 무역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도시 간의 경제교류는 상대지역

에 대한 투자로 실현될 수도 있다. 노동여건, 시장접근성, 인센티브, 부존자

원 등 요인은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지방정부는

경제교류를 통해 지역 간의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발전과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의 외교와 마찬가지로, 도

시외교에서 단기적이고 배타적인 이익 추구는 결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때 지역의 발전을 훼손시킬 수 있다.

131) 외교부(2019), 『Hello, Korea! 문화외교 2018』, 외교부, p.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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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한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전개

국제 자매·우호도시의 체결은 지방정부 외교 실천의 토대가 된다. 이는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물론 국가적 관계의 촉진과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 증진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국제 자매·우호 결연은 해당

지방정부의 대외활동의 중요한 지표로 평가 받는다. 이 논문은 중국과 한

국의 지방정부 국제 자매. 우호 도시 결연 실적에 따라서 양국 지방정부의

대외활동을 시기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제1절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전개

1. 자매도시에서 국제우호도시

중국의 외교 권력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대외활동은

대부분 외사(外事)의 범주에 속해 있다. 개혁·개방이 추진되면서 중앙정부

의 권력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대외정책의 수립

과 외사 업무의 수행에 대한 참여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의

지방정부는 국제분업(国际分工)에 직접 참여하면서 독립적인 역량으로 국

제 경제·문화의 협력과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특별한

행위자가 되었다. 이로써 지방정부는 중국 외교 업무 추진에서의 중요한

참여자가 되어 국가 전체외교를 보조하는 역할을 시작하였고 도시외교의

전개를 위한 더 넓은 공간을 조성하였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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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베이징직할시는 중국의 수도로서 우호

국가의 수도 및 대도시와 우호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베이징직할시는 중앙

정부를 협조해서 외국에서 온 당빈(党宾)과 국빈(国宾)을 접대하고, 외국

기자들의 방문 일정 등을 관리하는 책임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엄

격한 의미에서의 도시외교는 아니지만, 도시외교의 초기 형태를 구비하였

다.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도시외교는 중국의 도시 지방정부가 외국 도시

지방정부와의 자매·우호도시 결연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국제우호도시의

체결은 중국 도시외교 실천의 토대가 되었다. 국제우호도시 간의 교류 활

동은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물론 나아가 국가적 관계의 촉진에도 일조했으

며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 증진에도 기여했다. 본 논문은 국제우호도

시의 결연 숫자에 근거하여 중국 도시외교의 발전과정을 시작단계, 발전단

계, 확대단계, 창신단계 등 4단계로 나누었다.

1) 시작단계(1973년부터 1978년까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의 톈진시, 상하이시, 시안시(西安市), 난징

시(南京市) 등 4개 도시가 일본의 요코하마시(橫濱), 고베시(神戶), 나라시

시(奈良), 오사카시(大阪), 교토시(京都), 나고야시시(名古屋) 등 6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하였다. 중국국제우호도시협회(中国国际友好城市协会)가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2년 10월 11일에 일본 고베시장인 미야자키 츠오

가(宮崎辰雄)가 일본 청소년방문단을 인솔하여 베이징직할시를 방문했다.

당시 베이징직할시 체육관에서 중․일 양국 청소년 간의 수영 친선경기를

개최하였다. 주어엔라이(周恩来) 총리는 미야자키 츠오가 시장을 접견했다.

이어서 1973년 중국의 톈진시는 일본의 고베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외국 도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은 것이며, 중국 지

132) 杨毅(2015), “全球视野下的中国城市外交”, 『国际视野』 第8期,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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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는 외교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133)

1973년 이후 중국은 자매도시라는 용어를 국제우호도시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1972년 주어엔라이 중국 총리가 미야자키 츠오가 시장과의 만남

에서 “자매는 언니와 동생으로 구분되는데 우호도시 간에는 언니와 동생관

계가 없고,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호도시라고 칭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134) <그림 3-1>는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우호도

시 체결 현황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78까지 중국 지방정부

와 외국 도시의 자매·우호도시 결연 건수는 6건이다. 1973년에 2건이고

1974년에는 3건이 있다. 1975년, 1976년과 1977년은 3년 연속으로 다른 국

가의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 건수가 없으며, 1978년에 자매·우호도시

결연 건수는 1건이 있다.

이 시기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우호도시의 주요 교류내용은 도시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며, 자매·우호도시 체결 대상은 일본의 도시였

다. 1972년 중국과 미국의 관계 완화에 따라 중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다. 중․일 양국 국교 정상화의 난류에 힘입어 양국 지방정부 간

의 자매·우호도시 관계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시기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

우호도시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중국 자매·우호도시 체결

의 서막을 열어 중국 도시외교의 초석을 다졌다.

133) 祝鸣(2014), “中外城市外事的历史、发展及其展望”, 『中外名城比较』, p.63.
134)“见证40年-北京的友好城市“朋友圈”越来越大”,https://news.china.com/zw/news/
13000776/20180907/33829082_all.html, 中华网新闻，검색일: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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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중국 국제우호도시 체결 현황 – 시작단계

(1973-1978년)

자료:中国友好城市，https://baike.baidu.com/item/%E5%8F%8B%E5%A
5%BD%E5%9F%8E%E5%B8%82，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7.15.

2) 발전단계 (1979년부터 1991년까지)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국가발전의 기본전략

으로 삼았다. 중국의 개혁개방 전략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중국 사회 전반에서 관철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전략의 착륙을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체제개혁 실행과 함께 외교정책의 기조를 경제발전에 필요한

평화적 환경 마련으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극좌노선 탈피와

평화적 국가 이미지 창출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외문국(外文

局)’은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간행물을 출판하였다. 예를 들

면, 대외 홍보지인 『베이징주보(北京周报)』, 『중국화보(中国畵报)』,

『오늘의 중국(今日中国)』, 『인민일보(人民日报)』 등 간행물을 출간하였

고 외신 기자의 취재 범위도 확장시켰다.

이 시기 중국 지방정부의 외교활동은 주로 외국의 국가지도자, 기자 및

기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었다. 상하이(上海)의 경우, 1979년 상하이시 외

사판공실 당빈처(党宾处)를 설립하였는데, 이 부서는 주로 공산당의 귀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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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중국공산당중앙대외연락부(中共中央对外联络部),

중국국제교류협회(中国国际交流协会), 중국공산당중앙당교(中共中央党校)

등 부서에서 초청한 귀빈의 의전을 담당하였다.135) 이 시기 중국의 지방정

부는 상하이시 당빈처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여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

지 각급 정부가 초청한 외국 손님 의전을 책임지고 국가와 지역 이미지 홍

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요컨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방정부와 국제우호도시 간의 교류 활동

은 급속히 발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1979년부터 1991년까지 13년간 중국

의 도시가 체결한 국제우호도시 숫자는 377건으로 연평균 30건에 달했다.

이 시기 국제우호도시 간의 교류내용은 단순한 우정 교류에서 경제교류,

문화교류, 교육, 인재육성 등으로 확대되었다. 국제우호도시를 체결하는 대

상은 일본에서 여러 국가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중국과 국제우호도시를

체결한 국가 중 개발도상국가도 있었지만, 그 중점은 여전히 선진국가 도

시였다. (<그림 3-2>는 1979년부터 1991년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우호

도시 체결 현황이다. )

135) 赵可金(2014), 앞의 글,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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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中国友好城市"，https://baike.baidu.com/item/%E5%8F%8B%E5%A5
%BD%E5%9F%8E%E5%B8%82,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7.15.

<그림 3-2> 중국 국제우호도시 체결 현황 - 발전단계

(1979~1991년)

3) 확대단계 (1992년부터 2012년까지)

1992년부터는 중국 도시와 외국 도시 간의 국제우호도시 결연이 전면적

으로 발전하는 시기이다. 1992년 3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의 자매조직으

로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中国国际友好城市联合会)136)가 베이징에서 설

립되었다.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는 중국의 국제우호도시 체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국제우호도시 간의 교류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간 경제·기술·문화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강화

를 통한 도시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기관은 중국에서 처음

136)“中国友好城市联合会”,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9B%B
D%E5%9B%BD%E9%99%85%E5%8F%8B%E5%A5%BD%E5%9F%8E%E5%B8%
82%E8%81%94%E5%90%88%E4%BC%9A/4737436?fr=aladdin，百度百科，검색일:
2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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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건립된 국제우호도시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이

다.

전문부서의 창립과 함께 지방의 소프트파워를 연구·선양하는 전문협의회

도 탄생하였다. 예컨대 상하이, 광저우 등 지방정부는 지방공공외교협회(地

方公共外交协会)를 설립해 중국 도시의 대외활동에 정보․자문 등을 제공

하였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중앙정부는 각급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대외교류활

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1990년대 초반 중국은 개혁․발전 전략의 일

환으로 ‘세계로 뻗어 나간다(走出去)’는 전략을 실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로 뻗어 나간다(走出去)’는 국제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대외무역의 다

원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정부는 각급 지방정부와 기업이

세계와 연결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

하에 중국의 도시 지방정부도 국제화 흐름 속에서 경제․문화 교류활동을

전개하였다.

요컨대 1990년대부터 중국의 도시 지방정부는 양자 간의 교류뿐만 아니

라, 다자간 교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도시 대외교류의 영역은 도시 개

발, 경제, 문화, 인재 육성 및 교육 등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국제우호도시

체결의 대상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중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었고

국제우호도시 체결 수량도 연평균 70건의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중

국의 지방정부 자매․우호도시 체결 현황은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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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中国友好城市，https://baike.baidu.com/item/%E5%8F%8B%E5%A5%
BD%E5%9F%8E%E5%B8%82，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7.15.

<그림 3-3> 중국 국제우호도시 체결 현황- 확대단계(1992~2012년)

4) 창신단계 (2013부터 현재까지)

2012년 11월 8일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처음으로 대외관

계에서 인문교류 강화를 명시하면서137)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민간외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국제 우호도시 대회 및 중국 대

외 우호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中国国际友好大会暨中国人民对外友好

协会成立60周年纪念活动)”에서 중국의 도시 지방정부가 ‘일대일로(一帶一

路)’ 연선(沿線) 국가 지방정부와의 국제우호도시 결연을 강조하였다.138)

137)“公共外交”,https://baike.baidu.com/item/%E5%85%AC%E5%85%B1%E5%A4
%96%E4%BA%A4，百度百科, 검색일:2020.6.14.
138)“习近平在北京人民大会堂出席中国国际友好大会暨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成立60
周年纪念活动并发表重要讲话”,http://gs.people.com.cn/cpc/n/2014/0516/c345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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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진핑 주석은 도시외교를 언급한데 이어 여러 차례 중국문화와 관

련된 연설을 하였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은 유럽을 방문할 때 유네스코

(UNESCO) 본부와 독일 베를린 등의 연설에서 중국의 문화를 소개하였고

중국의 문화 소프트파워를 보여줬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유럽 국가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139) 중앙정부의 이러한 호소 하에 지방정

부도 소프트파워에 중점을 두고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림 3-4>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도시가 체결된 국제우호도시

현황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중국의 국제우호도시는 2013년부터 연평균

100건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 국제우호도시 체결 규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계속 증가했지만, 2017년부터는 줄었다. 그 이유

는 2017년부터 중국의 국제우호도시 체결은 더 이상 양적 숫자를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성과 중국 국가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사

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중국 도시의 지방정부는 국제 우

호도시와의 경제․금융․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의 교류 증진과 함께 국제

조직과 국제매체를 통한 외교활동을 진행하였다. 예컨대 광저우시는 ＵＣ

ＬＧ와 함께 협력하여 ‘광저우 국제도시 창신상(廣州國際城市創新獎)’을 설

립하여 도시의 지방정부가 거버넌스에서의 성공적인 실천사례를 장려하였

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켰다. 양저우시(揚州市)는 세계 운하

도시(運河城市) 간의 소통과 교류의 상설 기구인 ‘세계 운하 역사 문화 도

시 협력 기구(世界運河歷史文化城市合作組織)’를 설립하여 세계 운하도시와

의 교류와 협력 추진과 함께 세계 운하 보호에서의 발언권 확보에 거듭 노

력하였다.

19677.html, 人民网, 검색일:2020.6.14.
139)“习近平欧洲“公开课”：罕见力度展示“中华文化”气质”,http://politics.people.com.c
n/n/2014/0402/c1001-24808706.html, 人民网, 검색일:2020.12.23.

http://gs.people.com.cn/cpc/n/2014/0516/c345040-21219677.html
http://politics.people.com.cn/n/2014/0402/c1001-248087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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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中国友好城市，https://baike.baidu.com/item/%E5%8F%8B%E5%A
5%BD%E5%9F%8E%E5%B8%82，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7.15.

<그림 3-4> 중국 국제우호도시 체결현황 -

창신단계(2013-2018년)

2. ‘점(点)’에서 ‘면(面)’으로 국제협력권의 확대

1978년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분권’을 받아 지역 발전

전략의 설계와 지역자원의 개발 및 사용 등 영역에서 일부 자율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전략이 ‘점(点)’-‘선(線)’-‘면(面)’ 즉

경제특구, 연해도시, 전국토․전방위 순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외교는 동

아시아지역에서 시작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로 확산되었으며 다자기구

참여로 협력 공간과 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1)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진국으로 확대

전술한바와 같이 1973년 중국의 톈진시와 일본의 고베시 간의 자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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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은 중국의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첫발을 내디딘 것을 의미하였다. 1970

년대 중국의 4개 도시는 일본의 6개 도시와 자매·우후 도시를 체결하였다.

1979년 국무원이 외교부를 국제우호도시 체결 사업의 총괄전문기관으로 지

정함에 따라 중국의 지방정부 국제우호협력 사업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우호도시의 숫자는 물론 지역적 범위도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1979년부터 1991년까지 중국 국제우호도시 체결 건수는 매년 10여 건

에서 수십 건의 규모로 발전하였다. 또한 국제우호도시를 결연하는 국가와

도시 범위도 일본에서 더 많은 국가와 도시로 확대되었다.

1980년부터 1991년까지 중국은 주로 선진국 국가의 도시와 우호도시관

계를 체결하였다. 이 시기 중국의 도시와 우호도시 체결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이며, 양국 도시 간의 결연 건수는 129건이다. 그 다음 미국의

도시와 69건(18%), 프랑스의 도시와 24건(6%), 독일의 도시와 21건(6%),

이탈리아와 영국의 도시와 각 20건(5%), 캐나다의 도시와 15건(4%), 오스

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도시와 각 9건(2%), 3건(1%)의 순으로 나타냈다.

그 외에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핀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

마크, 스위스 등 국가의 도시도 중국의 도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었다.

<표 3-5>은 1973부터 1991년까지 선진국과의 자매·우호도시 결연 현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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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1992년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전면 실시 이전까지 중국의 국제

우호도시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 것은 국가 정치의 필요성

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외교를 대

외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외자

유치 및 기술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지방정부의

국제 우호도시 체결의 대상은 주로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

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시범단계로 국제우호도시의 체결에 대해서 신중

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우호도시

의 체결은 개별국가 및 개별도시에 집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2) 선진국에서 개발도상 국가로의 확산

1992년 중국의 국제우호도시 체결 관련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그림 3-5> 중국 국제우호도시 결연 국가 비중(1973~1991년)

자료:"友好城市"，https://baike.baidu.com/item/%E5%8F%8B%E5%A5%BD%E5%
9F%8E%E5%B8%82，百度百科，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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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가 베이징에서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국

제우호도시의 체결 건수는 연 평균 7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

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제시에 따라 중국의 도시외교는 새로운 한 페이

지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범위는 점차 개발도상

국가로 확산되었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와 자매․우호협정을 체결한 도

시는 유럽지역에 871개(36.8%), 아시아지역에 792개(32.6%), 미주지역에

485개(19.9%), 대양주 153( 6.3%), 아프리카 132(5.4%)의 순으로 집계되었

다. 140)

이러한 수치는 중국의 우호협력 도시가 여전히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는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강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아프리카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00년 “중국과 아프리카 협

력 포럼(中非論壇)”의 출범으로 중국과 아프리카지역의 협력은 급속도로

발전해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지방정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18년 베이징에서 개최

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에서 대(對)아프리카 협력 “8대

행동(八大行動)”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지방정부와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

력 강화가 한층 기대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의 중국 지방정부 외교

활동이 ‘정부 색채(官方色彩)’가 농후하였기 때문이다.141)

현재 중국과 아프리카 지역의 협력에 참여하는 지방정부 중 광둥성(廣東

省)과 저장성(浙江省)이 주목받고 있다. 광둥성은 중국의 지방정부 중 선진

적인 공업 생산 체계를 구축한 무역 큰 성으로서 2018년 말까지 아프리카

140)张柳(2018), “公共外交视域下焦作市国际友好城市建设研究”，(河南理工大学硕士
学位论文)，p.4.
141)李雪冬(2020),“推动地方政府参与对非合作”,http://www.cssn.cn/gd/gd_rwhd/gd_
ktsb_1651/zfhzlt20nzlzfhzxwzy/202010/t20201015_5194711.shtml，中国社会科学网，
검색일: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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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0개 기업을 설립하였다.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지역에 설립한 기업

의 10분의 1 수준에 달한다. 현재 “저장성-아프리카(浙江非) 합작” 또한 눈

부신 성과를 거뒀다. 2018년 교역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저장(浙江)

기업은 아프리카 지역에 31억 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2019년에는 “저장성

대(對) 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 행동 가속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중

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지방정부 대(對) 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총체적인 사고와 주요 목표, 중점 조치 및 보장 체계가 명시

되어 있다.142)

요컨대 “정부 색채”가 농후한 지방외교로서 중국의 도시외교는 중앙정부

의 전체적 외교 청사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방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도시외교 방향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추

구에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중국 국제우호도시연합회는 과거 체결

했던 국제우호도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형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도시를

찾아내 기존에 체결했던 우호혁력협의를 취소하였다. 현재 중국의 도시외

교는 중국 국가 발전 전략에 부합되는 국제우호도시 사업의 발전에 입각하

여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142)李雪冬(2020),“推动地方政府参与对非合作”,http://www.cssn.cn/gd/gd_rwhd/gd_
ktsb_1651/zfhzlt20nzlzfhzxwzy/202010/t20201015_5194711.shtml，中国社会科学网，
검색일: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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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전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시기

는 1990년대 중반 이후였다. 이는 1995년 6.27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지방

자치 시대와 맞물린다. 이때부터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의

존하던 형식에서 탈피해 지방행정의 세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독자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이다.143) 이 연구는 법․제

도적 기반의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매․우호도시의 체결 상황에 따라

한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

1) 정초단계(1961년부터 1989년까지)

1961년 미국 오리건(Oregon)주의 유진(Eugene)시와 경남 진주시가 체결

한 자매·우호도시는 한국의 첫 번째 국제 자매도시이다. 1970년대에 걸쳐

1989년까지 한국의 31개 지방자치단체가 12개 국가의 38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였다. 이 시기 한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및 민간

단체의 대외교류를 지도·감독하였다. 한국의 지방정부 대외활동은 자율성

이 아주 낮은 편였다. 그러나 한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지방정부

의 대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1971년 8월 제5차 한․일 각료회의 합의에 의거한 한·일 양국 대학생 교류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여 명의 양국 대학생 대표단을 결성하여 매

143) 김형수(2017),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와 도시』
특집 제18호,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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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일 동안 상대지역을 방문하는 것이다. 1977년 한국 외교부가 개발도

상국을 대상으로 1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물자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1982

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개발과 발전의 우수 경

험과 정책 공유 등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대외활동에 초석을 마련하였다.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그리고 서울 장애인 올림픽

게임 등 대형 국제 행사 개최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교류 수단 및 대상

을 다양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한국의 지방정부들은 한국 문화의

해외 소개 및 홍보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특히 외국 우

수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144) 요컨대 이 시기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외활동은 지

역의 발전 도모에 앞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선양에 더 치중하였다.

2) 형성단계(1990년부터 1999년)

글로벌화․정보화와 더불어 다양한 역할자가 국제무대에 등장하였는데

지방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목받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7개 시․도에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파견하는데 이어 1995년에 외무부 내에 지방자치단체

외교지원단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

설치한 14개 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지원하였다. 1998년

말 한국의 127개 지차체(16개 시․도와 111개 시․군․구)가 38개 국가의

32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145)

144)문현미(2018), “중국과 한국의 지방정부 고공외교 비교 연구:경기도와 산동성
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61-63.
145) 문현미(2018), 위의 글,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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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1980년대까지 전반적으로 약 20~30여

건에 불과했고,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교류도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총 356개 외국 도시 지

방자치단체와 우호결연을 체결했다. 1991년의 지방정부 기초의회 및 광역

의회 선거,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국제교류도 급속하게 활성화된 것이다.146)

이 시기 한국 지방정부의 대외교류는 문화교류, 예술교류, 학술교류, 청

소년교류, 매체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 시기의 한국 지방자치 도시외교의 대상은 선진국의 대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도시를 대상으로 대외교류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은 한국 대외 개발과 협력의 본격화를 의

미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 최빈국 주민의

복지 향상 등 내용을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하였다. 147)

한국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한 후,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활동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배

경 하에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교류 중 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한국 정부는 주로 국립예술단, 민속공연단, 현대무용단 등 문화․

예술 단체의 해외 공연과 한국 영화의 해외 순회 상영 등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재외공관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재외공관 소재 국가 정부 및 국민

에게 한국을 홍보하기 하였다. 특히 이 시기 한국의 외국 언론인에 대한

초청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제 언론환경을 마련하였다.

146) 우양호(2011), “우리나라 도시의 자매결연 실태와 그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404.
147)“한국국제협력단”,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769&cid=46627
&categoryId=466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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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단계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한국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했으나 2004년부터 이 승인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

체의 대외활동의 자율화 향상에 유리한 제도적 여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지방자치단체 자매·우호 도시 체결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었

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12월까지 한국의 지방자치단

체는 82개국 1,290개 도시와 자매·우호관계를 체결하였으며, 이들과 경제통

상·청소년·대학·농업과학기술·환경·문화·예술·스포츠 등 분야에서 총 1,725

건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기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 참여,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일련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대외활동의 경로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네트워크 강화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 한국의 외교부는 도시외교와 관련된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수

립하였다. 한국은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제정하여 꾸준히 한국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강구해왔다. 2018년 11월 외교부

주재로 공공외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

획(2017-2020)’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방

안을 추가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2018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과

『2019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승인 및 발표하였다. 이러한 비전

의 제시와 함께 정부에서는 공공외교 예산을 증액하였다. 2019년 공공외교

사업 예산이 약 211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9.8% 증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은 이 사업의 중요한 사

업 중 하나이다. 외교부는 충청북도의 제13회 2018년 충주세계소방관대회,

전라남도의 수묵비엔날레 등 지방자치단체 국제 행사 추진 과정에서 주한·

재외 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매·우호 도시 간 교류 등 연간 250여 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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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육성하고 있다.148)

요컨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

련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섰다. 1961년부터 시작된 정초단계는 그 목표나

취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의 지방분권

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에 국제교류를 위한 전문기구와 인력배치에 따

라 정책수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특히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공공외교

를 비롯한 소프트파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는 지방정부

의 대외활동 전개에 제도적 장치 강구와 예산을 증액하였다. 이러한 노력

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활동을 전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있다. 물론 현재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정치문화, 지방분권화 등 요인의 영

향으로 인해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점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다.

2. 지방의 국제화

1) 대륙별 교류 현황

196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활발히 이루어

졌다(<그림 3-6>은 그 동안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매·우호도시 체결 현

황이다). 1961년부터 1969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우호 도시를 체결한 건수는 총 10건이다.149)

148) 외교부(2020), 『2019 외교백서』, (외교부), p.213.
149)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검색일:2020.9.17.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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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용 참조 재구성, 검색일:2020.9.17.

<그림 3-6> 시대별 한국 지방자치단체 자매·우호도시

체결 현황(1960-2019년)

1970년대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우호 도시를

체결한 건수는 총 18건이며, 1980년대에는 총 60건으로 집계되었다. 1990년

대에는 한국의 지방 분권화로 이러한 자매․우호 도시의 체결 활동이 신속

히 발전하였다. 1990년대 총 356건, 21세기 초반(2009년까지)은 총 716건,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565건으로 그 속도를 과시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교류는 양적인 성장에 치우치지 않았

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단

체의 외연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그림 3-7>은 대륙별 한국 지방자치단

체 자매·우호도시 체결 국가 현황이다). 아래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한 대상을 국가별로 살펴볼 때, 유럽

지역 국가가 1위(31개 국가로 38%를 차지), 아시아지역 국가가 2위(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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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25% 차지),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은 13개 국가로 16%를 차지하며

대양주와 북미는 각 2개 국가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남미
대양주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자료: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
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내용 참조 재구성, 검색일:2020.9.17.

<그림 3-7> 대륙별 한국 지방자치단체 자매·우호 도시

체결 현황(1961-2019년)

<그림 3-8>에 따르면,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가 가장 많은 지역

은 아시아이다. 2019년 12월까지 총 1,163건으로 67%에 달하고 전체의 2/3

를 초과한 수준이다. 유럽지역이 241건으로 14%, 미국과 캐나다가 207건으

로 12%, 남미․대양주․ 아프리카는 각 54건, 32건, 28건으로 7%를 차지

하고 있다(<그림 3-8>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대륙별 지방과의 국제교류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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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제교류현황”, https://www.gaok.or.kr/gaok/main/main.do,대한민국시
도지사협의회, 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9.17

<그림 3-8>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대륙별 지방과의 국제교류 현황

(1961-2019년)

2) 국가별 교류 현황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표 3-1>과 같다.

그 순위는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순이다. 상위 3개국과

의 교류 건수가 전체의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지방자치

단체들과의 국제교류 건수는 총 667건으로, 전체의 38% 이상을 차치한다.

국제교류 국가 현황표를 보면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빈번하게 교류

하는 국가가 중국임을 알 수 있다. 지리적 인접성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국제교류 협력의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지난 10년간 베

트남, 몽골, 필리핀 등과의 교류 협력이 증가한 추세를 나타낸다. 이는 외

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결혼이 여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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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150)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을

합치면 절반 이상에 이른다.

2019년 12월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주로 중국, 일본, 베트

남, 필리핀, 몽골 등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들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였

다. 이들 지역과의 교류 건수는 1,084건으로 6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건수는 5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표 3-2>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아시아지역 국가 간 교류 현

황이다).

150) 황태연(2017), 앞의 글, p.80.

<표 3-1>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주요국가 국제교류

현황(1961-2019년)

순위 국가명 건수 비중

1 중국 667 38.6%

2 일본 217 12.6%

3 미국 185 10.7%

4 베트남 58 4.5%

5 러시아 76 3.3%

6 필리핀 54 3.1%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내용 재
구성, 검색일: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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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수 국가 건수

중국 667 이란 3

일본 217 라오스 3

베트남 76 아랍에미리트연합국 2

필리핀 54 이스라엘 2

몽골 46 네팔 2

인도네시아 24 미얀마 2

인도 12 스리랑카 2

말레이시아 10 오만 1

캄보디아 10 이라크 1

태국 6 파키스탄 1

중국 대만 22

자료: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
지사협의회, 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9.17.

<표 3-2>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국제교류

현황(1961~2019년)

3) 한국의 광역 자치단체별 비교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별 자매·우호 도시 체결 현황은 <표 3-3>과 같다.

2019년 12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258건, 서울특별시 221건, 전라

남도 156건, 경상복도 142건, 강원도 139건 등 순으로 집계되어 이들 지역

은 비교적 활발하게 국제 자매․우호 도시 체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특별시, 광주광역시 및 제주특별시 등 도시가 상대

적으로 부진하다.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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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1990년대 이후 급증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제도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획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이 꾸준히 격상하

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가 확인해 주는 바와 같이 한국의 지방

<표 3-3>한국 광역자치단체별 자매·우호 도시 시기별 체결 현황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건수 비중

1 경기도 258 14.96%

2 서울특별시 221 12.81%

3 전라남도 156 9.04%

4 경상복도 142 8.23%

5 강원도 139 8.06%

6 경상남도 135 7.83%

7 충청남도 123 7.13%

8 인천광역시 92 5.33%

9 부산광역시 90 5.22%

10 충청북도 76 4.41%

11 전라북도 74 4.29%

12 대구광역시 52 3.01%

13 대전광역시 46 2.67%

14 울산광역시 44 2.55%

15 제주특별자치도 39 2.26%

16 광주광역시 35 2.03%

17 세종특별자치시 3 0.17%

자료: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지
사협의회, 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9.17.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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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의 범위는 대륙별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 미국의

순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작동된 것으

로 해석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해보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

며 지역적 편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의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불가분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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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전개

1.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의 전개

베이징직할시는 중국과 세계 각국 간의 우호적인 교류를 진행하는 중요

한 관문이며, 중국의 도시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징

직할시의 도시외교 전개는 건국 초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중앙정부 전체 외

교에도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베이징직할

시의 자매․우호도시 체결 및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였

다.

1) 태동단계(1949년부터 1978년까지)

베이징직할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부터 1978년까지 중앙정부

를 보조하는 역할자로 국빈 접대를 비롯한 의전활동을 전개해왔다. 중화인

민공화국 건국초기 중국은 장제스(蔣介石) 정권의 유산을 청산하였다. 마오

쩌둥(毛澤東)은 “새로 아궁을 만든다(另起炉灶)”와 “집은 깨끗이 청소해놓

고 손님을 초대한다(打扫干净屋子再请客)”라는 대외정책 기조를 제시하였

다. 이는 장제스 정권의 대외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국제관계를 맺

겠다는 것이다.151)

1949년부터 1950년대 중국은 사회주의 “일변도(一邊倒)” 전략으로 사회

주의 국가와의 수교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베이징직할시의 대외 업무는 중

국과 수교 국가 원수 및 대표단 접대, 그리고 중국을 방문한 외신 기자 등

151)田勇(2009),“北京外事工作六十年”,http://dfz.beijing.gov.cn/ShowNewsLevel3.jsp
?NewsID=1548, 北京市地方志编纂委员会办公室, 검색일：2020.07.26.

http://dfz.beijing.gov.cn/ShowNewsLevel3.jsp?NewsID=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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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의무를 맡았다. 이 시기에 베이징직할시는 소련, 동유럽, 남아시아, 이

웃 국가들의 수도와 대도시, 그리고 일본 자치단체들과의 우호교류를 시도

하였다. 예컨대 1954년에 프라나브 무케르지(Pranab Kumar Mukherjee)

인도 콜카타(Kolkata) 시장은 당시 베이징직할시 시장을 밭고 있었던 풩전

(彭真) 시장의 초청으로 베이징직할시를 방문하였는데 베이징직할시 외사

판공실이 접대 업무를 맡았다. 152)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베이징직할시의 국제 교류활동은 중

국의 대외 과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시기 중국과의 수교 국가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와 제3세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베이징직할시의 국제

교류 대상 또한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기간에 베

이징직할시의 대외업무는 국제요인과 국내요인의 복합적 영향을 받았으며

그 자율권 또한 아주 낮았다. 아울러 도시외교의 목표설정, 추진기구 및 전

략은 명시되지 않았다.

2) 시작단계(1979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는 사회주의중국 역사의 분수령으로 중국의

대외관계 또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념외교의 굴레

에서 벗어나 국가이익을 기조로 대외관계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베이징직할시의 대외교류 또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9년 베

이징직할시는 일본 도쿄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여 도시외교의 첫걸음

을 내딛게 되었다.

1979년 외교부의 허가로 베이징직할시 외사판공실은 베이징직할시에 거

주한 공무원의 출국 심사 및 허가업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비자

152)“彭真市长设宴招待慕克吉(1954年)”，https://new.zlck.com/rmrb/news/9TCTP7
8Y.html，人民日报电子版，검색일:2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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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업무에도 착수하였다. 이로서 베이징직할시의 국제교류 활동의 독립

성은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 받게 되었다. 153)

개혁․개방 전략으로 인해 중국 대외관계는 새로운 붐을 맞이하게 되었

다. 1979년 한 해 베이징직할시는 중앙 정부와 협동해서 총 16차례 국빈

(国宾)을 접대했으며, 당시 베이징을 방문한 방문 대표단 인원은 22,150차

례, 22만8,000명에 달했다. 또한 1979년 베이징직할시는 외신기자 25차례

140명을 접대하였으며, 1979년 일년 간 베이징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25

만 명에 달했다.154)

1980년대 베이징직할시는 폭증하는 외사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사

판공실(外事办公室), 외사처(外事处), 외경처(外经处), 외국 연락 사무소(对

外联络处) 등과 같은 전문 외사기관을 설치했다.155) 베이징직할시의 외사

판공실은 대외 경제무역, 과학기술 교류와 국제관광 등을 제외한 기타 외

사업무를 담당하였다. 1990년대 베이징직할시는 외사업무 초점을 “4개현대

화 건설(四化建设)”에 맞추고 수도의 현대화 건설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

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수도의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을 위한 지도 사상

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

베이징직할시의 외교 핵심사업의 조정에 따라 이 시기 베이징직할시 대

외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이다.

베이징직할시 거주 외국인 규모는 1983년의 3,921명에서 1999년 4만 9,993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베이징직할시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정책에 따

라 외국인 투자 기업은 건국호텔(建国饭店) 1곳에서 1만5000 곳으로 확대

되었다.156)

153) 赵汗青, 앞의 글, p.20
154)田勇(2009),“北京外事工作六十年”,http://dfz.beijing.gov.cn/ShowNewsLevel3.jsp
?NewsID=1548,北京市地方志编纂委员会办公室, 검색일：2020.07.26.
155) 贺耀芳(2012), 앞의 글, p.25.
156)田勇(2009),“北京外事工作六十年”,http://dfz.beijing.gov.cn/ShowNewsLevel3.jsp

http://dfz.beijing.gov.cn/ShowNewsLevel3.jsp?NewsID=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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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베이징직할시는 단독적으로 스포츠 게임을 비롯한 국제

행사를 맡아서 진행하여 수도로서의 수행력과 역할을 과시할 수 있었다.

예컨대 1990년 베이징직할시의 아시안게임과 제4차 세계 여성 회의의 성공

적 개최는 베이징직할시의 외교 수행능력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수도경제권(首都经济圈)’ 건설 전략은 베이징직

할시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동시에 베이징직할시의 대외교류

또한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제5장에서 집중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157)

요컨대 1979년에 첫 번째 국제 우호도시의 체결은 베이징직할시 도시외

교의 서막을 열게 되었으며, 이러한 도시외교는 중국의 대외전략 조정과

베이징직할시의 발전 전략에 따라서 변화·발전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베이징직할시의 도시외교 발전 속도와 범위가 크게 발전하였다. 1992년 이

후 베이징직할시의 국제우호도시의 결연 수는 연평균 2개로 급속히 증가했

다. 1995년 말까지 베이징의 대외활동 창구는 1974년의 169개에서 363개로

증가되었으며 우호 도시 결연 도시수도 급속한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다.

베이징직할시는 뉴욕, 베오그라드, 캔버라 등 26개 도시와 국제우호도시를

체결하였다.158) 이 기간 베이징직할시의 도시외교 활동은 경제건설 중심으

로 진행되었으며, 도시외교의 자율권 또한 일정 수준에서 보장받게 되었다.

3) 발전단계(2000년~현재）

중국의 급부상은 21세기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중국은 WTO 가입부

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특히 2010년 일본을 추월하여 G2

?NewsID=1548,北京市地方志编纂委员会办公室, 검색일：2020.07.26.
157) 赵汗青(2012), 앞의 글, p.21.
158)田勇(2009),“北京外事工作六十年”,http://dfz.beijing.gov.cn/ShowNewsLevel3.jsp
?NewsID=1548,北京市地方志编纂委员会办公室, 검색일：2020.07.26.

http://dfz.beijing.gov.cn/ShowNewsLevel3.jsp?NewsID=1548
http://dfz.beijing.gov.cn/ShowNewsLevel3.jsp?NewsID=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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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베이징직할시의 국제교

류의 능력 또한 신속히 상승하였다. 베이징직할시 당위원회 서기가 외사

영도소조(领导小组)의 책임자를 겸임하여 도시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하

였다. 이러한 당과 정부의 전략에 발맞추어서 베이징직할시에 주재한 대학

과 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

하였다.159)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베이징직할시 대외교류의 중요한 시

기였다. 이 시기 베이징직할시가 중앙정부를 보조하여 국빈을 초대 회수는

총 1,654차례에 달했다. 이 규모는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총 의전 수량

의 1.5배였다.

이 시기 중국의 국제회의와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규모가 증가함 따라

베이징직할시가 중앙정부를 협조하여 수차례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

려졌다. 제3차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장관급회의, 제9차 ’포춘(Fortune)’

글로벌 포럼 연회, 베이징 올림픽, 제13차 장애인올림픽, 그리고 제7차 아

시아-유럽 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

에서 베이징직할시는 국제적인 영향을 확대할 수 있었다.160)

전체적으로 이 시기 베이징직할시가 체결한 우도도시는 각 대륙으로 확

산하고 체결 도시 수 또한 증가되었다. 2012년 4월까지 베이징직할시는 세

계 5대륙 42개국의 46개 도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었다.161) 시정부의 이

러한 대외활동과 더불어 베이징직할시 행정구역 내의 구(区)·현(县) 등 하

위 정부 및 민간단체들도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이 시기 베이징직할시는 중앙정부 전체외교의 보완적 역할을 수

행함과 더불어 도시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159) 贺耀芳(2012), 앞의 글, p.26.
160)田勇(2009),“北京外事工作六十年”,http://dfz.beijing.gov.cn/ShowNewsLevel3.jsp
?NewsID=1548,北京市地方志编纂委员会办公室, 검색일：2020.07.26.
161) 황태연(2017), 앞의 글, p.18.

http://dfz.beijing.gov.cn/ShowNewsLevel3.jsp?NewsID=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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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의 지역적 외연이 확대되고 교류 영역 또한

확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는 개방적, 다

층적, 그리고 전방위적 등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전개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 패러다임은 한국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패러다

임과 자매·우호도시 결연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전단계를 구분하였

다.

1) 시작단계(1960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는 1968년 타이페이시(臺北市)와의 자매결연으로

부터 시작되었지만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

다. 서울특별시는 1970년에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에 가입했고,

1980년대에는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와 “인간정주관리를 위한 지

방정부망(CityNet)”에 가입하였다.162)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서울특별시는

앙카라,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상파울루, 보고타, 자카르타,　도쿄 등 도

시와 자매결연을 하여 국제교류의 대상을 확장해 나갔다.

1990년대 서울특별시는 국제교류를 도시외교로 격상시켜 해외도시와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에 속하는

162) 서울연구원(2017),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세계와 도시』 특집
제18호,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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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치단체가 외국 도시와 체결한 자매·우호도시 건수도 57건으로 급격

히 증가하였다.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서울특별시는 도시외

교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형

식에서 탈피하여 지방행정의 세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독자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163) 1995년 시 정부의 민선 1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서울특별시는 “지구촌으로 열린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비

전을 제시하여 해외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그의 일

환으로 서울특별시는 선진 도시를 중심으로 시찰단을 파견하여 서울특별시

의 인지도 향상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다. 이 기간 서울특별시는

베이징, LA, 도쿄에서 서울관을 설치 및 운영하였으며 울란바토르, 하노이,

바르샤바, 카이로와 자매결연을 하여 대륙별로 협력 거점을 확대해 나갔

다.164)

요컨대 서울특별시는 1970년대부터 도시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자

매·우호 도시 체결, 해외 순방단 파견과 같은 활동으로 서울특별시의 홍보

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지방 분권화는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며, 서울이 발전할 수 있는 외연 또한 확대되었다.

이 시기 서울특별시는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는 물론 도시 간 네트워크 구

축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서울특별시가 주도하여 만든

BESETO 협의165)제도 교류가 왕성한 시기로 평가된다.

163) 김형수(2017), 앞의 글, p.27.
164) 이창·송미경(2018), 앞의 글, p.23.
165) 북경(Beijing), 서울(Seoul), 도쿄(Tokyo)를 연결하는 동북아 중심 도시 연결
축을 일컫는 말이다. 베세토는 1993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세계수도시장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가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3국 간 협
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 초점
이 맞춰졌으나 2000년 이후 경제분야로 확대되면서 베세토벨트, 베세토라인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2년 뒤인 1995년 합의서가 발표됐다.(한경한컴사전-경제용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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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단계(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서울특별시는 해외 82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우호 도시결연을 체결하여 최다기록을 남겼다. 1998년부터 시작된 동

아시아 금융위기로 도시외교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해외 사무소 운영과 문화교류 차

원에서 BESETO 협의사업의 추진으로 들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특별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환

경을 개선하거나 IT와 금융 산업단지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다른 한

편 서울특별시는 국내기업의 외국 진출을 돕기 위해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구소련과 CIS 지역 국가, 그리고 중국 등 국

가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었다. 즉 이 시기에 서울특별시는 도시의 브랜

드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것이

다.166)

이 시기 서울특별시는 도시 발전, 환경, 교통, 삶의 질 등에 대한 시민

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도시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선진사례를

탐구하는 동시에 주요한 국제회의를 서울특별시로 유치하여 외국인들의 방

문을 늘리고 서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 시기 서울특

별시는 국제기구로의 참여,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집행위원회 선출, 사무

국 유치, 네트워크 창설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167) 이 시기 서울특별시는

세계대도시협회(Metropolis)를 비롯한 국제기구 참여 및 유치에 힘을 기울

였다.168)

전)
166) 고준호(2017), 앞의 글, p.34.
167) 이창·송미경(2018), 앞의 글, pp.24-25.
168) 정용길(2010),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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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기존 사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의 브랜드 가치

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확대하였다. 이 시기에 서울특별시는 국제

네트워크도 정책 분야별로 협력망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포럼 개최와 정책

벤치마킹을 강화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도로, 대중교통,

상수도, IT 등 각 정책 분야별로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서울의 정책을 발표

하거나 토론하는 등의 형태로 서울을 홍보했다. 그러나 도시의 대외교류는

여전히 국제통상과 경제 분야의 교류 협력과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진행

했다. 글로벌 경쟁력 지표에서의 순위를 높이고 서울의 국제적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169)

이 시기 서울특별시는 “공무원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 및 확대해왔다.

2008년에 서울특별시는 인적자원개발과 외국도시와의 정책 공유를 목표로

외국도시 공무원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2008년부터 연간 15명

정도에 달했다.

요컨대, 이 시기 서울특별시는 동아시아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불리한 조

건하에도 불구하고 도시외교의 행보는 멈추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 서울특

별시는 자매·우호도시 체결은 물론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국제회의 유치

및 주도적으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기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 활동 영역 또한 확대되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 브

랜드 가치의 향상, 투자환경의 조성 및 서울특별시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인적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은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포인트로 주목받게 되었다.

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7-38.
169) 이창·송미경(2018), 앞의 글,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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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대단계(2010년부터 현재)

서울특별시는 2010년 초부터 현재까지 도시외교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실용적 지방정부 도시외교를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

여 서울특별시는 시정부 및 산하기관에 도시외교와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

고, 2014년에 기획조정실 산하에 국제협력관과 서울연구원 내 해외도시를

연구하는 세계도시연구센터를 신설하였으며(현재는 글로벌미래 연구센터),

2015년에는 SH공사(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도시정책을 수출하는 정

책수출사업단을 출범시켰다.170)

이 시기 서울특별시의 도시 간 교류 협력의 외연이 확대 되었으며, 국제

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도시외교의 성과 또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 시

기 서울특별시는 72개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또

한 기존에 교류 협정을 맺은 도시와도 강화 협정과 양자 간 교류 행사 등

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171)

서울특별시는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창설 및 유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계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우수정책 공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2012년 서울특별시는 세계 대도시 간 연합체인 Metropolis의 국제연수

원 본원 유치에 성공하였고, 2014년 3월 13일,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개

원식 및 기념포럼을 개최하였다.172) 이 시기 서울특별시는 정책 노하우 개

발과 경험 공유를 도시외교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실제로 아부다비

(Abu Dhabi),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양곤(Yangon), 메트로마닐

라( Metro Manila) 등 많은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170) 고준호(2017), 앞의 글, p.34.
171)“국제교류현황”,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79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검색일:2020.7.15.
172) “초청연구사업”, https://seoulsolution.kr/ko/policy-training, 서울정책아카이
브, 검색일: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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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2년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아랍 에미리

트의 교통 청장의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협력 지원, 마르리 부에노스아이

레스 시장의 전자정부·교통시스템·상하수도 분야의 협력 요구, 미얀마의 양

곤 시장의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정책 공유 등 요청을 받았다. 2013년

의 경우,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장은 서울특별시에게 교통마스터플

랜 수립을 위한 교통컨설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상수도분

야, 교통분야, 도시철도 분야, 전자정부 분야 등 4대 선도 분야별 우수정책

을 출판․개발하여173) 세계와 공유하였다.

이 시기 서울특별시는 국제기구 네트워크 내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확대

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재까지 서울특별시가 가입한 국제기구는 총 22

개이며, 그 중 6개 기구에서 의장, 부의장 또는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다. 22개 국제기구 중 5개 기구가 본부, 사무국 또는 지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다.174)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서울특별시의 외국 도시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인재개발원은 “해외도시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17명의 해외 공

무원이 참여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개발도상국 석사과정”의

경우, 2019년까지 총 7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

설본부는 해마다 “해외철도 관계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기한

은 7박 8일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종사자 초청연수”를 연 2회식

운영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2016년부터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2019년까지는 총 10개국의 123명 공무원을

173) 신종철(2019),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배경과 전략”,
『세계와 도시』제5호, p.80.
174) “서울특별시 국제기구”, https://news.seoul.go.kr/gov/org_co_investment, 대
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검색일:2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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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하였다.175)

요컨대, 2010년 초부터 서울특별시는 도시외교 역량 격상을 위하여 여러

전략과 정책을 펼쳐왔다. 이 시기 서울특별시는 시정부 산하기관에 전문부

서의 설립 등으로 도시외교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국제교류

연구센터와 같은 연구기구를 설립하여 관-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서울특

별시는 도시외교의 성과를 토대로 우수정책 공유를 비롯한 과제 개발에 주

력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0년

이후의 서울특별시 도시외교는 시작단계, 발전단계를 거쳐 보다 넓은 영역

에서 심도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175) “초청연구사업”, https://seoulsolution.kr/ko/policy-training, 서울정책아카이
브, 검색일: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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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조직·전략 비교

도시외교는 도시가 처한 내․외부환경의 조건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도시가 처한 국내환경은 도시외교의 구조적 변수로 작

동될 수 있으며, 그 중 제도적 요인이 도시외교의 핵심변수이다. 글로벌 시

대 중앙정부로부터 ‘분권’을 쟁취한 지방정부가 국제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연결성의 중요성이 또한 날로 주목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장은 도시외교의 추진체계, 전략과 정책 및 국제적 연결성을 중심으로 베

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를 비교하였다.

제1절 도시외교의 추진체계

1. 시정부 산하 부서

1) 베이징직할시

(1) 베이징시 당위원회 및 시정부 직속 전문외사 담당부서

중국의 지방정부 대외활동을 ‘외사(外事)’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급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은 지방정부 대외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

고 있다. 지방정부 산하의 외사판공실은 지방의 대외업무 종합관리 부서로

서 중앙외사판공실의 지도를 받는다. 어떠한 의미에서 지방정부 외사판공

실은 중앙정부와 민간을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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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사판공실의 허브 역할 강화는 지방정부의 외사관리 관리는 물론이며

상무청 및 관광국 등 실무 부처의 대외교류 활동의 전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은 베이징직할

시 외교 업무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건국 초기에 베이징 인민 정부 외사판

공실의 이름과 권한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표 4-1>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1949년 1월에는 베이징의 외사 기관을 ‘베이징시 인민 정부 외교사무

처(北平市人民政府外侨事务处)’로 칭하였으며, 1950년 10월에는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교사무처(北京市人民政府外侨事务处)로 개명하였고 1958년 7월

부터는 베이징시 인민정부외사처(北京市人民政府外事处)로 바뀌었다. 뒤이

어 1967년 4월 당위원회(市委会)는 베이징시 당위원회 외사소조(市委外事

<표 4-1> 베이징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명칭변화

년도 기관명

1949년 베이핑시인민정부외교사무처(北平市人民政府外侨事务处)

1950년 베이징시인민정부화교사무처(北京市人民政府外侨事务处)

1958년 베이징인민정부외사처(北京市人民政府外事处)

1967년
베이징시당위외사소조(市委设立市委外事小组)

외사판공실 설립(设立外事办公室)

1976년 외사소조->외사판공실(外事组改称外事办公室)

1979년 베이징시인민정부외사판공실(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자료: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https://baike.baidu.com/item/%E5%8C%97%E4%
BA%AC%E5%B8%82%E4%BA%BA%E6%B0%91%E6%94%BF%E5%BA%9C%E
5%A4%96%E4%BA%8B%E5%8A%9E%E5%85%AC%E5%AE%A4/10339237?fr=al
addin，百度百科，참조 재구성, 검색일:2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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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组)를 설립하고 외사판공실(外事办公室)을 설립하였다. 1976년 7월부터는

외사소조를 외사판공실으로 개칭하였으며 197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베이

징직할시 혁명위원회 외사판공실(北京市革命委员会外事办公室)은 베이징시

인민 정부 외사 판공실(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로 개명되어 불리고 있

다.176)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은 베이징직할시 정부의 한 부서로서 베이

징직할시의 모든 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대외정책을 집행하거

나 중요한 외교 사무 및 홍콩․마카오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외사판

공실의 산하 부서에는 비서처(秘书处), 의전처(礼宾处), 기관당위원회(机关

党委), 인사처(人事处), 국제정보처(国际信息处), 국제교류처(国际处), 종합

사무처(综合处), 출입국관리처(因公出入境管理处), 섭외관리처(涉外管理处),

영사보호처领事保护处), 유럽·아프리카 ·아시아처(欧洲非洲亚洲处), 환대평

양지역처(环太平洋地区处), 홍콩·마카오사무처(港澳事务处), 법규처(法规处),

기획처(规划处), 그리고 협조감독처(协调督办处), 기관기율위원회(机关纪

委）등이 있다.

외사판공실은 외사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결정과 집행, 조사연구, 인적교

류, 우호도시 체결, 교육훈련, 영사관리 등 국제교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책임진다. 베이징시외사판공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베이징 외사판공실

의 주요 업무는 다음 10가지로 구분된다.177)

➀ 베이징시 지방성 법규 초안, 정부 규정 초안을 작성하여, 외사 업무

계획과 제도를 입안하고 조직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외사 사업의 중대한 문

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한다.

176) 贺耀芳(2012), 앞의 글, pp.13-15.
177) 이 내용은 “机构职能”에 근거하여 재작성하였음，
http://wb.beijing.gov.cn/home/zwxx/jgzn/jgsz/,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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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홍콩․마카오의 특별행정구 정부와 연계하여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의 분야에서 홍콩․마카오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➂ 베이징시와 외국의 지방정부 간의 교류를 담당하고, 외국 도시나 지

역과의 우호도시 관계 체결 사항, 국제우호도시와의 교류 활동을 관리한다.

본 시의 민간 교류를 지도한다.

➃ 전국적 분업협회, 상공 회의소의 외사 업무의 현지화 사업을 관리한

다. 외교부,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 판공실과 베이징시 당위원회, 베이징

시 정부가 권한에 근거하여 베이징시의 공무 출입국 사업을 관리 및 지도

한다. 외국인의 중국 방문 비자에 대한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책임진다. 각

부서에서 베이징시 당위원회와 베이징시정부에 제출한 외사에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를 책임진다.

➄ 외국인에게 베이징시의 각종 영예 수여 업무를 맡다. 주도적으로 베

이징시의 중대한 외사 사건에 대처하고 처리한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협

조하여 해외영사 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베이징시 주재 외국 영사기관을 관

리하고 베이징시 주재 외교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조율한다.

➅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대한 국빈행사의 서비스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베이징시 정부 및 외사판공실의 명의로 개최되는 대형 국제 다

자회의를 조직하고 조율한다. 외사판공실은 베이징시가 국제기구 및 국제

다자 활동에 대한 참여를 담당한다. 베이징시 각 구와 관련된 부서에서 신

청 및 주최되어진 국제회의에 대한 심의를 책임진다.

➆ 외교부의 위탁을 받아 베이징직할시에 상주하는 외국 매체와 외신기

자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베이징직할시에서 홍콩과 마카오 기자들

로 진행되어지는 취재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➇ 베이징직할시의 국제 언어 환경 건설 업무를 조정 및 추진한다.

➈ 베이징시 외사 간부와 섭외 인원에 대한 대외 정책과 외사 규율 교육



- 103 -

을 책임진다. 관련 부서와 함께 외사규율의 집행 상황 점검 및 외사규율

위반 문제에 대한 처리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➉ 베이징시 당위원회와 베이징시정부가 맡긴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2) 각 구 및 기타 기구의 전문외교 부서

베이징직할시의 행정구역은 16개 구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모두 외사 기

관을 설립하였다. 베이징직할시는 2009년 각 구에서 당위원회 외사업무영

도소조의 업무체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베이징직할시는 관련 외사계획의

조사연구업무를 계속 추진하였으며 베이징 시 소속 각 구의 외사업무 영도

소조의 운영 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베이징시 행정구 내의 각 구 전문 외사업무 부서 외, 시공청부(市工青

婦)178), 우호협회(友协), 과학협회(科协)179), 상공업연합(工商联)180), 적십자

회(红十字会) 등의 단체들은 베이징시 외사판공실의 업무에 대해 협조하고

베이징직할시의 전반적인 대외교류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직

할시 시정부 외의 많은 기관도 별도의 외사부서를 설립하였다. 예를 들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北京市教委), 베이징시 문화국(北京市文化局), 베이징

시 민정국(北京市民政局), 베이징시 고등법원(北京市高级法院), 베이징시 과

학협의회(北京市科协)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서들은 전문적인 외사 담당

부서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전문 외사기구들은 베이징시 당위원회와 시정부에 직속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을 지닌 전문 외사기구들의 대외협력 경험과 연계망의 도

움을 받아 보다 손쉽게 국제교류 대상을 선정하고 교류를 진행 할 수 있

178) 시공청부: ‘工会(노동조합)·共青团(공산당청년단)·妇联(부녀자연합회)’을 아울
러 이르는 말.
179) ‘科学技术协会’(과학 기술 협회)의 준말. 과학 기술자의 대중 단체이다.
180) ‘工商业联合会’의 약칭.중국 상공업계로 구성된 인민 단체와 상회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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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의 대외교류 허브 기능은 외사판공

실과 명목상 민간외교 사회단체인 지방 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가 합쳐져 있

는 조직 구성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181)

2) 서울특별시

한국 지방정부 도시외교는 각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에 의해 다양한 방식

으로 이행되어지고 있다. <그림 4-1>은 서울특별시 지방정부 도시외교 관

련 부서 조직도인데 이 조직구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거의 모든 부서에

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 전략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 조직체계를 소

개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기획조정실을 두고, 국제협력관을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으로 나누었다. 국제교류담당관은 국제정책팀, 미주․구

주팀, 아시아팀, 중국팀 총 4팀으로 나누고 주로 외국과의 전반적인 교류협

력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해외 순방, 각 지역의 전

문가 운영, 국제협력 업무계획 수립, 현안업무 처리, 공무원 초청 연수 지

원, 통․번역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182)

해외도시 협력담당관은 해외사업팀, 해외협력팀, 국제기구팀으로 나누어

서울특별시의 우수정책 해외 진출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정책수출사업단

운영 및 관리, 중남미, 서남아, 중앙아 및 기타 개발도상국 국가한테로 우

수정책 해외 진출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정책 해외진출 관련 중앙부처

와 외교부, 기재부, 국토부, KOICA, EDCF과 코트라 등 관련 기관과의 협

181) 장호준ž김수한(2016), 한중 인문유대와 지방도시간 인문교류, 『중국과 중국
학』제27호, p.73.
182) “국제교류담당관”,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특별시 홈페이
지, 검색일: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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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민·관 협력 포럼 운영 및 관리, 다자개발기구 대외협력 지원, 서울 정

책아카이브 서울캠퍼스 운영 지원, 국제기구 유치, 창립 및 개소지원, 시티

넷 회장도시 및 인프라 클러스터 리딩도시 역할 수행, 주요 국제기구 등

회의, 행사 참석 및 교류협력 등의 해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83)

기후환경본부의 환경정책과 그의 하위 부서인 국제협력팀은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운영과 동아시아의 맑은 공기 도시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운

183) “해외도시 협력담당관”,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검색일:2020.9.15.

주

<그림 4-1>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에 관련 조직도

자료: 서울특별시 조직도,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검
색일:2020.9.3.



- 106 -

영하고 있으며 “ICLEI” 세계본부와 동아시아본부 협력 업무,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협약(GCoM)” 협력 업무,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협력 업무

와 기후환경정책 관련 업무 통·번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84)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외국인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

다. 외국인 주민정책팀, 다문화가족팀, 외국인 주민 인권팀과 외국인 주민

사업팀 이렇게 4부서로 구성하고 있다. 주민정책팀의 업무 내용은 서울특

별시 외국인 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개정, 규정제도 개선, 외국

인 정책 외부기관 협력 등이다. 외국인 주민 인권팀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으로 한 글로벌 인턴십과 멘토단을 운영하는 등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외

국인 주민사업팀은 서울 글로벌 문화체험센터, 세계인의 날 행사와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등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185)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에는 교통정책과 국제협력팀이 있다. 국제협력팀

은 서울특별시와 기타 국가 도시 간의 도시 교통과 관련되는 주요사업 추

진 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 부서는 교통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유치 업무, 국제기구와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업무, 서울특별시

교통정책 발굴 및 수출 등 해외 협력 업무와 정부 및 관련 기관 재원들의

해외사업 발굴 및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86)

스마트도시담당관 산하의 국제협력팀은 서울특별시의 스마트시티에 관련

우수정책 해외 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서울특별시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리더스 세미나 개최, 우수 정책 및 기업기술 해외 진출 추

진, 어워드 관련 업무,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국” 운영, 서울특

184) "기후환경본부의 환경정책과" ,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
특별시 홈페이지, 검색일:2020.9.15.
185) “여성가족정책실”,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특별시 홈페이
지, 검색일:2020.9.15.
186)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검색일: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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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시 “열린 정부 파트너쉽(OGP) ”운영과 서울특별시 스마트시티 관련 국

제교류 협력 및 견학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87)

2. 정부+민간 기구

1) 베이징직할시

1954년 5월 3일에 설립된 중국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이하: 중국우협)는

중국 민간외교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인 국가급 외교기구 역할

을 하고 있다. 중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도 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를 설

립하였다. 이들은 지방 외사판공실에 예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베이

징직할시의 인민대외우호협회는 예외이다. 이는 외사판공실에 예속되어 있

지 않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이징시 인민대외우호협회188)(이하: 베이징우협)는 1981년 7월 15일 대

외 민간 우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 단체의 취지

는 베이징직할시와 세계 각국의 도시 간의 이해와 우정 증진, 상호 간의

교류 협력의 촉진이다.

베이징우협의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 이는 민간교류에 관심있는 사

회단체의 인원에서 선출된 이사와 사회 각 계층의 민간외교에 관심 있는

특별 초청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베이징우협의 이사회 이사 및 특별 초청

이사의 임기는 5년이며 2019년 현재 제7기 이사회로 총 100명 이상의 이사

187) “스마트도시담당관”,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특별시 홈페
이지, 검색일:2020.9.15.
188) 베이징후협의 조직체계 및 기능에 관련 내용은 베이징인민대외우호협회 홈폐
이지내용참조,“北京市人民对外友好协会简介” ,http://www.bjyx.org.cn/portal/yxpo
rtal/?portal_id=12，北京市人民对外友好协会官网，검색일: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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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사회 임원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는데 주요임원으로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비서장 등이 있다. 베이징우협 이사회 폐회 기간

에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과 비서장 등 주요 임원들로 구성된 상무회

의가 상설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베이징우협의 조직체계는 <표 4-2> 와 같

다).

판공실

(办公室)

1. 기관의 공문 처리, 문서, 재무 담당, 보안, 정보, 접대 연락

업무

2. 회의의 준비, 조직, 결정사항의 실시 및 감독

3. 명예회장님의 비서 담당

4. 행정업무(고정자산, 차량 관리 등)

연구홍보부

(调研宣传部

)

1. 대외 우호 교류의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

건의

2. 문서 작성

3. 대외홍보 담당

4. 베이징 우협 이사 및 이사부서와의 연락 담당
유럽아프리카

부(欧非工作

部 )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민간 우호 교류 업무를 담당

문화, 체육, 교육, 과학 기술 등 관련 국제교류 행사를 개최

미대사업부(

美大工作部 )

미주, 오세아니아 국가들에 대한 민간 우호 교류 업무를 담당

문화, 체육, 교육, 과학 기술 등 관련 국제교류 행사를 개최
아시아

사업부(亚洲

工作部 )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민간 우호 교류 업무를 담당

문화, 체육, 교육, 과학 기술 등 관련 국제교류 행사를 개최

당위원회(인

사부)

机关党委

인적자원관리, 기관의 편성, 팀 관리, 퇴직과 휴직자의 관리

징추회

비서처

(京促会秘书

处 )

국가 전체외교와 베이징직할시의 경제 발전 필요에 근거하여

민간 조직의 국제교류를 계획하고 진행

베이징직할시에 관련된 홍보 업무를 담당.

베이징직할시 민간 조직 협회의 교류 업무를 담당.

자료: 机构设置，http://www.bjyx.org.cn/portal/yxportal/index.php?portal_id=12,
北京市人民对外友好协会, 검색일:2020.10.15.

<표 4-2> 베이징시 인민대외우호협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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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우협은 각국 수도 및 기타 도시와 지역의 우호조직사회단체 및 각

계 인사들과의 우호관계 구축 및 발전, 민간 대외 우호교류의 특색과 장점

을 살려 인문교류의 내실화 실현과 문화, 체육, 교육, 과학기술, 경제무역

등의 분야에서 국제민간교류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한다. 현재 이미 70여 개

국, 220여 개 조직과 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우협 홈페이지에 따

르면 이 협회는 현재 6대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인류 문명 교감 촉진 관련 사업이다. 베이징우협은 중국 서화·경

극·무형문화유산·민간 수공예품·중국 풍광과 문물 및 불교사진 등 영역과

관련된 대표단을 조직하여 아시아·유럽·미주 등 여러 나라에 방문함으로써

세계 각 지역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 중국의 차·경극·곤곡·서예·국화·

연·종이·태·음식·명절 민속 등을 세계 여러 나라로의 전파하는 것 또한 인

류 문명 교감 사업의 중요한 일부이다.

둘째, ‘나와 베이징(我与北京)’ 캠페인 관련 사업이다. 베이징우협은 ‘베

이징 국제 우호림(北京国际友好林)’, ‘베이징국제희극제(北京国际戏剧节)’ 와

‘태극·베이징（泰国·北京）국제 헬스 대회’ 등 행사를 통해 매년 약 5,000여

명의 인사들을 세계 각 국으로부터 초청하고 있다.

셋째, ‘베이징 국제 민간 우호 포럼(北京国际民间友好论坛)’ 조직 및 개

최 관련 사업이다. 2011년에는 베이징 우협 설립 30주년을 맞아 제1회 ‘베

이징 국제 민간 우호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회의 주기는 2년으로 정해졌다.

현재까지 이 포럼에 총 100개 국가의 150여 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

며, 베이징시 대외교류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인류사회의 미래 발전에 주목하는 사업이다. 세계 각 국가의 차세

대 교류 증진은 베이징우협의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 중․미, 중․일, 중․

한,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중학생과의 문화, 스포츠, 예술, 과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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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국제지명인사의 영향력 발휘 관련 사업이다. 베이징우협은 중국

과 각 국가의 반파시즘전쟁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중국의 평

화적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여섯째, 이사회 이사들의 교류활동을 조직하는 사업이다. 베이징우협은

전문가 초청으로 국제화소양교육을 비롯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베이징우협

은 이사를 중심으로 방문 접대 및 방문 교류, 베이징에서 전개되는 각종

교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1)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

선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외교부 산하 기관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

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참가와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에서의 한국연구 지원 및 연구결과 보급,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적인 활동, 외국의 주요 국

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과 기타 재단 설

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관이다.189)

2013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서울특별시와 한국

국제교류재단 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특별시는 한

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해외 곳곳에 친 서울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기업

189)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반현황”, http://www.kf.or.kr/?menuno=3310, 한국국제
교류재단, 검색일:2020.10.13.

http://www.kf.or.kr/?menuno=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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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교두보를 확장함은 물론 세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내

용으로는 첫째, 서울시의 우수정책과 도시발전의 경험 해외 공유 및 상호

협력, 둘째, KF의 해외 인사 초청사업, 국가별 포럼, 글로벌세미나 등 공공

외교사업과 서울시의 외국도시공무원 초청사업 연계, 셋째, 양 기관 출판

물, 영상물 등 콘텐츠 상호 활용 및 학술, 문화 교류사업 상호 협조, 넷째,

국내외 조직망 공유 및 상호 직원 파견 등이 있다.190)

（2）기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를 구

현하고 시민과 함께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드는 관광 전문기관이다. 서울

관광재단은 서울특별시 관광과 MICE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광시장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글로벌 관광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며 집행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광자원을 해외 홍보와 마케팅 역할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 관광설명회 개최와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 의료관광 활성

화와 아시아 중동지역 특화 관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 ‘서울

의 날’ 행사, 국제회의와 전시회 유치, 개최하는 지원 등의 업무 또한 지원

하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 실태조사와 통계분석 등의 조사 활동도 담당한

다.19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연구원 등의 기관은 서울특

별시 국제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지원사

190)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한국국제교류재단(KF) 통해 해외 전파”,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EC%84%9C%EC%9A%B8%EC%8B%9C-%E
C%9A%B0%EC%88%98%EC%A0%95%EC%B1%85-%ED%95%9C%EA%B5%AD
%EA%B5%AD%EC%A0%9C%EA%B5%90%EB%A5%98%EC%9E%AC%EB%8B
%A8kf-%ED%86%B5%ED%95%B4-%ED%95%B4%EC%99%B8-%EC%A0%84%
ED%8C%8C,검색일:2020.11.15.
191)“서울관광재단”, http://www.sto.or.kr/index.do, 서울관광재단, 검색일:2020.11.7.

http://www.sto.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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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국제화, 그리고 우수정책 콘텐츠화의 세계화 및 해외 연구기관의 교

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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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략·정책

1. 추진전략

1) 베이징직할시

베이징직할시의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은 중앙정부의 대외전략에 따라 함

께 변화해 왔다. 베이징시정부는 중국에서 최우선으로 대외업무를 수행하

는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 전체외교에 협조 및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한편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의 주된 목표가 베이징의 경제 및 사회 발

전의 촉진이므로 베이징직할시 도시의 총체적인 발전계획에 따라서도 함께

변화하였다.

1950년대 베이징시 도시계획위원회 성립 이후 약 60년이라는 역사 속에

서 베이징의 도시 발전계획은 1953년, 1957년, 1958년, 1982년, 1992년,

<그림 4-2> 베이징시 종합 계획방안 (1958년)

자료: 和朝东·石晓冬·赵峰·陈军·王亮(2014), “北京城市总体规划演变与总体规划编
制创新 “，『规划研究』第38卷 第10期，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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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16년 총 7차례에 걸쳐 변화해 왔다. 1950년대 베이징시의 도시발

전 계획은 중국의 공업화에 발맞추어 제정된 것으로 공업기지 및 과학기술

기지의 건설을 핵심 목표로 하였다(그림 <4-2> 참조).

1982년의 도시발전계획은 베이징시의 수도 기능을 강화하고 베이징을 중

국의 정치 및 문화 중심으로 건설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992년에는 ‘수도

경제(首都经济)’ 비전을 제시한데 이어서 2004년은 수자원, 토지자원 및 에

너지 자원에 대한 종합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베이징직할시는

당, 정부 및 군 등 기관을 위해 봉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5년 국

무원 상무회의에서는『베이징 도시 총체적 계획: 2004년~2020년(北京城市

总体规划:2004-2020)』을 인준하였다(그림 <4-3>참조). 이에 따라 베이징

직할시 도시발전의 목표는 ‘국가 수도(国家首都)’, ‘세계 도시(世界城市)’,

‘문화 저명 도시(文化名城)’과 ‘살기 좋은 도시(宜居城市)’로 확정되었다.192)

192)“北京城市总体规划（2004年-2020年）”,http://www.bjzx.gov.cn/zhuanti/2014032
1/01.html，北京政协网，검색일：2020.08.29.

<그림 4-3> 베이징시 도시 종합 계획방안(2004-2020년)

자료: 和朝东·石晓冬·赵峰·陈军·王亮(2014), “北京城市总体规划演变与总体规划编制
创新 “，『规划研究』第38卷 第10期，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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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베이징직할시 제10기 7차 위원회 총회에서 베이징직할시는

고품질의 국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그 내용으로는 세계 도시 건설

을 위해 ‘인문 베이징(人文北京)’, ‘과학․기술 베이징(科技北京)’과 ‘녹색 베

이징(绿色北京)’ 등이 있다. 2010년 1월 25일에 개최한 제13기 제3차 베이

징시 인민대표대회는 ‘세계 도시 건설’을 베이징직할시의 정부 보고서에 기

재하였으며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 이후 베이징시는 ‘국제 교

류 중심지’ 건설을 도시 발전의 핵심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설정과 조정은 베이징직할시의 국제교류 활동 전개에 유리한 전략․정책적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193)

2017년 발표된 ‘베이징직할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요강(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에서는 베이징직할시

의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목적을 밝혔다.

2017년 3월 28일에 ‘베이징 도시계획(北京城市总体规划: 2016-2030년) 초안

을 발표하여 베이징의 수도 핵심기능 최적화, 국제교류 중심지 건설의 가

속화 추진, 세계적 도시 군 구축 등 도시외교와 관련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년 6월 베이징직할시 제12기 당대표회의에서 ‘4개 중심

건설의 가속화(加快四个中心建设)’를 내세우고, 장기적인 중대 국빈 대접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보장을 명시하였다. 베이징직할시 국제교류중심

지194)의 건설은 수도권의 전략적 입지인 ‘핵심구역 하나, 주요구역 하나,

도시 부도심 하나(一核一主一副), 양축 다점구 하나(两轴多点一区)’를 최적

화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4-4> 참조).

193) 徐颖(2011), “北京建设世界城市战略定位与发展模式研究”, 『城市发展研究』
第8卷 第3期, p.76.
194) “国际交往中心”, http://wb.beijing.gov.cn/home/gjjwzx/, 北京市人民政府外事
办事处，검색일：2020.10.19.

http://wb.beijing.gov.cn/home/gjjw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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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北京城市规划"，http://www.beijing.gov.cn/zhengce/，首都之窗, 검색
일:2020.08.20.

<그림 4-4> 베이징시 도시 발전계획(2016-2035년)

http://www.beijing.gov.cn/zheng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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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환경·교통·주거 등 고속 성장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성공적

으로 해결한 도시이다. 서울특별시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도시외교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담은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195)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은 서울

특별시 도시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예산, 조직, 인력 양성, 법령 정비

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재정적으로 2020

년까지 총 100억 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196) (그림 <4-5>는 서

울특별시 도시외교 비전과 기본방향>이다)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발전과제는 총 4가지가 있다.197) 첫 번째, 글로벌

195) 서울연구원(2017),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세계와 도시』, p.11.
196) 강명구(2018), 앞의 글, p.8.
197) 이 내용은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했음. 서울연구원

<그림 4-5>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비전과 기본방향

자료: 서울연구원(2017),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세계와 도시』,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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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의 해결이다. 이는 해외도시에 대한 서울특별시 정책공유 확대와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공유를 위한 시장회의 신설 및 국제기구 유치와 협력

을 강화하는 3개 과제를 담고 있다.

두 번째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를 신설하고 중국·일본·미국·러시아 주요 도시와의 교류강화 및 아세

안·CIS ·인도 ·중동 등 전략 지역과의 도시교류를 확대하는 과제가 포함되

어 있다.

세 번째는 민관협치형 도시외교이다. 이는 민. 관. 학 도시외교 협력체계

구축, 친서울 외교인을 활용한 글로벌 소통강화, 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 협

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도시외교 기반 조성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외교 통합조정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효율적인 도시외교 추진을 위한 전담기능을 강화, 법

적·제도적 정비와 대외협력기금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이 있다.

2. 실행정책

1)베이징직할시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의 실행정책은 여러 가지 있으나 현행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베이징시 국제교류센터의 기능개발

추진을 위한 전문계획(北京推进国际交往中心功能建设专项规划) 』198) 이다.

『베이징 국제교류센터의 기능개발 추진을 위한 특별계획(北京推进国际交

(2017),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세계와 도시』, p.17-29.
198) 이 내용은 “北京编制专项规划推进国际交往中心功能建设”에 근거하여 재작성
했음. http://www.bj.xinhuanet.com/2020-09/27/c_1126549349.htm, 新华网, 검색
일:2020.10.23.

http://www.bj.xinhuanet.com/2020-09/27/c_112654934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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往中心功能建设专项规划)』은 ‘일핵(一核), 양축(兩軸), 멀티 플레이트(多

板)’의 공간적 배치를 확정하며 향후 15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핵’은

수도 기능의 핵심지역으로 정무국교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1차 탑재구역의

중요한 창구지역이다. ‘양축’은 중축선 및 그 연장선, 그리고 창안가(長安

街) 및 그 연장선을 말한다. ‘양축’은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국

제교류에 집중한다. ‘멀티 플레이트’는 풍부한 공공외교와 민간외교를 아우

르는 공간으로, 베이징의 글로벌 대도시 이미지를 다차원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특별계획은 국제 커뮤니티, 섭외교육, 의료서비스, 방역검

역 등 공공서비스 시설 건설 강화, 공중위생 비상관리 능력의 전방위 향상,

효율적이고 편리한 교통체계의 건설도 강조했다.

이 ‘특별계획’은 베이징직할시의 국제화 수준의 향상, 동서양 문명 교류

와 상호교감 촉진을 목표로 두고 베이징과 중국 알리기 등 중화문화의 소

프트파워 전파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제4대사관 구역 규획 및 도시설계(第四使馆区控规及城市设计

)』199)이다. 이 규획은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활력과 국제화 건설을 가속화한다. 차오양구는 중국 ‘섭외 1번지’로 불린다

(中国涉外第一区). 이 지역에는 1, 2, 3공관 구역과 건설 중인 제4공관 구역

이 있다. 러시아 대사관을 제외한 중국과 수교를 한 모든 국가의 대사관이

차오양구에 주재하고 있다. 차오양구에는 90%의 베이징 주재 외국 언론사,

80%의 국제기구와 국제상회, 70%의 다국적 기업의 본부, 65%의 외자금융

기구가 몰려 있다. 차오양구는 현재 24개국가의 30개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CBD, 올림픽 중심지, 중관춘(中關村) 차오양위안, 국가문화창신

시험지구(中國文創實驗區) 등을 보유함으로서 차오양구의 영향력이 부각되

199) 이 내용은 “北京明确国际交往中心功能建设重点，第四使馆区、环球影城等“에
근거하여 재작성했음,http://wb.beijing.gov.cn/home/ztzl/gjjwzxgnjx/zxdt/202009/t
20200930_2104283.html,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事处, 검색일: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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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베이징직할시 제4대사관 구역이 위치한 진잔(金盏地区)지역에는 국제협

력 서비스지구를 건설하고 있다. 이곳은 중국 미래 전시, 정보, 비즈니스

상담, 투자서비스와 컨벤션 등의 기능을 지닌 다국적 경제 중심지로 기대

된다. 국제인재의 유입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학교의 수량

확대 등 국제교육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제4대사관 구역은

‘지역개방+산업개방’이라는 계획을 통해 베이징직할시의 새로운 부상을 위

해 거듭 노력하고 있다.

셋째, 『수도 국제 인재 커뮤니티 건설 가이드(시행판)首都国际人才社区

建设导则（试行版）』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도 국제인재 커뮤니티의 공

통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1+3+9’의 스카이라인의 설계이다. ‘1’은 글로벌

인재수요를 핵심으로 하고, ‘3’은 국제화, 생태화, 디지털화이다. ‘9’는 살기

좋은 커뮤니티, 이웃지역과의 교류, 교육문화, 혁신사업, 의료건강, 교통 네

트워크, 생태환경, 서비스, 거버넌스형 글로벌 인재 등이다. 이러한 스카이

라인을 위하여 베이징직할시는 115개 항목의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베이징직할시의 국제화 환경을 위한 내용도 함께 포함

되어 있다. 예컨대, 국제학교 3개년 발전 계획(국제학교 10개신설),『베이징

직할시 국제의료서비스 개발개혁 혁신사업 방안(北京市国际医疗服务发展改

革创新工作方案)』등이 있다.

2)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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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실행전략은 여러 가지 있으나 현행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정책공유사업이다. 서울특

별시는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 중 하

나이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은 개발도상국의 여러 도시들의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우수 정

책 해외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협력 도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책컨설팅, 전문가 파견,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식 공유 등 다

양한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200)

주력 진출 분야로는 도시계획, 상수도, 도시철도, 교통, 전자정부, 하수도,

친환경과 주택 등과 관련된 8대 선도 정책이 있다. 주요대상은 동남아, 중

동 등 개발대상국의 도시이다. 도시계획의 내용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시

재개발, 하천 복원사업과 도심재개발 등 있다. 교통시스템은 종합 교통정책

의 수립, 교통수단 통합요금징수 시스템 사업, 교통 요금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 도시철도분야에서는 도시철도의 설계 및 감리와

도시철도 건설 노하우 전수, 관리 및 운영 등이 있다.201) 현재 서울특별시

는 CITYNET, WeGO, ICLEI 의장 도시로서 세계도시의 발전 의제를 이끌

어 가고 있다. 아울러 UN ESCAP, CITYNET과 함께 ‘세계 도시 우수 정

책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 도시의 지식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다(정책공유 사업의 주요내용은 <표 4-3>과 같다).

200) “정책공유사업”, https://seoulsolution.kr/ko/bestpolicy-introduction, 서울정책
아카이브 Seoul Solution, 검색일:2020.11.15.
201) “정책공유사업”, https://seoulsolution.kr/ko/bestpolicy-introduction, 서울정책
아카이브 Seoul Solution, 검색일:2020.11.15.

분야 내용

<표 4-3> 서울특별시 정책공유 사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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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울형 ODA사업이다. 서울 정책수출사업단은 해외사업 동향을 파

악하여 우수정책 수출을 통한 민간기업의 수익창출 기회를 모색한다. 현재

서울 정책수출사업단은 원조형 ODA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DA 사

업의 주요대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등의 개발도상국이고

OECD/DAC에서 정한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중심으로 원조하고 있

다. 서울특별시는 정책컨설팅이나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역량강화 프로

그램을 수행하며 주로 지진, 태풍, 홍수 등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을 당

한 외국 도시의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구호자금

및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202)

202) “서울형 ODA”, https://seoulsolution.kr/ko, 서울정책아카이브 Seoul Solution,

도시계획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시재개발, 하천 복원사업, 도심재개발

교통시스템
종합 교통정책 수립, 교통수단 통합요금징수 시스템 사업, 교통

요금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도시철도 설계 · 감리, 도시철도 건설 노하우 전수, 관리 및 운영

전자정부
전자정부 정책 수립, 모바일 서울, 다산콜센터, 정보공개시스템

등의 전자정부 시스템 유지 · 관리 기술

상수도 분야 시공감리, 정수장운영 · 관리, 유수율관리, 정수처리 기술

하수도분야 하수처리 및 물 재생 시설 운영 · 관리

친환경분야
친환경 관련 정책 (원전하나 줄이기, 쓰레기 종량제, 신재생에너

지등)의 정책 컨설팅

주택
장기임대전세주택 등 주거안정정책, 한옥 및 역사문화 건물 보존

기술
자료: “정책공유사업”, https://seoulsolution.kr/ko/bestpolicy-introduction, 서울정
책아카이브 Seoul Solution, 검색일:2020.11.15. 참고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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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원조 대상국의 요청 및 서울특별시의 지원 역량을 감안하

여 개발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한다. 서울특별시가

국제 사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야로는 ICT/정보통신 분야에 전자정부, 교

통인프라 분야에 도로, 철도, 대중교통, 편의 시설, 행정제도 분야에 서울형

복지제도를 수출하고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처리와 식수위생 등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모자보건이 있고 교육분야에는 기초교육과 직업훈련 등

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4>를 참조)

<표 4-4> 서울형 ODA사업의 주요 내용

분야 내용

ICT (정보통신) 전자정부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대중교통, 편의시설

행정제도 서울형 복지

환경 폐기물처리, 식수위생

보건의료 모자보건

교육 기초교육, 직업훈련

자료: “서울형 ODA”, https://seoulsolution.kr/ko, 서울정책아카이브 Seoul
Solution,검색일:2020.10.17.

(3) 초청연수사업

셋째, 초청연수사업이다. 서울특별시는 자매·우호 도시를 포함한 개발도

상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교통, 상수도, 전자정부, 행정 등 정책분야에 대

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단기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초청연수에 참

여했던 공무원이 사업계약을 담당하게 되는데, 연수를 통해 서울특별시 우

수기술에 대한 신뢰가 쌓이며 수주하기 어려웠던 사업을 수주하는 계기를

검색일: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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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 주었다. 이는 우수 정책 해외진출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준 좋

은 사례가 되었다.203)

매년 해외도시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국도시 공무원 연수’,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MUAP)’을 운영하고, 분야별로도 ‘해외철도관계자

교육’, ‘상수도 종사자 초청연수’, ‘소방안전인프라 교육’ 등 특화 연수 과정

을 운영하여 개발도상국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대에서 매년 개발도상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

도국 도시 행정 석사학위 과정 (Master of Urban Administration and

Planning)을 운영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발전과 그에 따라 직면한 수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서울특별시가 체득한 정책적 해법을 체계적으로 전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접합한 서울특별시 우수행

정 사례 분야별 심화 교육으로 도시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개도국

석사과정(MUAP)은 현재까지 총 6기 과정을 진행하여 73명의 졸업생을 배

출하였고, 과정을 거듭하며 국내 유일의 개도국 공무원 도시행정 석사학위

과정으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204)

분야별 특화 연수과정을 보면 해외철도 관계자 교육은 연 2회 민간기업

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내 우수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서울도시철도

해외진출이 가능한 주요 국가 및 도시를 초청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정

책을 알리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7박 8일 동

안 운영되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정책 및 현황 교육, 교통 및 철도 운영

기관 방문 견학, 서울교통공사 및 국내 민간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 소개

등 개도국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중점적

203) “초청연수사업”, https://seoulsolution.kr/ko/policy-training,서울정책아카이브
Seoul Solution, 검색일:2020.10.15.
204) “초청연수사업”, https://seoulsolution.kr/ko/policy-training, 서울정책아카이브
Seoul Solution, 검색일: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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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되고 있다. 205)

상수도 종사자 초청연수는 개발도상국 도시에 대해 인도적 지원 및 서울

특별시 상수도 기술력의 해외 전파를 통한 해외진출의 기반 구축하기 위하

여 약 연 2회 실시되고 있다.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관련 연수는 해외도

시의 소방관을 초청하여 서울특별시의 소방정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함으

로써 개도국 도시의 소방 및 재난대응 시스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

고자 하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206)

205) “초청연수사업”, https://seoulsolution.kr/ko/policy-training, 서울정책아카이브
Seoul Solution, 검색일:2020.10.15.
206) “초청연수사업”, https://seoulsolution.kr/ko/policy-training, 서울정책아카이브
Seoul Solution, 검색일: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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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제적 연결성

도시의 연결성은 국제도시를 평가하는 중요한 수치이며 도시의 국제적

연결성은 도시와 다른 국가 간의 교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척도 중의

하나이다. 세계도시 연구실(Global City Lab)은 도시 가치를 평가할 때 경

제, 문화, 관리, 환경, 인재,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 등 6가지 1급 지표를 제

시하였다.207) 본 논문은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국제회의 개최 빈도, 국제기

구 참여 및 유치를 통해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연결성을 비

교하고자 하였다.

1. 국제기구 참여 및 유치

1) 베이징직할시

(1) 베이징직할시 참여 기구

베이징직할시는 현재 ‘세계 지방정부연합(UCLG)’과 같은 도시 간 국제기

구 가입 및 ‘C40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 등과 같은 도시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로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5년 베이징직할시에서는 ‘세계지방정부연합회’ 이사회회의, 세계시장

포럼을 개최하였다. 2006년 베이징직할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에 가입했고

2007년부터 세계지방정부연합회 이사회의 집행부 위원으로 선출되어 현재

까지 연임하고 있다.

207) Global City Lab(2019), “2019年全球城市500强-摘要版”, Global City Lab.com,
pp.A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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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광도시연합회’208)는 베이징직할시의 주도하에 건립되었으며 세계

유명관광도시와 관광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비정부 비영리 국제관광기구

다. 이 기구는 2012년 9월 15일 베이징에서 설립되었으며, 베이징에 본부와

사무국을 두고 있다. 회원 수는 184개인데 도시 회원은 122개, 기관 회원은

62개이다. 세계관광도시연합회는 세계 최초로 도시가 주체가 되어 구성된

국제관광기구이다. 이 기구는 ‘도시는 관광으로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이념

을 가지고 회원 도시와 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관광산업이 지속적

으로 발전하는데 목적을 둔다.

베이징직할시는 C40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의 관찰원으로서 그룹 회원

들과 함께 국제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직할시은 한·

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여하여 동아시아 3개 국가의 지방정부가 간

의 네트워크 강화와 국제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본부가 베이징직할시에 소재한 국제기구

1997년 ‘국제 대나무·라탄 기구(INBAR)’는 베이징직할시에 최초로 설립

된 국제기구이다. 현재 본부가 베이징에 소재한 국제기구로는 총 7개가 있

는데 이는 국제 대나무·라탄 기구, 상하이 협력기구, 국제 디지털 지구 학

회,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세계관광도시연합회과 지속가능한 농

업기계화센터 등이다(<표 4-5>은 베이징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현황이

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유형으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친환경형 유형이다. 기후변화, 녹색성장,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 등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INBAR와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 센터가 친환경형

208)“世界旅游城市联合会”,https://cn.wtcf.org.cn/,世界旅游城市联合会,검색일:202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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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속한다. 둘째, 국가 간 안보와 신뢰 추구형으로 상하이 협력기구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는 경제·과학 협력형이다. 국제 디지털 지구 학회,

AIIB, 세계관광도시연합회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명칭 설립년도

국제 대나무·라탄 기구(INBAR) 1997년

상하이 협력기구

(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
2001년

국제 디지털 지구 학회(ISDE) 2006년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2015년

유네스코 교사교육센터 2017년

세계관광도시연합회 2019년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센터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2002년

자료:“总部在北京市的国际组织”,https://zh.wikipedia.org/wiki/Category:%E6%
80%BB%E9%83%A8%E5%9C%A8%E5%8C%97%E4%BA%AC%E5%B8%82
%E7%9A%84%E5%9B%BD%E9%99%85%E7%BB%84%E7%BB%87#.,위키백
과,검색일:2020.11.2.

<표 4-5> 베이징직할시에 소재 국제기구 현황

2)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가 참여한 국제기구

서울특별시는 1970년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PATA) 가입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세계대도시협의회 (Metropolis) 등 총 22개의 주요 국제

기구에 가입하여 다자간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국제기구 가입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로 해외 타 도시들과 함께 글로벌

아젠다를 구상하고 있다(<표4-6>은 서울특별시 시기별 국제기구 참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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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

<표 4-6> 서울특별시 국제기구 참여현황 　
시기 기구 분야

1960~

1989

년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PATA)(1970년) 관광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1987년) 도시간네트워크
인간정주관리를 위한지방정부망

(CITYNET)(1989년)
도시간네트워크

1990-

1999

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1998) 도시간네트워크

지속가능성을위한세계지방정부(ICLEI)

(1999)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정부

2000-

2009

년

위기관리네트워크(2003) 안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2004) 문화
서 태 평 양 지 역 건 강 도 시 연 맹 ( W H O

AFHC)(2004)
건강

세계 대중교통협회(UITP)(2005) 대중교통
기후 리더십 그룹(C40)(2006) 기후변화
국제도시조명연맹(LUCI)(2007) 도시 조명정책

2010-

현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2010) 문화산업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2010) 전자정부
세계관광도시연합(WTCF)(2012) 관광

세계협회연합(UIA)(2012)
세계 국제기구・협회

데이터 구축

세계도시문화포럼(WCCF)(2013) 문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Network)(2014) 지속가능개발(SDGs)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2014) 기후변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2007) 사회적경제담당관

열린정부파트너십(OGP)(2016)

정부 투명성・시민
권한 증진, 거버넌스

강화
글로벌 도시 대기오염 측정망(GUAPO)(2018) 대기오염

세계옴부즈만협회(IOI)(2020)
인권침해, 권력남용

방지

자료:“서울특별시국제기구가입현황”,https://news.seoul.go.kr/gov/org_co_invest
ment,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내용 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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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국제기구 참여 현황을 보면 1970년에 처음으로 아시아・태
평양 관광협회에 가입하였다. 1980년대에는 ‘인간정주 관리를 위한 지방정

부망(CITYNET)’과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에 가입하여 도시 간 네

트워크를 촉구하여 다자간 협력사업을 펼쳐 왔다. 1990년대에는 ‘세계지방

자치단체연합(UCLG)’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ICLEI)’에 가입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기구 참여 범위와 분야가 확대되었다. 이후 국

제기구 참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010년 이후에 서울특별시가 참여한 국

제기구 수는 11개로 전체 참여 국제기구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서울특별시가 참여한 국제기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

째 유형은 서울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서울특별시는

‘인간정주관리룰 위한 지방정부망(CITYNET)’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ICLEI)’의 회장도시를 맡았으며 현재는 ‘세계전자정부협의체

(WeGO)’,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GSEF)’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다른 도시가 주도하여 만든 네트워크에 서울특별시가 구성원이 된 유형이

다. 중국이 주도한 ‘세계관광도시연합(WTCF)’와 런던이 주도한 ‘세계도시

문화포럼(WFFC)’에 대한 참여가 해당된다. 세 번째 유형은 국제적 명망

확보를 위한 유형이다.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에 대한 참여이다. 네 번째 유형은 서울특별시 자체의 거버넌스 혁신을 위

한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열

린정부파트너십(OGP)’ 등이 있다.209)

서울특별시가 국제기구에서의 역할과 활동 범위는 크게 ① 정회원으로

가입 및 국제회의 참석, ②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③ 사무국 혹은 지점

유치, ④ 의장도시 혹은 집행위원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주도하

는 등의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210)

209) 이창·송미경(2018), 앞의 글,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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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에 소재 국제기구

서울특별시는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

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글로벌센터빌딩을 국제기구 전용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치

한 국제기구는 20개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36개 중의 50%를 육박한다

(<표 4-7>는 서울 소재 국제기구 현황이다).

210) 이창·송미경(2018), 앞의 글, pp.47-48.

<표 4-7> 서울특별시 소재 국제기구 현황(2019년까지)
연

번

기구유

형
기 구 명

개소

연도
1

유엔 및

정부 간

기 구

(관련기

관 포

함)

(18개)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한국투자진흥사무소 1987
2 국제백신연구소(IVI) 본부 1997
3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1999
4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EIU) 2000
5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2001
6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 2005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07
8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 2009
9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 2009
10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2010
1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2010
12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2011
1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2015
14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2015
15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2016
16 유엔아동기금(UNICEF) 서울사무소 2017
17 세계은행그룹(IFC,MIGA)서울연락사무소 2017
18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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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회의 개최

국제회의의 개최는 해당 지역의 운송, 여흥, 쇼핑, 숙식, 관광 등의 직접

적인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산업 전반까지 광범

위한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211) 참가자들에게 개최국 및 개최지를 소개하

며 국내외 홍보결과는 물론 참가 국가 및 기구와의 친선을 통해 지역의 국

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제회의 개최는 한 지역의 국제

적 연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국제협회연합(UIA)은

211) 성은희, “국제회의 산업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http://www.liveto.com/inter
com/convention/convention_4.html, 국제회의정보, 검색일:2020.11.5.

19

준 정 부

간 기구

및 도시

간 기구

(10개)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여성 국제 네트워크 서울

지부
2009

아시아정당 국제회의(ICAPP) 2009
2010세계 스마트시티 기구(WeGO)20
201221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 본부(EAS)
201222 아시아-유럽간 국제연구망(TEIN 협력센터)
201323 시티넷(CITYNET) 본부 201324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국제연수원 본원 201425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본부 201726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201727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아시아지역사무소(ROA)28

29

국제

NGO 등

(8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2007
30 세계변호사협회(IBA) 아시아 사무소 2014
31 아이팩(IIPAC)조정중재센터 2014
32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2014
33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서울사무국 2015
34 칼폴라니 연구소(KPI) 아시아지부 2015
35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서울사무소 2016
36 휴먼라이츠워치(HRW) 한국지부 2017

자료: “국제기구 가입 및 유치 현황조사”, http://opengov.seoul.go.kr/sanc
tion/1060522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검색일: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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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가자수가 300명 이상, 참가자 중 외국인이 40% 이상, 참가국가수 5

개 이상, 회의기간이 3일 이상 등의 내용을 국제회의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다.212) 한편 ICCA는 협회 주최, 정규적으로 개최하는지 여부, 참가자 50

명 이상 유치, 첫 행사 참가자 75명 이상 유치, 3개 국가 이상을 순회하는

회의를 국제회의 인정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논문은 UIA와 ICCA의 기

준에 따라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국제회의 참가 실정을 정리하였

다.213)

1) 베이징직할시

국제회의의 개최는 베이징직할시 대외교류의 중요한 방식으로 초기 다자

외교의 형태를 보였다. 1995년 제4차 세계 여성회의(第4次世界妇女大会)는

베이징직할시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회의 중의 하나였다. 190여 개 국

가와 유엔을 비롯한 정부 및 비정부기구가 대표를 파견하였다. 국제협회연

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UIA)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시가

1990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개최한 국제회의 수는 1996년도 71회로 세계

21위를 차지하였고 1997년도 36회로 세계 40위, 1998년도 44회로 35위,

1999년도 42회로 36위, 2000년은 55회로 3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

다.214)

212) UIA는 2012년부터 기존의 규정을 A Type+ B Type로 구분하고 추가로 C
Type를 추가하였다. C Type는 전체참가 수 250 이상, 외국인 수 40%, 참가국 5
개 국, 회의 기간 3일 등 지표가 있다.
213) 한편, 국제컨벤션협회(ICCA :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는 국
제협회 주최, 정기적인 개최, 참가자 50명 이상 유치, 3개국 이상을 순환 등 기준
으로 국제회의를 간주하고 있다.
214) 赵成涍(2003), “论国际会议产业的现状与发展战略-以北京的国际会议产业研究为
主”,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硕士学位论文),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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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들면서 베이징직할시가 유치 또는 참가하는 회의수가 증가

세를 보였다. UIA의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직할시는 2001년부터 2013년까

지 총 946차례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40차례 이상 개최,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평균 80차례 이상을 개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이사항으로 2004년의 개최 회의 수가 2003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2003년 SARS의 영향으로

2003년 개최 예정이었던 회의가 2004년에 몰려서 개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6>는 베이징직할시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유치한 국제회의

현황이다).

최근 몇 년 간 베이징직할시의 국제회의 개최 및 유치는 소폭의 상승과

하락이 있다(<표 4-8>은 베이징직할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한

<그림 4-6> 베이징직할시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1-2013년)

자료: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국제회의 개최현
황의 내용에 따라 재구성. (한국관광공사(2006), 『2005년 국제회의 개최현
황』, (한국관광공사), p.10-12; 한국관광공사(2009), 『2008년 국제회의 개최현
황』, (한국관광공사), p.11-13; 한국관광공사(2013)，『2012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실적조사 분석편』, (한국관광공사), p.56-57; 한국관광공사(2016)，
『2015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한국관광공사), p.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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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현황이다). ICCA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징직할시

가 개최한 국제회의 건수 당 참가자 수가 연 평균 462.1명으로 아시아국가

중에서 5순위를 차지한다. 2018년의 경우, 베이징은 총 93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아시아 국가의 7위를 자치하고 참가 인원은 42,972명으로 집

계되었다.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최 건수

(단위: 건)
124 112 142 91 93

증감율 -10.1% 9.7% 26.8% -35.9% 2.2%

참가자 수

(단위:천명)
53 42 69 35 43

증감율 5.7% -33.2% 29.4% -48.7% 22.1%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2018년 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pp.25-28.참조 재구성.

<표 4-8> 베이징직할시 국제회의 개최현황(2014-2018년)

요컨대,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직할시는 국제회의 유치, 국제 전시회,

국제 문화 축제, 국제 스포츠 행사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결성을 강화하

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베이징직할시는 자매․우호 도시와의 문화적 이

해 증진을 토대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

로 베이징직할시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향상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한ㆍEU 원조정책 협의회, 공적개발원조(ODA) 서울 국제

회의, 물 관리 아·태지역 국제회의,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평화유지활동

국제회의 등 여러 분야의 국제회의를 유치 및 개최하였다. 서울특별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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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의 개최 역사는 아시아지역에서 역사가 길고 수준도 높은 편이다. 특

히 21세기부터 2013년까지 서울특별시의 국제회의 개최 실적은 대체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7>은 서울특별시가 개최한 국제회의

현황이다). UIA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89차례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95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30회 이상의 국제회의를 개최

하였다. 2010년부터 2013까지의 국제회의 연평균 횟수는 230회로 아시아지

역 국가 중에서 국제회의 개최 실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ICCA 기준에 따르면 2018년 서울은 122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

<그림 4-7> 서울특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1-2013년)

자료: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국제회의 개최현황
의 내용에 따라 재구성. (한국관광공사(2006), 『2005년 국제회의 개최현황』, (한
국관광공사), p.10-12; 한국관광공사(2009), 『2008년 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
관광공사), p.11-13; 한국관광공사(2013)，『2012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실적
조사 분석편』, (한국관광공사), p.56-57; 한국관광공사(2016)，『2015 MICE 산업
통계 조사·연구』, (한국관광공사), p.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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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전 세계 국제회의 개최 도시 중 15위를 차지하고 아시아지역에서

는 5위를 차지하였다. 개최 건수 당 평균 참가자 수가 483.6명으로 참가자

수가 세 번째로 많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5년

간 ‘최고의 MICE 도시(Best MICE City)’로 선정되었다. 2019년에 서울특

별시는 MICE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

다(<표 4-9>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특별시가 개최한 국제회의 현

황이다).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최

건수(단위: 건)
144 140 142 149 122

증감율 -1.4% -2.8% 14% 4.9% -18.1%

참가자

수(단위:천명)
63 58 122 55 59

증감율 -8.8% -7.6% 109.8% -54.9% 7.2%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2018년 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pp.25-28. 참조 재구성.

<표 4-9> 서울특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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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실제 비교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정치·문화·사회 등 요인을 고려하여 양국 지방

정부의 국제교류 공통점을 찾아내 유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시한 국제교류 분야를 참조하여 국제적 네트

워크, 문화·체육 교류와 경제교류 등 3가지 측면에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

특별시의 국제교류 실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1절 국제적 네트워크

국제적 네트워크는 도시 간 공간적 네트워크와 인적유대 네트워크를 포

함한다. 공간적 네트워크는 주로 자매·우호 도시 체결로 형성되며, 인적 네

트워크는 주로 행정교류, 공무원 교류, 그리고 차세대교류를 가리킨다. 국

제적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지역이나 단체 또는 시민 간의 이해이나 상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 간 네트워크

1) 대륙별 자매·우호 도시 체결 현황

(1) 베이징직할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베이징직할시의 국제교류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국제적인 영향력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베이징의 국제화 수준과 국제교류

경험은 중국 다른 도시보다 앞서고 있으며, 도시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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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연해 도시, 국경 도시 및 내륙 도시는 베이징직

할시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 국제교류를 추진해왔다. 베

이징직할시 지방정부 도시외교는 주로 국제 우호도시 체결 형태로 진행해

왔다(베이징직할시의 우호도시 체결 현황은 <그림 5-1> 참고).

자료: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http://wb.beijing.gov.cn/home/yhcs/, 자료 재구성,

검색일:2020.6.12.

<그림 5-1> 시대별 베이징직할시 국제우호도시 체결

현황(1970-2019년)

1979년 3월 베이징직할시는 일본 도쿄시와 최초로 우호도시를 맺었다.

같은 해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시(Vienna)와도 우호도시를 맺었다. 1970년

대 베이징의 우호도시는 총 2개국 2개 도시로 양적으로 보면 적지만 베이

징 도시외교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베이징직할시는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시

(Belgrade), 미국의 뉴욕시(New York)와 위싱턴 디시(Washington D.C.),

페루의 라마시(Lima), 스페안의 마드리드(Madrid),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

루(Rio de Janeiro), 일본 토쿄의 나카노구(Nakano-ku in TOKYO) 및 독

일의 쾰른(Köln) 등 총 8개 도시자치단체와 우호도시를 체결했다.

1990년대는 베이징직할시가 국제자매·우호 도시를 체결한 건수가 제일

http://wb.beijing.gov.cn/home/y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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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기였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총 22개 도시자치단체와 우호결연

을 체결했다. 리스트는 아래 <표 5-1>과 같다. 베이징직할시는 지연 관계

가 있는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남미, 북미 및 아프리카 2개국의 도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했다. 1990년대 체결한 국제우호도시는 주로 한국의 서울

을 포함한 주변 국가나 선진국의 수도 및 대도시였다.

<표 5-1> 1990년대 베이징직할시 우호도시 체결 리스트
결연시간 한국어 명칭 영어 명칭 국가 대륙
1990.06.20 앙카라 Ankara 터키 아시아

1990.10.28 카이로 Cairo 이집트 아프리카

1992.08.4 자카르타 Jakarta 인도네시아 아시아
1992.10.7 이슬라마바드 Islamabad 파키스탄 아시아

1992.11.12 가쓰시카 구
Katsushika-ku

in Tokyo
일본 아시아

1993.05.26 방콕 Bangkok 태국 아시아
1993.10.23 서울 Seoul 한국 아시아
1993.12.13 키에프 Kyiv 우크라이나 유럽
19930.7.13 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남미
1994.04.05 베를린 Berlin 독일 유럽

1994.09.22 브뤼셀

Région de

Bruxelles-Capit

ale

벨기에 유럽

1994.10.29 암스테르담 Amsterdam 네덜란드 유럽
1994.10.6 하노이 Hanoi 베트남 아시아
1995.05.16 모스크바 Moscow 러시아 유럽

1995.10.15 신주쿠구
Shinjuku-ku in

Tokyo
일본 아시아

1997.10.23 일드프랑스 Ile-de-France 프랑스 유럽
1997.10.23 파리 Paris 프랑스 유럽
1998.05.28 로마 Rome 이탈리아 유럽
1998.11.30 탈린 Tallinn 에스토니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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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들면서 베이징직할시의 우호도시 체결 및 관리가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베이징은 총 18개 외국

도시자치단체와 우호도시를 체결했다. 그 동안 베이징직할시는 베이징 국

제우호도시 시장회의(北京国际友好城市市长会议)를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또한 『베이징시 국제업무 발전계획(北京市外事工作发展规

划)(2004-2008)』에 정해진 임무와 목표를 실현했으며 아울러 동남아시아,

중동,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과 우호도시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2010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베이징직할시는 총 14개 외국 도시자치단체

와 우호도시를 체결했다. 2010년에 베이징시의 도시 발전 전략은 ‘국제교류

중심지(国际交往中心)’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시기 베이징직할시의 국제우

호도시 체결 건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시기부터 베이징직할시

시정부는 전략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 도시와의 우호

결연을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베이징직할시 대륙별 자매·우호 도시 체결 국가 현황은 <그림 5-2>와

같다. 베이징직할시와 자매·우호 도시를 결연한 국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유럽이다. 유럽은 23개 국가로 42.6%에 달한다. 그 다음은 17개 국가로 나

타난 아시아지역이다. 베이징직할시와 결연한 국가 중 아시아지역은 총 규

모의 31.5%에 달한다. 그리고 북미지역은 5개, 남미 지역은 4개로 나타났

으며, 비중은 각각 9.3%와 7.4%를 차지한다. 또한 아프리카지역은 3개 국

가, 대양주 지역은 2개 국가와 결연을 체결했으며, 그 비중은 각각 5.6%와

1998.12.6 하우텡 주 Gauteng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1999.10.15 파사데나 Pasadena 미국 북미
1999.10.18 오타와 Ottawa 캐나다 북미

자료: “友好城市”, http://wb.beijing.gov.cn/home/yhcs/,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
室, 자료 재구성, 검색일:2020.6.12.

http://endic.naver.com/krenEntry.nhn?entryId=e4d48829d5ec4db1be796edf01b914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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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를 차지한다.

자료: “友好城市”，http://wb.beijing.gov.cn/home/yhcs/, 北京市人民政府外
事办公室, 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6.12.

<그림 5-2> 베이징직할시와 외국 도시 간 국제우호도시 대륙별

체결 현황(1979-2019년)

베이징직할시가 자매·우호 관계를 가장 많이 구축한 지역은 유럽이다.

2019년 12월까지 베이징직할시는 유럽 23개 국 30개 도시자치단체와 결연

을 체결했다(<그림 5-3>과 <그림 5-4>는 대륙별 베이징직할시와 외국 도

시자치단체의 자매·우호 도시 체결 현황이다). 이는 베이징직할시 전체 결

연 체결 규모의 41%에 달한다. 이어서 아시아지역이 25개 도시자치단체로

34%를 차지하고, 북미 지역은 5개 국가 총 9개 자매·우호 도시 체결 규모

로 전체의 12%에 달한다. 나머지 남미 지역은 4개 국가의 4개 도시자치단

체와 결연을 체결하여 전체 규모의 5%를 자치하고, 대양주와 아프리카 지

역은 각각 3개 도시와 결연을 체결해 각각 전체의 4%를 차지한다. 여기서

http://wb.beijing.gov.cn/home/y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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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공통성이 있는 아시아지역은 베이징직할시 우호도시

체결의 주요 고려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베이징직할시는 글

로벌 도시 네트워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을 가장 주요한 교류 지역

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유럽 선진국으로부터 필요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또한 베이징직할시 도시발전 전략에도 부

합된다. 아울러 베이징직할시는 아시아와 유럽, 북미와의 우호도시 체결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남미, 대양주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는 상대

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미
대양주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남미
대양주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자료: “友好城市”, http://wb.beijing.gov.cn/home/yhcs/, 北京市人民政
府外事办公室, 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6.12.

<그림 5-3> 대륙별 베이징직할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우호도시 체결 현황(1979-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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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友好城市”, http://wb.beijing.gov.cn/home/yhcs/, 北京市人民政府外
事办公室, 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6.12.

<그림 5-4> 대륙별 베이징직할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우호도시 체결 비중(1979-2019년)

베이징직할시는 1979년부터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나 수도와 우호관계를

맺은 이후 상호 교류를 많이 추진하였고 교류 범위도 점차 확대하였다. 베

이징직할시 우호도시 체결은 국가 전체 외교의 공백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

라, 베이징직할시 국제교류의 주요 경로가 되었다.215) 이는 베이징직할시

대외개방에 도움이 되었고 베이징직할시의 세계적 인지도 확대에도 도움이

되었다.

(2) 서울특별시

한국의 수도이자 가장 국제화된 서울의 국제교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있다. 서울특별

시는 2019년 12월까지 세계 52개 국가의 220개 도시자치단체와 우호결연을

체결하였고, 221건의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216) <그림 5-5>는 1960년대부

215) 赵汗青(2012), 앞의 글, p.49.



- 145 -

터 현재까지 시기별 서울특별시 자매·우호도시 체결 현황이다.

자료: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용 재구성, 검색일:2020.9.16.

<그림 5-5> 시기별 서울특별시 자매·우호도시 체결

현황(1960-2019년)

서울특별시는 1968년 3월 23일 타이페이시(台北市)와 우호결연을 체결하

였다. 테이페이시는 서울특별시의 첫 우호결연도시이다. 그 이후 20년 동안

터키 앙카라시(Ankara City), 미국 호놀룰루시(Honolulu City), 샌프란시스

코시(San Francisco City), 벨기에 브뤼셀시 월루에 쌩 삐에르구

(Woluwe-Saint-Pierre Ward, Brussels City), 브라질 상파울루시(Sao

Paulo City), 콜롬비아 보고타시(Bogota City),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Jakarta City), 호주 켄터베리시(Canterbury City), 일본 도쿄도(Tokyo) 등

도시와 우호결연을 맺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제교류 활동과 사업은 조직적으로 발전하

216)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내용 재구성, 검색일:2020.9.16.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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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우선, 1990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내에 처음으로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국제교류과가 신설되었다.217) 1990~1999년 서울특별시는 러시아

모스크바(Moscow), 멕시코 멕시코 시티(Mexico), 중국 베이징(Beijing), 호

주 뉴사우스웨일즈주((Penrith), 캐나다 오타와시(Ottawa), 프랑스 파리

((Paris)와 베트남 하노이시(Hanoi) 등 주요 국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

호 결연을 맺었다. 1990년대는 총 57개 도시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추진하

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의 교류 대상을 확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 도시

들과 행정, 문화, 스포츠, 경제교류를 추진하였다. 또한, 도쿄도, 파리, 샌프

란시스코 등에 해외주재관 혹은 해외무역관을 설치하고 시정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훈련, 해외 파견, 외국어 교육 등을 추진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울특별시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도시외교로 우호

결연 도시가 급증하였는바，2019년까지 154개 외국도시자치단체와 우호 도

시를 체결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간 신규체결 건수가 총 82

개로, 전체 우호결연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10년 단위로 서울

특별시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시기별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대부터 2010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10년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

다. 이는 한국 전체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추이 변화와 일치하다.218)

서울특별시의 지방정부 자매·우호 도시결연 국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유

럽이다. 유럽은 23개 국가로 44.2%에 달한다. 그 다음은 14개 국가로 나타

난 아시아지역이다. 아시아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결연 국가 총 규모의

26.9%에 달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지역의 6개와 남미 지역의 5개 순서로 나

타난다. 우호결연 비중을 보면 각각 전체의 11.5%와 9.6%를 차지하고 있

으며, 대양주와 북미는 각각 2개 국가와 결연을 체결했으며, 각각 3.8%의

217) 이창, 송미경(2018), 앞의 글, pp.22-23.
218) 서울연구원(2017),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세계와 도시』 특집
제18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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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한다(<그림 5-6>는 대륙별 서울특별시 자매·우호 도시 체결

국가 현황이다).

자료: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용 재구성, 검색일:2020.9.16.

<그림 5-6> 대륙별 서울특별시 자매·우호도시 체결

현황(1961-2019년)

서울특별시 자매·우호 도시결연 외국 도시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이다. 2019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 지방정부와 아시아지역의 도시자

치단체가 체결한 자매·우호 도시는 총 116건으로 52.5%에 달하고, 전체 규

모의 절반 이상을 초과했다. 이어서 유럽지역이 46건으로 20.8%,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총 33건으로 14.9%, 나머지 대양주, 남미와 아프리카 지

역은 각각 11건, 9건, 6건 순으로 전체 규모의 11.8%를 차지한다. 지연과

문화 관계로 서울특별시 지방정부는 아시아와 유럽, 북미와의 체결이 상대

적으로 빈번하고 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그림 5-7>는 대륙별 서울특별시 자매·우호

도시결연 외국 도시자치단체 현황이다).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ѹα��õ���������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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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대한
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내용 재구성, 검색일:2020.9.17.

<그림 5-7> 대륙별 서울특별시 자매·우호 도시 체결

외국도시자치단체 현황(1961-2019년)

2) 주변국가와 자매·우호 도시 체결 현황

(1) 베이징직할시

베이징직할시는 아시아지역에 있는 총 17개 국가의 25개 도시와 자매 우

호도시를 체결했다. 일본 도쿄와의 자매·우호 도시 체결을 시작으로, 아시

아지역에 있는 국가와 1979년부터 자매·우호 도시 체결을 시작했다. 일본

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5개 정도였으며, 이는 베이징직할시 아시아지역 자

매·우호 결연도시 비중의 20%를 차지한 수치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4

개 도시 및 도시 지방 자치단체와 자매 우호도시를 체결한 한국이다. 한국

의 경우는 주로 서울특별시와 관련이 있다. 4개 중의 3개는 서울특별시의

도시자치단체이고 베이징직할시 시정부뿐만 아니라, 기초 도시자치단체 사

이도 자매·우호 도시를 체결했다. 또한 베이징직할시는 태국의 2개 도시와

자매 우호도시를 체결했고, 그 외에 캄보디아, 카타르, 필리핀, 라오스, 몽

골, 미얀마, 베트남,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ѹα��õ���������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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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등 국가와 각 1개씩 우호 자매도시를 체결했다(<표 5-2>베이징

직할시 아시아지역에 자매·우호 도시 체결 현황이다).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2019년 12월까지 아시아지역에서는 주로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총 14개 국가의 62개 도시자치단체와 우호결연을

맺었고, 국제교류 건수가 116건이다. 그리고 아시아지역 내에서도 중국의

도시와 국제교류 건수가 74건으로 63.8%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일본

이 13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아시아지역 전체 교류건수의 11.2%를 차지한

다. 그 다음은 몽골이 10건으로 8.6%, 베트남이 4건으로 3.4%, 인도네시아

가 3건으로 서울특별시가 아시아지역에 결연한 국가의 5위를 차지한다. 나

머지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9개 지역은 총 12건을 교류했고 전체 비

중의 10.3%를 차지한다(<표 5-3> 서울특별시와 아시아지역 지방자치단체

결연 현황이다).

<표 5-2> 베이징직할시 아시아지역에 국제우호도시 체결 현황

국가명 태국
캄보

디아
카타르

필리핀
라오스 몽골

미얀

마
베트남 이란

체결수 2 1 1 1 1 1 1 1 1

국가명
이스

라엘
인도

인도네

시아
일본

카자흐

스탄
터키

파키

스탄
한국

체결수 1 1 1 5 1 1 1 4

자료:“友好城市”, http://wb.beijing.gov.cn/home/yhcs/,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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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서울특별시와 아시아지역 지방자치단체 결연 현황

국가명 국제교류 건수 비중

중국 74건 63.8%
일본 13건 11.2%
몽골 10건 8.6%
베트남 4건 3.4%
인도네시아 3건 2.6%
기타 9국가 12건 10.3%

계 116건
자료: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용 재구성, 검색일:2020.9.17.

3) 행정구역 내 자매·우호 도시 체결 현황

(1) 베이징직할시

베이징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의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의 각 구정부도

국제교류를 시작했고 베이징직할시 동성구, 서성구, 펑타이구, 하이덴구 등

은 아시아, 북미, 유럽 등 대륙에 위치한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 관계를 맺

었다. 각 구정부의 결연 대상지역은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었고, 특히 일본

과 한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베이징의 서성구, 동성구, 도요타이구는

일본의 도쿄도에 위치한 구와 우호도시를 체결했다. 동성구와 서성구는 한

국 서울의 2개 구와 우호도시를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교류를 유지하고 있

다. 이는 지연관계에 있는 도시와의 교류가 더 많다는 점을 설명한다. 베이

징직할시가 상대 지역 정부와 자매·우호 도시를 체결한 후에 각 구정부 간

교류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4>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베이

징직할시 행정구역별 우호 도시 체결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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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베이징직할시 행정구역별 국제우호도시 체결

현황(1979-2019년)

체결시간 자치단체명 국가 대륙 행정구역명

1986.9.5 나카노구 일본 아시아 시청구
1992.11.12 가쓰시카 구 일본 아시아 펑타이구
1995.10.15 신주쿠구 일본 아시아 동성구

1999.10.15 파사데나 미국 북미 시청구
2003.11.6 서울시 중로구 한국 아시아 시청구

2003.11.6 서울시 용산구 한국 아시아 동성구

2008.02.28 올림피아 그리스 유럽 하이덴구
2008.1.1 리랑다시 미국 북미 시청구
2008.9.18 앨서그룬드 오스트리아 유럽 동성구

자료:“友好城市”, http://wb.beijing.gov.cn/home/yhcs/,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
室, 참고 재구성, 검색일:2020.6.12.

(2) 서울특별시

<그림 5-8>에서 나타나듯이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자매·우호도시 체결

은 구로구가 18개, 서초구 17개, 동작구 11개로 1위, 2위, 3위를 차지한다.

강동구와 용산구는 각 9개 씩 공동 4위, 강남구·송파구·중구는 각 8개 씩

공동 6위를 차지한다. 자매 우호도시 체결 건수가 많은 지역은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강남지역은 강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행정구역별로 교

류 건수를 나누어 집계한다면, 강남지역의 9구역이 총 99건으로, 평균 9건

교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강북지역은 14개 구역이 총 60건으로, 평균 4건

교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지리적 위치와

지역별 격차에 따라 교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그림 5-8>는 196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자매·우호도시 체결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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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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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본청 - 
62건

자료: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용 재구성, 검색일:2020.9.17.

<그림 5-8>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자매·우호도시 체결

현황(1961-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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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유대 네트워크

1) 행정·인적 교류

(1) 베이징직할시

베이징직할시는 중국의 수도로서 대외교류에 강하다는 정치적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외국 행정교류는 도시의 고위층간 상호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수도인 베이징은 중국의 당빈(黨賓)과 국빈을 접대하는 책임을 지닌다.

베이징직할시는 1970년대 만 해도 179차례의 당빈과 국빈을 접대했다. 중

국의 대국외교의 발전에 따라 베이징은 외사(外事) 접대 역할이 더욱 두드

러졌다. "12차 5개년 계획" 실시이후부터 2019년까지 베이징직할시는 연평

균 200차례 이상의 외빈을 접대해왔다. 베이징직할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의 공식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0 년간 베이징시의 행정과

인적교류에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19)

먼저, 지역 간 대표단 상호방문을 통해 도시의 발전을 추진하고 교류협

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0년 8월 아디스 아바바시 설계 및 건

설 당국 부국장이 베이징특별시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에 베이징

직할시 기획위원회, 환경청, 상수도청, 재정국, 주택 건설위원회 등 부서와

실무 회담을 진행했다. 도시 계획 및 건설, 국토자원 활용 및 개발, 환경

보호, 폐기물 처리,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정책방안을 자세히 알아보

았다.220) 2017년 5월 태국의 칭마이 공항과 같은 부서 대표단이 베이징을

219)“勇立改革潮头擘画开放蓝图——改革开放40年与国际交往中心建设”,http://wb.bei
jing.gov.cn/home /yhcs/,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16.
220)“亚的斯亚贝巴市”,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fz/sj_fz_ydsybb
/sj_fz_ydsybb_csgk/201912/t20191218_1279443.html，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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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수도 공항을 시찰했다. 양측은 공항종합서비스 역량 제고 등 의

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항운행, 직원교육, 공동마케팅 등에서 협력교

류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221) 이런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서로 우수정책

공유와 경험 공유를 통해 도시 건설에 도움이 된다.

다음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직할시는 양국 지도자들이 합의한 협력 합

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양국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2017년 4월 시진핑 주석이 핀란드 국사 방문을 하

였고 2017년 6월 26일에는 핀란드 총리인 유하 시빌라이징이 베이징직할시

를 방문했다. 베이징직할시는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시와 다분야 협력을

맺었으며 핀란드는 수년 동안 베이징직할시와 좋은 관계를 구축해왔다. 환

경, 에너지, 교육, 과학 기술 혁신, 겨울 스포츠,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는 점에 도움이 되었다.222)

마지막으로, 교류 기념식의 개최 및 참여를 통해 도시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8년 양 도시 간 우호도시 체결 25

주년을 맞아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 시장이 베이징직할시를 방문했다.223)

2019년 베이징직할시 대표단이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베이징직할시와 도쿄도 우호도시 체결 40주년 기념식을 참여했

다.224) 2019년 8월 일본 도쿄도 미사키 다이스케 의장을 베이징에 방문하

였다. 베이징직할시 시장인 첸기닝(陈吉宁)은 9일에 일본 도쿄도 마츠바라

221)“清迈府”,http://wb.beijing.gov.cn/home/yhcs/qtcs/qt_yz/qt_yz_qmf/qt_yz_qmf_
csgk/2019 12/t20191231_1547079.html,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검색일:2020.11.15.
222) “赫尔辛基市”,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oz/sj_oz_hexj
/sj_oz_hexj_csgk/201912/t20191227_1523099.html,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검색
일:2020.11.15.
223)“陈吉宁会见首尔市市长”,http://wb.beijing.gov.cn/home/gjjwzx/wsyw/202002/t2
0200215_163 2250.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16.
224)“蔡奇率中共代表团访问日本”,http://wb.beijing.gov.cn/home/gjjwzx/wsyw/2020
02/t20200203 _1622915.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검색일:2020.11.15.



- 155 -

타다요시(松原忠義)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만났다.225) 이를 통해 고위층

간 교류를 통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높이고, 민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및 올림픽과 같은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에 도움이 된다. 또한, 도시건설

및 관리, 투자 무역 및 인문 분야 등에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교류 지

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양 도시 간 상호 이익을 지키고 우

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국제기구의 중요한 인사 방문도 있다. 2019년 8월 28일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대표가 베이징직할시를 방문했다. 수년 동안 베이징직할

시는 혁신적인 도시 건설, 지적 재산권 보호 전문 교육 및 인재 양성에 관

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협력해왔다. 회의에서 베이징직할시는 세계지식

재산권기구와의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상호 이익

을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5일 국제 장애인 올림

픽위원회 위원장은 베이징직할시를 방문했다. 베이징 동계 장애인 올림픽

의 준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파슨스는 베이징 동계 장애인 올림픽

의 준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226)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화 공공서비스 체계가 날이 갈수록 완벽해지고 있

다. 외국인 인력의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외국

인 인력의 출입국, 거주, 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한

다.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베이징 정부는 20개 출입국 정책을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직할시는 국제교류중심을 건설하기 위해 인재 개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베이징 국제인재 커뮤니티 조성 가이드라인을 만들

고 왕징(望京)과 중관춘(中關村)에서 미래과학타운 신수강(新首钢)지역에

225)“李伟会见日本东京都议长”,http://wb.beijing.gov.cn/home/gjjwzx/wsyw/202002
/t20200202_1622780.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15.
226)“蔡奇会见国际残奥委会主席帕森斯”,http://wb.beijing.gov.cn/home/gjjwzx/wsy
w/202001/t20200109_1570744.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16.

http://wb.beijing.gov.cn/home/gjjwzx/wsyw/202002/t20200202_1622780.html
http://wb.beijing.gov.cn/home/gjjwzx/wsyw/202001/t20200109_1570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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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제인재커뮤니티를 출범하였다. 베이징직할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 학교가 19곳에 이르러, 국제 언어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개선을 통해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

다.227)

(2)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 대외

행정교류 실적은 총 1,615건이다.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가 아시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가 가장 많았고 1,089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유럽은 203건, 북미는 171건, 대양주는 115건, 남미는 24건, 아프리카는 7건

과 중동지역은 6건의 순으로 집계되었다.228)

서울특별시는 아시아지역에서 주로 중국과의 행정인적교류를 추진해왔

다. 중국의 베이징직할시, 상하이직할시 등 지역 간 행정 인적교류가 가장

많다. 주로 국제회의 참석 고위인사 간 교류, 중국어 연수 및 각과 순화 배

치를 통한 행정 체험, 기념행사 참석, 대표단 방문 등 방식으로 진행해왔

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 19일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 대표가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 대표단과 향후 사업 논의

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푸둥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은 두 도시 간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대표단은 강남구와의 간담회 이후 코엑스, 봉은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방문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순균 구청장은

이날 새로운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이 새겨진

227)“勇立改革潮头擘画开放蓝图——改革开放40年与国际交往中心建设”,http://wb.bei
jing.gov.cn/home /yhcs/,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16.
228)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검색일:2020.9.17.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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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건네며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대한민국 1등 품격도시, 강남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양측은 비즈니스, 문화·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호친선관계를 강화시켰다.229)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가 유럽지역과의 교류는 주로 러시아, 벨기에,

영국, 프랑스, 터키 등 국가의 도시와 교류를 했다. 교류는 주로 대표단 상

호 방문으로 진행해왔다. 예를 들면, 200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구로구와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는 양국 청소년 상호 방문 프로그램 추진 및 상대국

가 문화 축제 상호 참가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18년 이성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구로구 대표단은 튜멘 주청사를 방문해 레오니드 오스트로모

브 투자정책국장을 만나 우호협력 교류의향서에 서명하고 경제, 교육, 문

화, 예술 등 여러 분야의 폭넓은 교류를 약속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튜멘주는 제로플러스 국제어린이영화제를 앞두고 구로구를 초청하

였다. 이는 양 지역 간 교류 영역을 확대시켰다.230)

서울특별시는 미국, 캐나다와 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방문하고

경제교류를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는 1973년 미국의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와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이어서 1973년부터 1985년 사이에

호놀룰루시시장이 서울특별시를 7회 방문하였다. 1990년대 이후는 주로 지

역 간 경제대표단 상호방문, 경제세미나 개최 등 방식으로 교류해왔다. 예

229) “강남구,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https://gangnam.g
o.kr/board/article/3927/view.do?mid=FM0501&schArticle=ARTICLE_02,MMW강남
, 검색일:2020.11.7.
230) “구로구, 러시아 튜멘주와 우호협력 교류의향서 체결”,
https://m.newsro.kr/%EA%B5%AC%EB%A1%9C%EA%B5%AC-%EB%9F%AC
%EC%8B%9C%EC%95%84-%ED%8A%9C%EB%A9%98%EC%A3%BC%EC%99
%80-%EC%9A%B0%ED%98%B8%ED%98%91%EB%A0%A5-%EA%B5%90%EB
%A5%98%EC%9D%98%ED%96%A5%EC%84%9C-%EC%B2%B4%EA%B2%B0/,
뉴스로, 검색일: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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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2019년 10월 29일 미국 귀넷카운티 의장 등 12명 대표가 양 지역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 참가 및 구청장과의 면담을 추진했고 강남구

도시기반시설을 시찰했다. 이를 통해 두 도시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231)

서울특별시와 캐나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교류는 공무원파견 근무를

통한 행정 분야 교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 가능 기업 발굴 논의,

문화‧예술 교류의 일환으로 상호 대표 축제 방문 가능성 타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예컨대, 2018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을 방문한 드류 딜켄스(Drew Dilkens)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 시장

은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232)

서울특별시는 대양주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로 향후 교류방안 관련 간담

회 개최, 행정발전 도모를 위한 기관 및 시설 방문 등 방식으로 교류하였

다. 예컨대, 2019년 10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표단이 펜리스시를 방문했으

며, 상호협력협정 25주년 기념행사 및 리얼축제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양

도시의 관계, 나아가 양 국가 간의 관계를 추진하였다.233)

서울특별시와 남미지역 국가의 도시 간 행정·인적교류는 상대적으로 적

은 편이다. 교류 실적을 보면, 2013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표단이 멕시코

의 과나후아토주 산미겔데아옌데시를 방문하고 나서 더 이상 행정 인적 교

류 기록이 없다. 교류 내용으로는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 간 컴퓨터, 모터

사이클, 청소차 등 중고물품 지원, 브라질의 상파울루주 상파울루시 간 기

231)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검색일:2020.9.25.
232) “캐나다 윈저시장, 구로구 방문 ‘교류협력 방안’ 논의”,
https://m.newsro.kr/%EC%BA%90%EB%82%98%EB%8B%A4-%EC%9C%88%EC
%A0%80%EC%8B%9C%EC%9E%A5-%EA%B5%AC%EB%A1%9C%EA%B5%A
C-%EB%B0%A9%EB%AC%B8-%EA%B5%90%EB%A5%98%ED%98%91%EB%
A0%A5-%EB%B0%A9%EC%95%88-%EB%85%BC%EC%9D%98/?mytheme=acti
ve, 뉴스로, 검색일:2020.11.18.
233)“국외자매/우호도시”,https://www.gangseo.seoul.kr/new_portal/introduc/main_
2_4_11.jsp?show=2, 강서구청, 검색일:2020.9.26.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ѹα��õ���������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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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심사담당관실 국제도시박람회 참석 및 우호교류단 2명 상파울로시 방문

등이 있었다.234)

서울특별시와 아프리카 지역의 교류는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공

화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행정, 인적 교류를 진행했다. 7건 중의 3건은 우호

교류 체결 관련 활동이고 3건은 중고컴퓨터 등 기증 활동이었다.235)

2) 공무원 교류

(1) 베이징직할시

2009년부터 베이징직할시는 국제 우호도시의 공무원과 교사를 대상으로

중국어 연수 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베이징직할시는 11년 동안 우호도

시의 중국어 연수에 따른 중국어 공부, 관광, 방문 등을 통해 베이징에 대

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있었다. 2019년까지 우호도시의 공무원과 교사를

상대로 한 연수인원이 총 176명에 달하여, 이 연수 프로젝트가 우호도시

교류의 브랜드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베이징직할시와 우호도시 간 인문적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 문화가 우호도시의 지역에 영향력을 높이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했다.236)

수도사범대학(首都师范大学)과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아 베이징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은 모든 자원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호도시의 관계자를 매개로 중국의 이야기와 베이징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학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

234)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검색일:2020.9.25.
235)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검색일:2020.9.25.
236)“北京国际友城官员汉语培训班开班”,http://wb.beijing.gov.cn/home/index/wsjx/2
02002/t20200202_1622804.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16.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ѹα��õ���������ȸ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ѹα��õ���������ȸ
http://wb.beijing.gov.cn/home/index/wsjx/202002/t20200202_16228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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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향후 각 도시의 비전을 넓히고 경험을 쌓기 위해 서로 실질적인 협력

을 촉진하고 베이징과 모든 참여 도시 간의 다자간 상호 인식 교환을 효과

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9년의 공무원과 교사 중국어 연수과정에 11개 국 우호도시 공무원 총

16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15일간 진행되었으며, 동계올림픽 문화, 세원, 도

시계획, 교통지능화 관리, 역사문화유산 보존, 국제화 커뮤니티 등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시켰다. 중국어 공부, 중국 전통문화 체험, 다양한

현장학습 등 교육과정을 통해 베이징의 시대적 풍미와 현대의 매력을 종합

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상호이해 증진, 우정과 협력의 다리 구축 및 베이

징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237)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직할시 계획부는 서울, 파리, 모스크바 등 국제

대도시의 계획부와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대도시의 도시계획 등 의제에 대

해 심도 있게 토론을 전개하였다. 런던, 더블린, 서울에 파견한 공무원은

단기 또는 장기근무를 통하여 상대 도시정부의 운영방식을 깊이 이해함으

로써 베이징직할시의 관리와 발전에 좋은 경험을 접목하였다.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인적교류는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었는데, 공무원 연수나

파견 근무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서울특별시는 자매·우호 도시를 포

함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교통, 상수도, 전자정부, 행정 등 정

책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단기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표

5-5>는 서울특별시 외국 공무원을 초청연수 프로그램 구체적 분류이다).

237)“北京国际友城官员汉语培训班开班”,http://wb.beijing.gov.cn/home/index/wsjx/2
02002/t20200202_1622804.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16.

http://wb.beijing.gov.cn/home/index/wsjx/202002/t20200202_1622804.html


- 161 -

서울정책아카이브에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서울특별시 외국공무원

초청연수현황이 등록되어 있다. 연수 대상 국가는 자매·우호도시가 가장

활발히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개별 국가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볼리비아, 몽골 등이 있었다. 2001년부터는 외국도시 공무원을 초청하여 서

울시정을 홍보하는 ‘자매·우호도시 공무원초청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238)

<표 5-6> 시기별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참가자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참가자는 최초의 참가자 3명

에서 2019년 333명으로 증가했다. 주제도 처음에 단순한 자매·우호 도시

238) 한국 행정학회(2017), 『개도국 공무원 연수과정 모듈화 연구』, (지방자치인
재개발원), pp.211-217

<표 5-5> 서울특별시 외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분야

한회

기수별

평균 인원

운영기관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전자정부, 교통,

상수도, 도시계획,

기후변화, 도시정책

15명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MUAP)

도시계획, 도시행정 27명
서울특별시립대

학교

해외철도 관계자

교육
도시철도 10명

도시기반

시설본부

상수도 종사자

초청연수
상수도 10명

상수도

사업본부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관련

연수

소방, 안전 7명 소방재난본부

자료: “초청연구사업”, https://seoulsolution.kr/ko/policy-training, 서울정책
아카이브, 검색일: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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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수에서 지방행정, 조세정책, 교통정책, 전자정부, 청소년 문화, 교

통정책, 도시교통, 서울특별시정, 도시디자인, 기후변화, 주택정책, 여성정

책, 전자정부, 환경정책, 도시안전과 스마트 시티,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2008년은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참가자가 급

증하는 년도이다. 2007년은 9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참가자가 139명

으로 급증했다. 이는 2008년 서울특별시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주제의 범

위 확대와 연관이 있다. 또한 주제가 확대된 동시에 해외 우호도시가 아닌

도시의 공무원도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기에 참가자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표 5-6> 시기별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참가자 현황

시기 인원 주제

2001 3 자매·우호 도시 공무원 연수

2002 7 자매·우호 도시 공무원 연수

2003 9 자매·우호 도시 공무원 연수

2004 9 자매·우호 도시 공무원 연수

2005 10 자매·우호 도시 공무원 연수

2006 8 자매·우호 도시 공무원 연수

2007 9 자매·우호 도시 공무원 연수

2008 139 지방행정, 조세정책, 교통정책, 전자정부 등

2009 112 전자정부, 청소년 문화, 도시환경, 도시교통 등

2010 152 전자정부, 도시교통, 서울특별시정, 도시디자인, 기후변화 등

2011 177 주택정책, 도시교통,여성정책, 전자정부, 환경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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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정부는 2019년에 총 10개 국가와 65건의 교류 활동을 했

다(<표 5-7>는 2019년 국가별 시울시 행정·인적교류 현황이다). 그 중 대

중국 교류 활동 건수가 32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일본 8건, 미국과 호주

는 각각 5건으로 나타난다. 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2019년의 교류 대상

지역은 주로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었다. 교류 내용은 우호협의 의향서 체결,

우호 결연의향 상의, 공무원 대표단 방문, 친선경기, 청소년 대표단 방문,

경학, 그리고 박람회 초청 방문 등이다. 청소년 교류나 예술단 및 체육 대

표단 등도 인적교류에 포함된다.

2012 226 도시교통, 도시안전, 문화정책, 전자정부 등

2013 204 게임문화산업, 도시교통, 환경, 전자정부 등

2014 163 전자정부, 교통정책, 상수도, 도시관리, 기후변화 등

2015 153 도시계획, 교통, 전자정부, 기후변화, 도시관리, 상수도 등

2016 200 교통, 전자정부, 기후변화, 도시관리, 문화관광, 상수도 등

2017 199 교통, 기후변화, 전자정부, 도시관리 등

2018 222 교통,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물관리 등

2019 333 도시관리, 기후변화, 교통, 스마트시티, 사회적경제 등

자료: 한국 행정학회(2017), 『개도국 공무원 연수과정 모듈화 연구』,
(지방자치인재개발원),pp.211-217;“초청연구사업”,https://seoulsolution.kr/ko/poli
cy-training,서울정책아카이브,검색일:2020.10.13. 참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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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예술 교류는 대체로 교류 도시의 예술단 축하 공연이나 전시

회, 교류전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컨대 성동구의 구립 청소년합창단은

베이징직할시의 화이러우구(北京市懷柔區)를 방문하여 공연을 했고, 화이러

우구의 어린이 합창단도 성동구를 방문하여 공연을 펼친 바 있다.239) 도시

간 관광 교류는 대체로 교류 도시의 축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학생들의 수

학여행 등으로 추진되곤 한다. 청소년 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교류 성과

가 높은 편이다. 청소년들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가정문화를 체험

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

서구, 관악구 등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는 문화·예술 교류나 스포츠 교류 행사와 함께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240)

239) 황태연(2017), “새로운 전략을 요구받고 있는 한·중 도시외교, 『세계와 도
시』특집 제18호”, p.82.
240) 황태연(2017), 앞의 글, p.84.

<표 5-7> 2019년 주요국가별 서울특별시 행정·인적교류 현황

국가명 교류활동건수 국가명 교류활동건수 국가명 교류활동건수

중국 32 호주 5 프랑스 3

일본 8 러시아 4 네팔 2

미국 5 말레이시아 3 몽골 2

캐나다 1

자료: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
지사협의회, 내용재구성, 검색일:2020.9.17.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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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교류

(1) 베이징직할시

1996년부터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공동으로 베이징-서울 청소년

체육대회241)를 총 19회를 개최해 왔으며, 대회는 청소년 교류와 스포츠 친

선경기 등을 연계한 상호방문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베이징 청소년

체육 교류대회 참가 대상은 스포츠 전공 학생이 아닌 스포츠를 좋아하는

일반 학생이다. 대회 관련 소식도 학생 기자가 보도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은 청소년 체육 교류대회와 같은 교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양 지역 청소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양 도시 간의

교육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한중 양국 국민 간의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베이징 국제교육교류센터는 서울 청소년들이 베이징의 특색이

있는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 외에도 1998년부터 2010년

까지 베이징 청소년들이 매년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컵’ 국제 청소년 축구

경기에 참가했다.

‘중일소대사(中日小大使)’는 2009년부터 주일본 중국 대사관이 일본 이온

(Aeon) 그룹과 공동 개최한 중-일 고교생교류 활동으로, 2019년까지 총 11

회 개최하였다. 2019년 ‘중일소대사(中日小大使)’들은 일본을 방문했는데,

베이징·우한(武汉)·수저우(苏州)의 3개 지역 고등학생 총 70명이 참가했다.

소대사들은 일본 외무성으로 들어가 외무성 중국 사무관이 주최한 토론회

에 참가했고 일본 도쿄 등 지방정부의 담당자를 따로 만났다. 소대사들이

친환경 시설 견학, 캠퍼스 생활 체험, 일본 학생들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242)

241)“第19届首尔-北京青少年体育交流大会将在京举行”, http://kr.ifeng.com/a/201811
19/7039606_0.shtml, 凤凰网, 검색일:2020.10.19.
242)"这一群少年，叫做“中日小大使”"http://wb.beijing.gov.cn/home/index/wsjx/201
912/t20191217_1249278.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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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작한 ‘환동 베이징(欢动北京)’은 청소년 간 우정을 위한 교량을

마련했다. '환동 베이징'은 지역 간의 문화와 예술의 상호 교류 등을 통해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청소년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하여 공연을 통해 서

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강화하며, 청소년들 간의 우정과 이해를 증

진하는 활동이다.243)

2016년부터 더 많은 청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해 ‘환동 베이징’은 베이징직

할시의 각 구정부를 활동에 추가 참여시켰다. 2019년 8월 13일 참가자는

두 팀을 나눠서 베이징의 하이덴이구와 창핑구에 가서 같은 연령층의 청소

년들의 학습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며, 중국

전통문화와 현대기술의 매력을 느꼈다. 이집트, 러시아, 한국, 스리랑카, 싱

가포르 등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해 하이덴이구 7개 학교의 중학생과 초등

학생 500여 명과 우호 교류를 했다. 하이덴이구는 베이징의 과학기술혁신

센터의 핵심지역으로 체험 활동이 색 다르다. 문학과 예술 교류 활동이 끝

난 후 참가자들이 베이징 청소년들과 함께 과학기술문화 체험행사장을 찾

아갔다. 중관춘과학거리에서 각국 청소년들은 VR 기술을 체험하고 초콜릿

3D+ 과학관에서 맞춤형 초콜릿 기념품을 받았다. 여성아동활동센터에서

중국 전통의 도색 공예 체험을 하면서 각국 청소년들은 직접 만든 중국 선

물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244)

또한 베이징직할시는 중국의 최고 명문 대학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여

기서 전 세계의 고급 인재를 대대적으로 유입했다. 베이징 유학생 수가 점

차 증가하여 1982년 1,281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국제교육서비스무역포럼

에서는 현재 베이징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은 11만 명에 육박하며, 베이

징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유학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최

243)"欢动北京",https://baike.baidu.com/item/%E6%AC%A2%E5%8A%A8%E5%8C
%97%E4%BA%AC/109143?fr=aladdin,百度百科，검색일:2020.11.03.
244)“欢动北京”,https://www.sohu.com/a/332851290_123753,中新网,검색일: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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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몇 년간 베이징은 교육 개방을 확대하고 유학 환경을 최적화하면서 외

국 유학생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245)

국제교육협력 심화에 있어서는 베이징대학교가 주도하는 ‘국제연구대학

연합(国际研究型大学联盟)’, 칭화대학교가 주도하는 아시아대학연합, 중국음

악원에서 주도하는 글로벌음악연합 등 협력기관이 참여하여 글로벌 고등교

육협력대화의 중요한 플랫폼이 형성되었다. 2019년까지 베이징의 시립 학

교는 2,700개 미만의 해외 학교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중 150개의

중-외 협력 학교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의 리더, 청춘의 대사’ 2020 국제 청소년 여름 클라우드 실습246)은

베이징직할시 외사판공실과 베이징인민대외우호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2020

년 8월 5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베이징이공대학(北京理工大学), 중앙재정대

학(中央财经大学),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 중국 미디어대학

(中国传媒大学), 베이징산업대학(北京工业大学), 베이징 제2외국어대학(北京

第二外国语学院) 등 대학의 대표와 유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다. 34개국 청

소년들은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 응급체계 구축’, ‘일상화된 방역

의 방식’, ‘과학적 쓰레기 분류방식’,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청소년 정신 건

강 상태 분석’과 ‘중외 문화교류를 통해 베이징 국제교류센터의 구축’ 등 5

개 과제를 중심으로 7일간의 실천 활동을 펼쳤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촉진

하고 베이징 국제 교류 센터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 지혜를 제

공했다.

245) “友好城市”, http://wb.beijing.gov.cn/home/yhcs/,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9.16.
246)“‘未来领袖青春使者’2020国际青年暑期云实践圆满闭幕”,http://wb.beijing.gov.cn/
home/yhcs/sjyhcs/zxdt/202008/t20200824_1990063.html，검색일:2020.10.19.

http://wb.beijing.gov.cn/home/y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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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1982년 서대문구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를 방문해 한미수교 100주

년 기념 공연에 참석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최초의 청소년 간 교류이었다.

1990년대 서울특별시의 청소년 교류는 미국, 뉴질랜드, 중국, 일본 간의 교

류로 이루어졌다. 주로 지역 간의 초등학교 자매결연 체결과 청소년 축구

대회 등 친선 경기를 개최하는 식으로 진행해왔다. 2000년대는 지역 간 청

소년 직업훈련, 중고생합동캠프, 청소년 홈스테이, 관내 청소년학생 역사체

험 방문 등 교류활동으로 확대되었다.247)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청소년교류는 주로 친선경기를 개최하는 것과 청소

년 홈스테이 등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 홈스테이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는 대표 사례는 서울시 영등포구

와 일본 기시와다시 간의 청소년교류이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기시와다시

와 맺은 ‘청소년 격년제 상호방문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교대로 상

대국을 방문해 문화체험을 해오고 있다. 영등포구는 2014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자매도시 ‘일본 기시와다시(市) 청소년 문화체험단’을

초청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했다. 2014년에는 기시와다 시립산업

고등학교 학생 8명과 인솔교사 등 총 12명이 영등포구를 방문했다. 방문단

은 영등포구에서 주최한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자매학교인 한강미디어고

등학교 공동수업에 참여했고 학교급식도 체험했다. 또한 방송기술·산업디

자인·사진영상 등 3개 학과 체험 및 야외 견학 등 일정을 통해 양국의 청

소년 문화와 정서,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경험하였으며 경험의 폭을 넓혔

247)“국제교류현황,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Field.do?menuNo=20
0083&sdate=&edate=&searchLcategoryId=&searchMcategoryId=7&searchScategor
yId=&searchLocalGovId=&searchNationId=&searchCnd=&searchWrd=&relationTy
pe=&nationId=&signYear=&toYear=&fieldId1=&fieldId2=&fieldId3=&fieldId4=&fiel
dId5=1293&fieldId6=&fieldId7=&fieldId8=&fieldId9=&fieldId10=&fieldId11=&pageIn
dex=28,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검색일: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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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홈스테이 친구와 함께 떠나는 ‘필드 워크(Field work)’를 통해 광

화문 광장과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시찰에 따른 한국 전통문화 학

습 및 서울의 거리와 교통·음식 등 현장 체험 등 경험을 몸소 하였다. 이

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방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248)

2013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지역 내 중학생과 중국 베이징직할시

하이뎬이구 중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 홈스테이’ 프

로그램을 여름방학 중에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의 자료에 따르면, 서

울 학생들이 먼저 2018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학

생들이 8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을 찾았다. 한중 청소년 각 10명씩이 1:1

로 서로의 집에 숙박하며 가족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하고 친분을 쌓았다.

또 단체 활동으로 두 나라 유적지를 탐방하고 전통문화와 교육제도를 체험

하며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다. 이처럼 참여 학생들의 호응이 커 구는

종전의 3박 4일에서 4박 5일로 일정을 늘렸다.249)

청소년 대표단 간의 친선경기를 개최하는 것은 청소년 교류의 중요한 수

단이다. 2001년도부터 서울시 서대문구과 일본 스미다구(墨田区)가 어린이

친선 축구교류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7월 29일 구립인조잔디구장

에서 ‘제17회 서대문구·스미다구 어린이 친선 축구교류’ 개최하였다. 이번

교류행사는 서대문구와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동경도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

단 30여명이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서대문구를 방문함에 따라 이루어

졌다. 양도시의 우호를 증진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국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차방문 및 홈스테이 형식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248)“영등포구,일본청소년문화체험단초청”,http://www.sankyungilbo.com/news/arti
cleView.html?idxno=13630, 산경일보, 검색일:2020.11.13.
249) “서대문구, 제7회韓中청소년국제교류홈스테이추진”,http://www.ilyoseoul.co.k,
일요서울i, 검색일:2020.11.20.

http://www.sanky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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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어린이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여 페어플레이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다.250)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베이징직할시 화이러우구 간 탁구협회 친선경

기 재개로 두 도시간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중국 화이러우구와는

2015년 1월 성동구 탁구협회와 화이러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교류 및

친선공연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탁구협회 간 교류 친선경기, 2016년에는

청소년 글로벌 캠프 등을 진행해 문화 ·체육 ·교육분야에서 민간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 5월부터 행당초교와 실험소학교 간 ‘교육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두 학교 소속 학생 1대1 결연을 통해 교류의 지속성과

유대감을 확보했다. 2019년 5월에는 행당초의 교사2명과 학생 8명이 3박4

일로 회유구 홈스테이를 했다. 실험소 교사 2명과 학생 8명은 성동구 홈스

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교 간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한 몫

하고 있다.251)

250)“서대문구·스미다구어린이친선축구대회”,http://www.newsjj.net/news/articleVi
ew.html?idxno=2845, 서대문자치뉴스, 검색일:2020.11.18.
251) “중국 회유구 실험 소학교방문”,https://www.asiae.co.kr/article/2019062707
292924048,아시아경제,검색일:2020.11.18.

http://www.newsjj.net/news/articleView.html?idxno=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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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화·체육 교류

1. 문화·예술교류

1) 베이징직할시

베이징직할시의 문화·예술 교류는 예술단 방문, 기념식 참석 등 방식이

있다. 베이징직할시 정부는 수도의 풍부한 문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제교류 활동과 정부가 만든 플랫폼을 이용하여 베이징 문화를 세계에 홍

보하여왔다. 예를 들면, ‘즐거운 설날(欢乐春节)’, ‘베이징의 밤(北京之夜)’,

‘매력적인 베이징 사진전(魅力北京图片展)’ 등 도시 문화 브랜드를 만들어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끌었다.

베이징직할시는 여러 조직, 기업, 해외 교민단 등을 통해 다양한 도시외

교를 전개했다. 1981년에 베이징시인민대외우호협회가 설립되었고 1986년

에는 베이징시대외문화교류협회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들을 통해 ‘중일소대

사(中日小大使)’ ‘베이징 환동(欢动北京)’ ‘수입방배(水立方杯)’ 해외 화교 청

소년 중국어 노래 대회’ ‘지구 1시간(地球一小时)’ 등 브랜드 공공외교 행사

를 마련했다. 이와 비슷한 교류 활동을 통해서 도시 간 시민들의 상호이해

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 중에 대표적인 문화·예술교류 행사는 '중국 국제 청년 예술 주간（中

国国际青年艺术周)'이다. '중국 국제 청년 예술 주간'은 중국 처음으로 정

부 주도로 청년들을 주체로 하는 국가급 및 국제적인 대형 다자간 문화 교

류 행사이다.252) 2008년 베이징에서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2020까지 총 8회

252)“中国国际青年艺术周”,http://www.caeg.cn/whjtgs/ppxm/201708/dd553d56c4064
482a48604e2f40f8110.shtml，中国对外文化集团有限公司，검색일: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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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하였다. 제8회 ’환동 베이징(欢动北京)’ 국제 청소년 문화 예술 교류

주의 개막식이 2019년 8월 10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10여 개 국가와 지역

의 청소년 문학단체들이 등장해 민족적 풍경과 특색을 보여줬다. 개막식은

‘공동의 집(共有的家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호주, 페루, 스리랑카, 인

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태국, 미얀마, 베트남, 한국, 독일, 러시

아 및 중국 등 국가와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공연을 했다. 국제 청년

문화 예술 교류 주간은 베이징직할시 외사판공실의 후원 하에 중국과 외국

청소년의 인문 및 예술 교류를 위해 개최한 행사였다. 국제 청소년 문화

예술 교류 주에 예술 공연과 교류를 통해 중국과 외국 청소년 간의 우정의

다리를 구축하였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제고했다.253)

베이징직할시는 외부에서 ‘베이징의 주’, ‘베이징의 날’, ‘베이징의 밤’ 등

의 브랜드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베이징 이야기’를 세

계인들한테 전파했고, 우호 도시에 ’베이징의 지혜’를 보여 주었다. 예를 들

면, 201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베이징의 주’를 개최했고254), 2018년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베이징의 날’, 2018년 핀란드 헬싱키에

서 ‘해피 설날-베이징의 주’ 등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호도시들의 환영과

인정을 받았다. 헬싱키에서는 14년 연속 ‘해피 설날 – 헬싱기 유원회(欢乐

春节—赫尔辛基中国庙会)’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매년 겨울에

꼭 참여해야 하는 필수 문화 행사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 도시

의 문화와 시민의 우정의 교량이 마련되었다.255)

253)“五大洲欢聚北京,五千人舞动世园”,http://wb.beijing.gov.cn/home/index/wsjx/20
2002/t20200202_1622756.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21.
254)“渥太华市”,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bmz/sj_bmz_wth/sj_
bmz_wth_csgk/201912/t20191231_1547101.html,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21.
255)“芬兰举办第十四届“欢乐春节—赫尔辛基中国庙会”活动，http://wb.beijing.gov.cn
/home/gjjwzx/zgdt/202002/t20200219_1658847.html，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21.

http://wb.beijing.gov.cn/home/index/wsjx/202002/t20200202_1622756.html
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bmz/sj_bmz_wth/sj_bmz_wth_csgk/201912/t20191231_1547101.html
http://wb.beijing.gov.cn/home/gjjwzx/zgdt/202002/t20200219_16588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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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직할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축제 및 국제 스포츠 행사도 급속히 성

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베이징직할시는 베이징 국제영화제, 베이징 국

제음악제, 베이징 국제관광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

로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단체, 문화기관 등과 같은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베이징 국제 영화제는 벌써 성공적으로 8회 개최되었으며 중국

과 외국의 영화 및 영화 기업은 더 긴밀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

인 협력 계약이 증가했다. 2019년 309억 위안의 계약금이 첫 기 계약금의

10배에 달해 전년 대비 약 18.48% 증가했다. 2019년 베이징 국제관광축제

는 전 세계 15개국과 지역의 25개 공연팀이 참가했다.256)

2)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류의 건수는

2019년까지 총 259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975년 서울특별시 본청은 브라

질 상파울루주 상파울루시의 브라질 한국문화협회와 1975년도 사업중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첫 번째 사업이었다. 1979년부터 19994년까지는 서울특

별시가 미국의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와 5번 문화·예술교류를 진행했다는 기

록이 있다. 교류 내용을 보면, 어린이 합창단 상호 방문과 문화사절단 방

문, 그리고 경축사절단 파견 등 방식으로 교류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서울특별시가 중국, 뉴질랜드, 러시아 등 국가와 문화축

제, 국제영화제 추진, 한국인의 날 축제 참여 등을 통해 문화·예술 영역에

서 교류하였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대외 문화·예술교류 건

수는 총 184건이다. 이 시기부터 서울특별시의 대외문화교류가 확대되었

256)“集聚国际高端要素塑造城市品牌形象 ,北京城市国际化能级进一步提升 ” ,
http://wb.beijing.gov.cn/home/ztzl/gjjwzx/202009/t20200930_2103950.html, 北京市
人民政府外事办公室，검색일:2020.11.21.

http://wb.beijing.gov.cn/home/ztzl/gjjwzx/202009/t20200930_21039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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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7)

서울특별시과 뉴질랜드 캔터베리지방 크라이스트처치시와 1996년부터 문

화·예술교류를 시작하였다. 1997년에 두 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어린이미술작품전시회를 각 1회를 개최하였고 1998년

에 크라이스트처치시 소년합창단이 송파구를 방문하여 공연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송파구민속예술단이 크라이스트처치시를 여러 차례 방문해 공

연하였다. 특히, 2005년 두 도시 결연 10주년 기념행사 개최하기 전에 크라

이스트처치시 공연단이 서울에 개최한 제7회 한성백체문화제 참여하였고

국제민속축제 축하 공연을 하였다.258)

또한 서울특별시와 말레이시아 도시는 여러 차례 G페스티벌 참석 및 축

하공연 참여 등을 통해 교류를 추진해왔다. 2013년부터 서울특별시는 말레

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시와의 문화교류를 시작하였다. 2015년부터 두 도시

간 대표단을 상호 방문과 교류를 활발하게 진해해왔다. 2015년 쿠칭시 대

표단은 구로아시아 문화축제를 참여하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K-POP공

연단과 같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으로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

칭시 쿠칭축제에 참가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쿠칭시는 해마다 서

울시에 개최한 G페스티벌 참석 및 축하공연을 하였다.259)

서울특별시와 러시아 모스크바주 모스크바시 간의 문화·예술교류는

2019년부터 시작하였다. 2019년 서울시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257)“국제교류현황”,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Field.do?menuNo=2
00083&sdate=&edate=&searchLcategoryId=&searchMcategoryId=7&searchScatego
ryId=&searchLocalGovId=&searchNationId=&searchCnd=&searchWrd=&relationT
ype=&nationId=&signYear=&toYear=&fieldId1=&fieldId2=&fieldId3=1291&fieldId4=
&fieldId5=&fieldId6=&fieldId7=&fieldId8=&fieldId9=&fieldId10=&fieldId11=&pageIn
dex=1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검색일:2020.10.08.
258)“국제교류현황”,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Field.do?menuNo=2
0008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검색일:2020.10.08.
259) “2019구로 G페스티벌”, https://www.gfestival.co.kr/default/, 구로 G페스티
벌, 검색일：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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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구로구 대표단이 러시아제로플러스국제영화제 사무국의 초청으로 러시

아 튜멘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개천절을 맞아 한국인의 날 행사

를 개최하고, 튜멘시와 문화·예술, 경제교류 등에 대한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와 러시아 제로플러스국제영화제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날 행사에서는 타악그룹 ’아이즈’ 공연이 펼쳐져 케이팝을 사랑하

는 튜멘시 청소년과 러시아 거주 고려인들에게 한국의 흥을 알렸다.260)

서울특별시의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공간을 기반으로 레지던시, 공동워크

숍, 국제심포지움 등의 지속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예술가

들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고,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스포츠교류

1) 베이징직할시

베이징직할시는 스포츠 교류의 역할을 중시하고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외

교 국면을 타개하고 베이징직할시 자신을 홍보하며 중국을 홍보하고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 환경을 개선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성공적

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중국 주변 외교의 환경 개선, 베이징이 도시 자신의

국제적 이미지 고취, 국제적 지위 제고 등 효력을 발휘하였다. 2008년 베이

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베이징 국제교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한다.

제 11 회 아시안 게임은 1990년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 베이징

260) “구로구, 러시아 튜멘시와 문화・경제 협력 MOU”,http://mbnmoney.mbn.co.
kr/news/view?news_no=MM1003736233, 매일경제TV, 검색일:2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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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최되었다. 본 게임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최초 종합 국제 스포츠 대

회이며, 이 게임에 아시아 올림픽 협의회 회원인 37개국과 각 지역 스포츠

대표단 6,578명이 참가했다. 중국은 636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27개 종목과

2개 공연 종목을 참가했다. 베이징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올림픽

스포츠 센터와 아시안 게임 마을을 건설하고 새로운 도시 인프라 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통하여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제화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북쪽에 위치하는 아시안

체육관과 같은 새로운 건물은 베이징직할시의 새로운 경관과 도시의 명함

으로 되었다. 베이징 국제화된 대도시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1990년

개최했던 아시안게임은 6,000여 명의 해외 선수단과 코치 외에도 20만 명

의 언론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베이징에 방문하였다. 각 매체를 통해

베이징과 아시안 게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더 많았지만. 중국과

베이징은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잡았

다.261)

2008년 베이징 올림픽262)은 2008년 8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8월

24일에 폐막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도시는 베이징이었으며 상하

이, 톈진, 선양, 진황도, 칭다오가 협조 도시였고. 홍콩에선 승마 경기를 진

행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는 28개의 주요 경기 항목과 302개의 하위

경기 항목으로 구성된 204개 국가 및 지역의 11,438명 참가자가 참가하고

선수, 코치 및 공무원의 총 수는 6만 명을 넘었다.

261)“1990年北京亚运会”,https://baike.baidu.com/item/1990%E5%B9%B4%E5%8C%
97%E4%BA%AC%E4%BA%9A%E8%BF%90%E4%BC%9A/5438808?fromtitle=%
E5%8C%97%E4%BA%AC%E4%BA%9A%E8%BF%90%E4%BC%9A&fromid=109
89791, 百度百科, 검색일：2020.11.22.
262)“2008年北京奥运会”,https://baike.baidu.com/item/2008%E5%B9%B4%E5%8C%
97%E4%BA%AC%E5%A5%A5%E8%BF%90%E4%BC%9A?fromtitle=%E5%8C%9
7%E4%BA%AC%E5%A5%A5%E8%BF%90%E4%BC%9A&fromid=335299，百度
百科，검색일：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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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43개 세계 신기록과 132개 올림픽 신기록을 세

웠다. 총 87개국과 지역은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으며 중국은 51개의 금

메달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아시아 국가로 주

목받았다.263)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에 따라 베이징시의 도시 모습

은 큰 변화를 겪었다. 국제 서비스 시설의 대규모 확장, 개선 및 업그레이

드, 또한, 대규모 국제 활동을 위한 서비스 능력을 보장 및 수준이 크게 향

상되어 국제화 수준을 가진 팀을 형성되었다. 올림픽의 유치, 준비 및 조직

은 베이징의 도시 국제화 과정을 촉진하고 도시의 지명도, 경쟁력 및 세계

국제 대도시의 영향력을 향상시켰다. 올림픽의 파급 효과를 창출하여 중국

특색이 있는 국제 대도시 건설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 외에 베이징은 세계 스누커차이나오픈(世界斯诺克中国公开赛), NBA

베이징(ＮＢＡ北京赛), 베이징 국제장거리축제(北京国际长跑节), 세계대학생

체육대회(世界大学生运动会), 국제축구 초청대회(国际足球邀请赛) 등 다양

한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2019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농구연

맹 농구 월드컵(国际篮联篮球世界杯)은 중국 최초로 개최된 세계 최고 수

준의 국제농구대회였다. 총 32개의 세계 농구 팀들이 중국에 와서 출전했

다. 베이징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동시에 개최하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투 올림픽 도시(双奥之城)’이다. 2022년 겨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을 준비해 세계 포트 컬링 월드컵 파이널, 국제 설련 중국 베이징 크로스

컨트리 월드컵 등 빙설(冰雪) 국제대회가 열렸다. 참가자가 매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찾아온다. 스포츠 교류는 도시의 통합력과 국제적 영향력

을 높이고 도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263)“2008年北京奥运会”,https://baike.baidu.com/item/2008%E5%B9%B4%E5%8C%
97%E4%BA%AC%E5%A5%A5%E8%BF%90%E4%BC%9A?fromtitle=%E5%8C%9
7%E4%BA%AC%E5%A5%A5%E8%BF%90%E4%BC%9A&fromid=335299，百度
百科，검색일：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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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한국이 아시아경기연맹에 가입한 것은 1954년이었다. 1979년 8월 22일

국민체육진흥심의소위원회에서 ‘올림픽대회를 위한 시설이 준비되면 아시

아경기대회도 같이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

와 같은 소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재가함으로써 유치방침이 확정되었

다. 서울특별시는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 수도권 지역 및 각 종목별로 주요 도시 지역에서 개최된 하계

올림픽이자, 대회의 정식 명칭으로는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이다. 대

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대륙에서 개최된 2번째 하계 올림픽, 특히 대회

운영방식면에서 대륙별 종합 스포츠 제전 이후 곧장 2년 만에 치러졌던 전

무후무 유일한 올림픽이며 그간 역사에서 아테네, 로마, 런던 등과 같이 여

러 모종의 사정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개최를 거두

었던 일부 유럽의 도시들과도 그 의미가 엄연히 다를 정도로 역사상 전례

가 없는 대회로도 기록된다.264)

이 대회는 12년 만에 IOC 회원국 중 대부분인 160개국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이 대회에는 12년 만에 IOC 회원국 중 대부

분인 161개국에서 약 13,600명이 참가하여 23개 정식종목, 3개 시범종목, 2

개 전시종목을 겨루었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종합 4위를 하였다. 대회 슬로건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대회 마스코트는 상모를 쓴 아기 호랑이를 형상화한 ‘호돌이(HODORI)’, 대

회 휘장은 삼태극 문양이었다.265)

264)“86서울아시아경기대회”,http://theme.archives.go.kr/next/internationalSport/seo
ulAsianGame.do, 국제스포츠대회, 검색일:2020.11.20.
265)“86서울아시아경기대회”,http://theme.archives.go.kr/next/internationalSport/seo

http://theme.archives.go.kr/next/internationalSport/seoulAsianGame.do.������������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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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주로 일본과 중국의 도시와 스포츠교류를 진행하였다. 서

울특별시은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 도시마구과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간국

제시민마라톤대회, 배드민턴대회, 친선축구대회,청소년 야구친선경기 등 스

포츠 영역에 교류하였다. 2000년대부터 서대문구와 도쿄도 스미다구는 격

년으로 방문하여 소년축구단 상호방문 친선경기하기로 하였고 2019년까지

는 총 19회의 서대문구와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266)

또한, 서울특별시는 도쿄도 도시마구와 1986년부터 한일 청소년 야구친

선경기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 한일 친선 소년야구대회 개최관

련에 도시마구의 구장가 동대문구를 방문하였고, 그 결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연 연속 도시무구 소년야구선수단이 구청을 방문하였다. 2013

년과 2015년에도 도시마구의 소년야구 대표단은 동대문구를 방문하고 친선

경기 개최에 관한 협의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 구 간에 소년야

구단 친선경기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다.267)

서울특별시는 중국과의 스포츠교류는 주로 랴오닝성 다롄시(大连市), 선

양시(沈阳市), 베이징직할시와 상하이직할시 대상으로 교류해왔다. 예를 들

면, 서울특별시는 다롄시와 선양시의 교류는 주로 평화마라톤 축제 참여하

고 한중 테니스 친선경기 실시하고 한중 청소년 친선축구경기 등 개최하는

식으로 교류하였다. 2015년 한중청소년 친선축구경기 추진하기 위해 중국

다롄시 중산구 제15중학교의 운동장에서 서울특별시 대치초등학교 축구팀

과 다롄시 중산구민생소학교 축구부와 친선축구경기를 진행했다. 그 이후

에도 한중청소년교류회 등을 추진하였다.268)

ulAsianGame.do, 국제스포츠대회, 검색일:2020.11.20.
266)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검색일:2020.11.12.
267)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검색일:2020.11.12.
268)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지사

http://theme.archives.go.kr/next/internationalSport/seoulAsianGame.do.������������ȸ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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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베이징직할시의 스포츠교류는 1997년의 생활체육배드민턴

교류에서부터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7회의 스포츠 교

류를 진행하였다. 2010년 이후 국제 유소년축구대회, 한중청소년축구친선경

기를 개최하고 그 외에 생활체육교류 등을 교류하였다. 예를 들면, 2013년

구룡초등학교 축구부와 베이징직할시 조양구 난호동원소학청년영분교 축구

부는 베이징의 조양구남호동원소학청년영분교에서 한중축구친선경기를 진

행하였다.269)

협의회, 검색일:2020.11.12.
269)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검색일:2020.11.12.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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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제교류

1. 시장 개척단 파견

1) 베이징직할시

베이징직할시와 우호도시의 경제교류는 주로 양자 간 경제무역협력의 의

향서(意向书)를 체결하거나 결연 기념(缔结纪念)을 축하하는 전시회와 박람

회에서 이루워진다. 베이징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京交会)는 베이징직

할시와 우호도시 간 경제교류 추진의 주요 플랫폼이었다. 베이징시 외사판

공실의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시 시장개척단 본격적인 파견은 2000년대 초

반부터 이루워졌다.270)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당대회에서 ‘세계로부터 받아들이고 세계로

뻗어나간다(引进来, 走出去)’ 전략을 정식으로 제시하였다. 이 전략은 중국

대외개방의 중요한 정책이며, 베이징직할시는 이 전략을 고수하고 베이징

직할시의 기업을 해외진출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하였다.

2003년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시의 초청으로 베이징직할시 대표단과

기업대표단이 아디스아바바시를 방문했고 그 기간 아디스아바바시 상인공

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의 상트페테

르부르크는 베이징직할시와 세 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양 도시 간

경제, 무역, 투자, 교통, 교육, 문화, 관광 분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교환하였다.271)

270) 본 논문은 주로 '베이징시 외사판공실' 사이트에 등록된 자료에 따라서 베이
징직할시의 시장파견 개척단 실적을 파악하였다.(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http://
wb.beijing.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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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시 셰브첸코구의 시장개척단은 제3회 베이징

왕푸징 국제 브랜드 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272) 2018년 독일의 베를린은

베이징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주 베이징 비즈니스 연락사무실을 설립하였

다. 이에 따라 중관촌 관리위원회는 베를린 시에 ’중관촌 해외 인큐베이터’

를 설치했다.273)

2)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해외시장파견단

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1994년부터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핑두시와 시장

개척단을 상호 파견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방한 중인 핑두시 대한투자

촉진단 일행이 구로구를 방문하여, 교류 의사를 확인했다.274)

199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펜리스시를 방

문했고 참가자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이었다. 1999년 서울특별시 해외

시장개척단 16명이 뉴사우스웨일스주 파라마타시를 방문했다. 같은 해에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산구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275)

2000년에 들어오면서 서울시는 베이징시와 시장개척단을 상호 파견했다.

2004년 서울은 베이징직할시 창핑구와 옌칭구에 총 6회의 상호방문을 진행

했고 시장개척단 참가 총 인원수는 100명을 넘었다. 시장개척단 방문에 따

271)“亚的斯亚贝巴市”,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fz/sj_fz_ydsyb
b/sj_fz_ydsybb_csgk/201912/t20191218_1279443.html,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1.
272) “友好城市”, http://wb.beijing.gov.cn/home/yhcs/,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0.12.
273) “友好城市”, http://wb.beijing.gov.cn/home/yhcs/,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0.12.
274)“국제교류현황”,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7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검색일:2020.11.21.
275)“국제교류현황”,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7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검색일:2020.11.21.

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fz/sj_fz_ydsybb/sj_fz_ydsybb_csgk/201912/t20191218_12794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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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베이징에서 서울 투자설명회도 여러차례 개최되었다. 2010년 서울특별

시 마포구는 베이징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고 스징산구공상연합회와

마포구상공회간 MOU 체결도 했다.

2010년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노스밴쿠버구로 구로구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개척단은 노스밴쿠버구를 방문하여 구로-노스

밴쿠버 상공회 간 MOU를 체결했다. 2016년에 서울특별시는 중국의 중경

및 성도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참가자는 서울지역 BI 입주기업 10개사

였다. 참가자들은 화장품, 패션/뷰티, IT, 생활용품, 의료기기, 게임, 건강식

품 등 분야의 기업이었다. 서울 구로구는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해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개척단은 2019년 10월 14∼18

일 3박 5일간 현지에 정착한 한국 기업을 방문하였고 경제 동향 설명회,

기업 발표회, 바이오 상담 등에 참가했다.276)

2. 경제협정체결

1) 베이징직할시

베이징직할시는 조기에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발전에 필수적

인 수입자본품을 구입하는 것이 대외무역의 중요한 기여였다. 2005년 이후

베이징직할시는 수출과 수입이 경제발전에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

서 대외교류의 목적이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2005년 3월, 베이징직할시 바이오의약품기업(北京市生物医药企业)은 이집

트 피라미드 신문그룹의 의약 및 의료기기회사(埃及金字塔报业集团医药与

276)“국제교류현황”,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7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검색일:2020.11.21.



- 184 -

医疗设备公司)와 이집트 피라미드 신문 본사에서 첨단 바이오 항종양 및

항바이러스제 ’퍼플루알콜(paclitaxel)’, ‘부틸렌(Ftibamzone)’를 이집트 시장

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후쿠다 자동차는 2018년 이집트 군공

업생산부 산하 자회사 기업과 협력 및 합작으로 전기 버스를 제휴하는 등

사업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양 기업의 산능협력을 신단계로 추진했다.

2019년 이집트 군공업 생산부 산하 MF200 군공장인 IMUT는 ‘일대일로’

정상회의 기간 동안 후쿠다와 합작 투자 프레임워크 협정을 체결했다.277)

베이징과 뉴욕시는 2007년에 ’베이징직할시와 뉴욕시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北京市与纽约市关于加强全球伙伴关系的备忘录)’에 서

명했다.278) 베이징직할시의 주요 프로젝트인 베이징 유니버설 리조트는 건

설 중이고 이는 뉴욕의 NBC 유니버설 그룹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적 재

산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 유니버설리조트 사업 ’합작투자협약(合资协

议)’ 체결식이 NBC 유니버설그룹 뉴욕 본사에서 추진되었으며, 현재 단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개원 예정이다.

2014년 베이징은 독일 쾰른시와 경제무역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쾰

른시는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 국제무역거래회’에 무조건 참석하기로 했

고 베이징은 2년마다 한번 씩 쾰른시에서 개최는 ‘중국 비즈니스와 투자

포럼’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8년 쾰른시는 베이징호텔에서 ’쾰른시

무역투자설면회’를 개최했다. 양 도시 간 무역 및 무역 교류협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2015년 5월 밀라노 엑스포에서 베이징직할시와 밀라노시가 공동

으로 주최한 ’베이징-밀라노 협력 비즈니스 기회 협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중국과 이탈리아간 협력 프로젝트 협약서를 체결했고, 중국과

277)“开罗省”,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fz/sj_fz_kls/sj_fz_kls_c
sgk/201912/t20191227_1523044.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21.
278)“纽约市”,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bmz/sj_bmz_ny/sj_bmz
_ny_csgk/201912/t20191227_1523220.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21.

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bmz/sj_bmz_ny/sj_bmz_ny_csgk/201912/t20191227_1523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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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기업 도킹 교류와 베이징-밀라노 문화 창의 디자인 설명회 등

행사가 개최되었다.279)

2015년 9월, 베이징직할시는 츠와네시에서 ‘베이징-남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베이징과 남아프리카 간의 경제무역협력을 전망하고,

투자환경 및 우수정책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베이징 경제무역촉진위원회

는 남아프리카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했다. 2017년 3월, 수발그룹(首发集

团)은 남아프리카 블루파이와 ‘수발그룹과 남아프리카 블루파이사간 전략

적 제휴 심화에 대한 협정(首发集团与南非蓝派公司深化战略合作协议)’을 체

결하였고, 폐 타이어, 아스팔트, 고무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도로 및 순환

경제 간 우호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하기로 하였다.280)

2018년 베이징은 캄보디아의 프놈펜시에 투자 협력 사업을 시작했다. 베

이공그룹(北控集团), 베이징 성건그룹(北京城建集团), 베이징 동인당(北京同

仁堂) 등 기업은 프놈펜시에 협력사업을 두고 있다. 이 중 베이공그룹이

개발 운영하는 중국-캄보디아 프놈펜경제특구는 캄보디아 정부가 승인한

종합경제특구로 조성되면 캄보디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281)

베이징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경제 및 무역 거래는 주로 금융 분야

에서 반영된다. 베이징은행은 네덜란드 ING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주식 청

약과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탄중협(碳中和)’기업의 책임과

보험사업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각서와 합작 은행 각서, 그리고 혁신협력

각서 등 여러 협력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는 중국과 네덜란드 간 금융협력의

279)“北京市与米兰市关系简况”,http://wb.beijing.gov.cn/home/yhcs/qtcs/qt_oz/qt_oz
_ml/201912/t20191227_1522969.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21
280)“豪登省”,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fz/sj_fz_hds/sj_fz_hds_
csgk/201912/t20191218_1279449.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검색일:2020.11.21
281)“金边市”,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yz/sj_yz_jb/sj_yz_jb_cs
gk/201912/t20191231_1547064.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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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282)

2) 서울특별시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는 중국 다롄시, 베이징직할시와 공식협정을 체결

하였고 경제·문화 합작교류에 관한 비망록 서명을 하였다. 1997년 캘리포

니아주 리버사이드시와 우호교류의향 조인과 경제교류협의를 하였고 2000

년대 초반에 서울특별시 대표단은 리버이드시를 방문해 강남로드 기공식

및 명명식, 그리고 경제인 및 UC Extension과 실무협의를 하였다. 2000년

대 이후 서울특별시는 중국, 미국, 브라질, 호주 등 국가의 도시와 경제교

류활성화 각서, 기업공단조성합의서, 한국기업과의 도시협정 체결, 상공회

간 양해각서 체결, 경제교류의향서 체결 등 방식으로 교류 지역 간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283)

서울특별시와 룩셈부르크가 경제협력 확대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한 상호발전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하였다. 2014년 10월 6일 세빛섬에서

만나『서울특별시- 룩셈부르크 간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

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무역, 투자, 경제발전을 위한 홍보협력 및

투자환경 정보 제공과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개발, 사무공간 임차

기회 부여 등 상호진출 중소기업 지원, 또한, 양측의 금융 중심지 도약 및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것 등이 있다. 룩셈부르크 또한 서

울 내 중소기업들의 유럽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지원을 펼친

다.284)

282)“阿姆斯特丹市”,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oz/sj_oz_amstd/s
j_oz_amstd_csgk/201912/t20191227_1523180.html,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색일:2020.11.21
283)“국제교류현황”,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7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검색일:2020.11.01.
284) “『서울특별시- 룩셈부르크 간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체결”,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42904?tr_code=m_sweb, 서울특별시 홈

http://wb.beijing.gov.cn/home/yhcs/sjyhcs/sj_oz/sj_oz_amstd/sj_oz_amstd_csgk/201912/t20191227_1523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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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서울특별시는 파리, 뉴욕, 밀라노와 함께 세계 4대 패션위크

중 하나로 꼽히는 ‘런던 패션위크’와 교류 협력을 추진했다. 서울특별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지시각> 영국 런던 서머셋 하우스에서 서울디자인

재단, 영국 패션협회(British Fashion Council)와 ‘서울-런던 패션 사업 교

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가 신진 디자이너

육성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영국패션협회에 교류를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 양 도시 간 주요 패션행사 정보 교류, 디

자이너 인재 교류 프로그램 상호 제공, 양 도시 패션 관련 네트워크 및 정

보 공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체계 유지 등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

했다.285)

2019년 서울특별시는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인 이스라엘의 ‘와이즈만연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와

와이즈만연구소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등 주력기술을 서울의 창업

기업을 통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스

라엘 텔아비브에 소재한 와이즈만연구소에서 다니엘 자이프만(Daniel

Zaifman) 와이즈만연구소 총장,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요즈마그룹

회장과 만나 이런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와이즈만연구소-요즈마그룹 간 양

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기술이전은 와이즈만연구소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기술이전·상용화 전담기구인 ‘예다연구개발(Yeda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any)’이 담당하기로 했다.286)

페이지, 검색일:2020.11.21.
285) “세계4대 ‘런던 패션위크’에 우리 디자이너 진출…서울특별시, 업무협약”,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88924,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검색
일:2020.11.22.
286) “서울특별시, 세계적 창업강국 이스라엘과 손잡고 글로벌 창업도시로”,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2617,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검색
일: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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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의 초청으로 마싱루이(馬興瑞) 광둥성(廣東省) 성장(省長)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2019년 4월 5일 서울특별시를 방문하였다. 이

번 방문은 2019년 1월 박원순 전 시장이 혁신창업 등 서울경제를 도약시킬

신경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인 중국 광둥성의 선전

시를 방문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광둥성 대표단은 시가총액 25조원

의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BYD 자동차, 위챗·온라인 게임 등 중

국 최대 인터넷 회사 텐센트, 세계 최대의 일반 상용드론 제조사인 DJI 기

술 유한회사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업이면서도 서울특별시가 ‘경제특별

시 서울’을 목표로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드론·문화콘텐츠 분야의 4차산업

기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도시는 경제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고, 교류 활성화 및 혁신창업과 관련된 경제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했다.287)

3. 무역·투자 박람회 개최

1) 베이징직할시

1990년대부터 베이징직할시는 우호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

하기 위해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미국, 한국 등 국가의 도시

를 대상으로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매회 거래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다.

1994년 베이징직할시 제5회 아태국제무역박람회가 중국국가회의중심에서

개최하였다. 이는 베이징직할시가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적 대형 무역박람

287) “中 광둥성 대규모 경제사절단 서울 방문…박원순 시장과 MOU”, https://n
ews.seoul.go.kr/economy/archives/50218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검색일: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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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다.288) 이를 통해 베이징직할시의 대외 무역박람회와 투자박람회가 개

최되기 시작하였고, 대외 경제교류의 능력도 제고되었다. 2000년대 이후 베

이징직할시는 우호도시 간의 경제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무역·투자

박람회 개최를 통해 도시의 외자유치를 도모하였으며 이 또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2006년과 2007년 모스크바시와 베이징직할시는 각각 ‘모스크바의 주간행

사’와 ‘베이징의 주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의 무역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

였다. 2007년 3월 베이징 대표단은 모스크바에 ‘중국 국가 전시회’에 참석

하고 베이징 무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 모스크바시는 베이징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베이징직할시 수백 개의 기업이 모스크바 투자설

명회에 참석했고 베이징직할시와 모스크바시 간 경제교류를 추진하였

다.289)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급 국제 종

합형 서비스 무역 플랫폼으로 2012년부터 매년 5월 28일 베이징에서 열렸

다.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는 상무부와 베이징직할시 인민정부의 공동

주최, 세계무역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 OECD 등 국제기구의 공동 후원으

로 운영되었다.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12개 서비스 무역 분

야 통합형 서비스 무역 거래회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중국국제서비스

무역교역회는 9월에 개최되었다. 이번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는 12개

서비스 무역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관과 190개 포럼 및 상담행사를 개최하

였으며, 148개 국가와 지역의 22,000개 기업과 기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

288) 邓长生(2014), "第五届亚太国际贸易博览会将在北京举办"，『中国对外贸易』第
4期，p.10.
289) “莫斯科”, http://wb.beijing.gov.cn/home/yhcs/, 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검
색일:2020.11.12.

http://wb.beijing.gov.cn/home/y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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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는 글로벌 서비스 혁신의 성과를 집중적

으로 보여주었고 서비스 분야의 정책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하여 베이징

서비스 및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였다.290)

2019년 베이징직할시가 부산에서 열린 ‘한국기업 베이징 투자 상담회’에

서 베이징직할시는 한국기업 투자를 위한 베이징직할시의 투자환경, 금융

개방정책, 외국인 투자정책 도입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고 다국적기업, 금

융기업, 부산시 유명상공회의소, 혁신창업기업 등이 참석했다.291)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대외적 무역·투자박람회의 개최 및 참여는 1996년 중국 랴

오닝성 선양시에서 자매도시 투자설명회의 참석부터 시작하였다. 같은 해

에 서울특별시는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서울특별

시는 1997년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한 제4회 장춘경제무역과학기술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와 상호

방문해서 여러 차례의 투자설명회를 참석하였다. 그 기간에 서울특별시는

중국의 칭다오시(靑島市), 옌지시(延吉市), 옌타이시(煙台市), 이우시(义乌

市) 등 도시에서 개최한 무역·투자박람회를 참석하고 이 도시들 서울특별

시에서 개최한 무역·투자박람회를 초청하였다. 그 외에 서울특별시는 일본

에서 관광박람회를 개최하였고,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펜리스 기업

인 연맹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292)

서울특별시는 2018년 12월 28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중국

290) “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 https://www.ciftis.org/, 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
검색일:2020.11.12.
291)“2019韩中ICT企业洽谈会明在京举行”,https://cn.yna.co.kr/view/ACK2019111900
3000881, 韩联社，검색일:2020.11.22.
292) “국제교류현황”, 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검색일:2020.10.17.

http://www.gaok.or.kr/gaok/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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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력주간’ 현장에서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과 중국 투자자 100명을

대상으로 1대 1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총 3곳의 서울 중소기업과 현지 중국 투자자가 중국 진출 및 투자 관

련 MOU를 4건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 평균 5건 이상

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10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단순 투자뿐 아니

라, 합작회사 설립 관련 논의도 20건 이상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바이오의

약품 개발업체인 지아이이노베이션은 4개의 중국기업으로부터 합작회사 설

립 제의를 받았고, 플럭시티, 아이디브, 힉스컴퍼니 등도 중국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293)

2018년 7월 UBS, 도이치 뱅크, HSBC, 스탠다드 차터드, 블랙록 등 글로

벌 금융사 임원들이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 모였다. 서울특별시는 금융감독

원과 공동으로 홍콩을 대표하는 금융기업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의 금융산업 환경을 소개하는 ‘2018 홍콩금융투자자설명회’를 홍콩에서 개

최하였다. 이날 서울특별시는 80개국에 진출해있는 컨설팅전문 기업인 프

로스트 앤 설리반(Frost & Sullivan)과 함께 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의 해

외 진출과 투자유치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파트너와 투자자 발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양해각서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프로스트 앤 설리반은

국내의 핀테크 기업의 해외 사업화, 해외진출, 해외투자유치 및 마케팅 등

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294)

293) “헬스케어·AI·환경 분야 서울 스타트업, 중국투자자 사로잡았다… 현지
MOU”,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0573,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검색일:2020.11.20.
294)“서울특별시-금감원, 2018 홍콩금융투자설명회 공동개최”, https://news.seoul.g
o.kr/economy/archives/89859,서울특별시홈페이지,검색일: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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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성과, 한계 및 시사점

제1절 성과

오늘날 중국과 한국은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역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시하고 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국제적 네트워크, 문화·체육 교

류, 경제교류 등을 통해 도시외교를 이행해왔다. 본 절은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 사례를 통해 도시외교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이다.(<표 6-1> 참조) 지방정부가 도시외교

를 전개함에 있어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자

매·우호 도시를 체결하는 것이다. 자매·우호 도시 체결은 도시 간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고, 국제 인적 네트워크는 도시 간의 교류를 구

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구분 유형 베이징직할시 서울특별시

차이점

네트워크

발전 방향

수량을 추구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선택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우수정책 공유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식

당빈 및 국빈 접대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시행

국제기구

참여 및 유치

수준

수준 낮음 수준 높음

공통점
도시 간

네트워크

세계 54개 국가의 71개

지방 도시 자치단체와

자매·우호 도시

체결(2019년 기준)

세계 52개 국가의 221개

지방 도시 자치단체와

자매·우호 도시

체결(2019년 기준)

<표 6-1> 국제적 네트워크 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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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우호 도시 체결은 지역발전과 인문학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 전개는 자

매·우호 도시체결로부터 시작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전개는 베이

징직할시보다 일찍 시작했다. 서울특별시는 1968년에 타이베이시와 우호

도시를 결연하였고, 베이징직할시는 1973년에 일본 도쿄도와 결연했다.

2019년까지 베이징직할시는 세계 54개 국가의 71개 지방 도시 자치단체와

자매·우호 도시결연을 했고, 서울특별시는 52개 국가의 221개 지방 도시

자치단체와 자매·우호 도시결연을 했다. 베이징직할시는 주로 베이징 시정

부가 자매·우호 도시결연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는 본청보다 서울특별시

의 기초자치단체가 대외 자매·우호 도시를 결연한 수가 더 많다. 서울 행

정구역별 기초자치단체가 자매·우호 도시결연을 많이 하는 구역은 강남지

역이다.

공통적으로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유럽지역에 위치해 있는 국가

들과 가장 많이 자매·우호 도시를 결연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 도시자치단

체와 결연한 자매·우호 도시의 분포에 있어서 베이징직할시는 여전히 유럽

지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아시아지역의 비중이 더 크다. 서울

특별시의 자매·우호 도시들 중, 중국에 있는 도시가 가장 많다. 베이징직할

시는 1990년대에 자매·우호 도시결연 수가 가장 많고, 2000년에 접어들면

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이유는 베이징직할시 자매·우호 도시

주요 우호결연 국가

지역: 유럽
주요 교류 지역: 아시아

인적 유대

네트워크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의사 협의에 협의단

상호방문
도시 고위층 간의 상호방문
청소년 스포츠 교류, 어학연수, 국제 인턴십 등 방

식으로 청소년 인적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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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의 방향은 더 이상 수량에 구애받지 않고, 베이징직할시 그 자체 나아

가 중국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자매·우호 도시를

결연하기 때문이다.

베이징직할시의 자매·우호도시 체결 현황을 보면, 대부분 각 국가의 수도

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 외교를 보조하고 국가 전체 외교에 있어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베이징 지방정부와 자매·우호도

시를 결연하는 것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해당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 관련 문서를 체결할 수 있다.

베이징직할시 시정부는 서울특별시와 달리 중앙정부가 규정한 특정 국제관

계 구조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베이징은 이러한 국제관계 구조 틀에서

외교 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자매·우호 도시 체결

또한 베이징직할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다.

최근 베이징직할시는 상호 작용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서비스 개

방과 품질 개발을 통해 국제 최고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베이징직할시는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자매·우호 도시 결연의 규모와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결

연 대상 도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더 많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중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인

적 네트워크 활성화이다. 인적 네트워크는 주로 행정, 인적 교류, 공무원

교류, 차세대 교류로 나눌 수 있다. 국제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인적

교류로, 사람이 오고 가지 않으면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베이징직할

시와 서울특별시의 행정교류는 초기에는 주로 양 도시 간의 교류 추진, 의

사 협의에 대한 협의단 상호 방문에서 시작했다. 베이징직할시는 중국의

수도로서 대외교류에 강하다는 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국 행정교류

는 도시 고위층의 상호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베이징직할시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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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외교는 중국 중앙정부의 외교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가 및 도

시 간 고위층의 상호방문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베이징직할시

의 당빈, 국빈, 우호 단체 또는 주요 국제 행사를 개최하도록 허용하고 있

다. 이는 베이징직할시가 베이징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제 대리

인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인적교류는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공무원 연

수나 파견 근무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서울특별시는 우호도시를 포함

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교통, 상수도, 전자정부, 행정 등 정책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단기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공무

원 연수 및 파견을 통한 인적교류는 도시 및 국가 간 관계 촉진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특별시와의 인적교류에서 중국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베이징직할시는 서울특별시보다 국제기구 유치 및 참여에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직할시에 위치해있는 국제기구가 총 6개인

반면에 서울에는 36개의 국제기구 본부가 소재해있다. 또한, 2019년까지 서

울특별시가 가입한 국제기구는 22개, 베이징직할시는 10개미만으로 나타났

다. 전 세계적으로 서울특별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국제회의 개최 건수

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3위 정도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베이징직할시의 국제기구 유치 규모가 작은 이유는 중국 중앙집권제의

영향과 개혁ž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구조가 다원화, 분권화, 제도

화, 전문화되면서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에 참여하

는 행동에 지방정부와 같은 대외행위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

가체제로 인해 중국의 분권화 정도는 한국보다 낮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



- 196 -

시 지방정부는 국제교류에서 도시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베이징직할

시는 국가적 측면을 더 중요시한다. 서울특별시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개

최를 통해 도시 자체의 모범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 베이징직

할시는 수년간 중국 국가차원의 다양한 외교 활동, 포럼, 정상 회담을 통해

베이징직할시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시 거

버넌스 수준을 향상시켰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소재 국제기구 유형의 경우, 베이징직할시

소재 국제기구들은 유엔 계열의 국제기구가 하나이고, 중국 국가정부가 주

도하는 국제적 기구가 3개이다. 베이징직할시와 달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36개 기구는 다양한 분야에 수준 높은 기구들이 많다. 그리고 서울 소재

국제기구 유형은 서울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다른 도시가

주도한 네트워크에 서울특별시가 구성원으로 참여한 유형, 국제적 명망을

확보하기 위한 유형, 국제적 흐름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체의 거버넌스 혁

신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네트워크 유형 등이 있다.

지방정부 도시외교는 도시 간의 관계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앙정부가 다양한 이유로 직접적인

외교 접촉이 민감한 상황에서 양국 간의 ‘반 공적인’ 차원에서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완충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예컨대 도시 간 공무원의 교류를 통해 도시의 관리, 환경, 기술 등을

교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외교를 수행할 수 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

별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외교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는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의 활성화이다. 지방정부 도시 간의 교류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 간 교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매개체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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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를 참조). 교류를 통해 도시 간의 정치, 문화, 사회적 이해와 우정 증

진은 물론,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도시간의

협력은 양자 협력에서 점차 다자간의 협력으로 바뀌었고, 교육 · 환경 · 도

시 발전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든 이후에

는 안전 · 문화 · 건강 ·기후변화 · 대중교통 등 주요 정책 분야별로 네트

워크를 세분화하여 가입하고, 보다 주도적으로 각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기구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직접 국제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 국제 네트워크에서의 활

동을 확대하며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구분 유형 베이징직할시 서울특별시

차 이

점

대표적

대외교류

활동

‘즐거운 설날(欢乐春节)’,

‘베이징의 밤(北京之夜)’

G페스티벌과 K-POP 공연

단 등을 파견

스포츠

대회 개최

NBA베이징, 세계대학생

체육대회, 국제축구 초청대

회 등

- 친선축구대회, 친선야구

대회 등

- 국제회의 개최 횟수와

참가자수 상대적으로 많음

공 통

점

문화·예술교

류

축제 참가, 예술단 공연 파견, 바둑 및 서예교류전과 미

술 전시회 개최 및 참가, 패션쇼행사 등

스포츠교류

국제육상대회 개최

- 베이징직할시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 서울특별시는 19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년

하계 올림픽 개최

교류 특징

- 문화, 스포츠, 교육 교류 →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도시 관리, 도시 건설 등 분야로 확대

- 인적교류, 물품의 교환 → 기술, 정보 등 교환 및 협

<표 6-2>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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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지방정부는 대외적 문화·스포츠 교류를 활발

하게 진행하고 있다. 두 도시는 대외적으로 축제 참가, 예술단 공연 파견,

바둑 및 서예교류전과 미술 전시회 개최 및 참가, 패션쇼 행사 개최 등을

중심으로 문화·스포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는 각자 도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베이징의 날’과 ‘서울의 날’ 등 브랜드

행사를 대외적으로 진행하였다. 베이징직할시 시정부는 수도의 풍부한 문

화 자원, 국제교류 활동과 정부가 만든 플랫폼을 이용하여 베이징의 문화

를 홍보하며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즐거운 설날(欢乐春节)’,

‘베이징의 밤(北京之夜)’ ‘매력적인 베이징 사진전(魅力北京图片展)’ 등 도시

문화 브랜드를 창출하여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또한 서울특별

시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G페스티벌과 K-POP공연단 등을 파견해 서

울특별시를 홍보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각 국의 문화를 홍보

하기 위해 문화교류활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

울특별시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도시 자체는 물론, 국가를 대표해 대외활

동을 전개함으로써 도시의 특별한 국제이미지를 형성한다. 나아가 이러한

도시 이미지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로 이어진다.

두 도시는 친선축구대회, 친선야구대회, 국제육상대회 등 스포츠 행사에

도 풍부한 경험이 있다. 청소년 교류 분야에서는 홈스테이, 수학여행, 청소

년 스포츠 교류, 어학연수와 국제 인턴십 등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베이징

직할시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베이징직할시는 세계 스누커차이나오픈, NBA 베이징, 베

이징 국제장거리축제, 세계대학생체육대회, 국제축구 초청대회 등 다양한

력으로 확대

- 시정부 간의 교류 → 기초자치단체 간의 교류로 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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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서울특별시는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와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국

제평화마라톤대회도 개최한 경험이 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청

소년 간의 축구 및 야구 친선경기를 통해 청소년 층 간의 상호이해와 우정

을 증진시켜왔다.

두 도시의 지방정부 대외교류는 문화, 스포츠, 교육 교류에서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도시 관리, 도시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인적교류,

물품 교류에서 기술, 정보 등 협력으로 확대되었고, 교류 내용은 환경, 시

정, 교통, 사업, 재정, 세무,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류 수준도 시정부 측면의 교류에서 기초자치단체 간의 교류로 확대되었

다. 현재까지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올림픽 및 대형 스포츠 경기

대회 개최를 통해 대규모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즉, 대형 국제 경

기와 회의 개최를 통해 국가의 전체 대외 교류를 이끌어나가고, 지방정부

도시외교는 국가의 전체 외교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는 도시의 이익 창출이다. 국제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국제사회 참

여 필요성이 확대되고,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각 지방정부가 도시외교를 추

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는 도시의 외자 유치와 수출입 증대, 관광객 유치 등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표 6-3>를 참조)

구분 유형 베이징직할시 서울특별시

차이

점

대표적

대외교

류활동

-우호도시의 기업이나 관

련 인사를 무역박람회로

초대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및 추진

외래

관광객

관광객 줄어드는 추세

(환경, 도시 이미지 등
재방문 의향 높음

<표 6-3> 경제교류 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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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경제교류는 주로 무역·투자 박람

회의 개최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직할시

와 서울특별시의 자매·우호 도시 결연을 통해 전개한 경제교류 실적을 보

면, 두 도시는 경제교류 초기에 주로 시장시찰단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교

류하고, 다음은 투자설명회 및 무역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무역 박람회와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양자 혹은 다자간의 협

력 협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베이징직할시는 우

호도시의 기업이나 관련 인사를 무역박람회로 초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2019년 베이징직할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베이징의 수출입

총액은 28,663억 위안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

치이다. 그 중 대외 수출은 5,16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고,

수입 총액은 5.3% 늘어나 23,495억 위안에 달한다. 2019년 베이징직할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72억 달러이다.295) 한국세관에 개재된 자료에 따르

면, 2019년 서울의 수출액은 57,379백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157,399백만 달

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서울특별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10,083백만 달

295) 北京市统计局(2020), 『北京市2019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北京市统
计局, 검색일: 2020.10.11.

유치 의 영향)

공통

점

목적 도시 자체의 이익 창출

방식

초기에 주로 시장시찰단을 파견 → 투자설명회 및 무

역박람회를 개최 → 양자 혹은 다자간의 협력 각서를

체결
영역 단순한 무역영역 → 기술교류 영역으로 확대

수출입

총액

-도시 외자 유치와 투자환경 개선

-수출입총액 지속 증가

(2019년 베이징직할시의 수출입총액은 4124.3억 달러

이고 서울특별시은 2284.1억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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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이다. 두 도시의 통계수치를 통해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자매 우

호·도시 결연 규모가 증가되는 동시에 해외기업 투자 유치도 확대되었으

며, 투자환경 개선 및 기술교류 확대에도 효과적인 성과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두 도시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국제적인 대도시로 알려져 있고 풍부한 관

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관광객의 80%가 서울을 방문한다. 또

한 관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재방문 의향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관광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와 달리, 베이징직할시의 관광객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베이징직할시

는 환경오염, 국가와 도시의 세계적 이미지 등 영향 요인으로 인해 관광객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직할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다양

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도시외교는 도시의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는 대외 교류 활동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정부 부문

에 외교적 접근을 창출했으며, 외국 자원과 시장을 이용하여 경제력과 사

회 발전 수준을 향상시켰다. 국제화 과정 중에서 지방정부의 국제사회 참

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추진은 도시의 외자 유치, 수

출입 총액 확대, 외래 관광객 유치 등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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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계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는 대양한 성과가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도시외교 발전에 관한 전략과 정책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 중국과

한국의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졌지만

여전히 국가의 발전 정책과 목표에 따라서 수행해야 한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 관련 전략과 정책을 보면, 도시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은 확실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하

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베이징직할시는 중국의 국가체제로 인해 모든 외교 관련 결정은 공

산당의 허락 하에 진행해야 한다. 예컨대 베이징직할시 현 단계의 도시발

전계획은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 관련

정책은 도시 발전 전략 중의 하나이다.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는 목표로

도시의 공간 재구성과 도시 각 구역의 기능을 재분배하고, 도시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이 과정 중에서 도시외교의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다.

『베이징 국제교류센터의 기능개발을 위한 특별계획』에 따라 베이징 『제

4대사관 구역 통제 및 도시 설계』과 『옌치호 국제회의 중심 계획방안』

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이는 베이징직할시의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국제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베이징직할시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베이징직할시의 도시 발전방향을 제정한다. 베이징직할시의

도시외교 관련 전략 및 정책은 먼저 국가의 전체 외교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베이징직할시의 도시계획은 전국 도시 발전 계획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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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이다. 베이징직할시 도시외교 관련 전략과 정책은 국가의 이익을 수

호하는 전제 하에 제정되며,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대외정책을 관철하는 동

시에 중앙정부 관련 의사결정과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베이징직할시와 달리 서울특별시는 대외교류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부의

대외 정책 제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다. 서울은 도시외교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담은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시외교 기

본계획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예산, 조직, 인력

양성, 법령 정비 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정책 공유 사업, 공무원 연수초청사업과 서울형 ODA

사업 등을 도시외교의 주요발전 방안으로 제정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외

교의 계획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향후 도시외교의 발전 방향을 4가지로 정

하고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도시 이익을 창

출하기 위해 도시외교 관련 정책을 마련했지만 결국은 국가의 최상위 법과

정책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대상 지역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

별시의 대외교류는 대부분 아시아 역내의 도시와 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

다. 국제교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

하고,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해 상대지역과의 유사성 및 상호 보완성이나

향후 발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 인력 부재는

교류 대상 및 교류 형태의 다양성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단기적 이벤트성

교류 유형에 그칠 수 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가 교류를 가장 많

이 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류의 다양성과 지속성

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교류협력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전

문적인 계획 없이 정무직인 고위 정책 결정자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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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관리가 전개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류 내

용의 실용성은 저하되고 진전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빠지는 우려를 안고 있다.296)

아울러 행정구역별 대외교류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외

교류의 불균형 문제는 객관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예컨대 베이징

직할시 중심구역에 위치해 있는 동성구와 시성구의 대외교류가 가장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주로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두

도시 행정구역 중에서 중심지역에 해당되기에 도시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

으로 대외교류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불균형 발전

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베이징직할시는 공간 재분배를 통해 각 구역의 외

사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진 대외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체제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권력 구조로 인해 두 국

가의 지방정부는 비록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류와 협력은 여전히 경제, 사회발전, 문화교류, 환경보호 등 영역에 국한

되어 있다. 더불어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도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지방정부 도시외교를 주도하는 기관의 체계화가 미흡하다. 베이징

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도시외교 담당 부서가 있지만, 주도하는 방식과 각

부서의 권력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중앙정

부와의 관계, 지방정부의 자율성 등의 면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대외사무, 외국과의 협약 및 협정 체결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

한다. 따라서 중국의 지방정부가 국가를 대표해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하고

자 할 때는 무조건 중앙정부의 허락, 묵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국가의 법

296) 김형수(2018), 앞의 글,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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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및 외교정책의 제한을 받는다. 이로 인해 베이징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은

외사업무를 추진할 때도 중앙정부의 대외정책을 따라야 하며, 주로 해외

고위층이나 대표단 접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각급 외사

판공실은 상위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서울의 국

제협력당담관은 정책의 제정과 실무 차원에서 베이징 외사판공실보다 자율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각각 도시외교 업무를 관리하는 시정부 산

하부서와 정부+민간 기구가 있다. 베이징직할시는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이

베이징직할시의 외사 업무를 관리하고 책임진다. 베이징직할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은 20개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대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베이징 외사판공실은 외사업무 관련 지침 결정·집행, 조사연구, 인적

교류, 우호도시 체결, 교육 훈련, 영사 관리 등 해외교류와 관련된 전반적

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 인민대외우호협회는 베이징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외교 방침에 따라 다른 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다

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 시정부에 기획조정실을 두고, 도시외교 업무를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등 부서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가 부서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외교를 주관하는 부서

는 각자 맡은 업무의 기획자이자 실제 결정자이다. 도시외교 관련 업무는

국제교류와 협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 및 경제통상을 중심으로 전개하

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의정담당관, 한국 국제교류재단, 서울관광재단,

SH 공사의 해외사업단 등에서도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는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는 정부산하부서과 정부+민간 기

구의 협력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도시외교 전개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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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시외교 모델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가 자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도시의 국제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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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세계화로 인해 제품, 사람,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국

경을 넘나들고 있다. 인터넷 혁명은 개개인이 세계 속에서 정보를 제공 받

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이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차원의 세계화에 참여하게 되었

으며, 중앙정부가 아닌 행위자들도 외교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가

외교 영역에서 독점을 상실한 것이다.297) 일반적으로 도시는 국가보다 규

모가 작고 대중들과 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과 협력을 필요

할 때 실질적인 결과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지방정부 도시외교는 국가

전체외교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간 영토분쟁 등 민감한 주

제를 피할 수 있고, 국민 간의 친화적 관계를 추진할 때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점이 두드러진다.

국제관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완화됨에 따라 도시외교가 한 국가의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 간 교류에서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흐

름 속에서 중국과 한국은 그 동안 도시외교 추진에 주력해왔다. 오늘날 중

국과 한국은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역할에 큰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

국과 한국의 수도이자 양국 국가의 정치·문화 중심지인 베이징직할시와 서

울특별시는 각국의 대사관이 있으며, 양 국가와 세계 각국의 우호적인 교

류를 위한 중요한 관문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과 한국의 대외 관

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국제적인 영향이 확대되었으며, 두 도시는 아시아에

서 도시외교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대표적 도시이다. 중국과 한국 지

방정부의 자율성이 서구 국가의 지방정부보다 낮지만, 베이징직할시와 서

297) 이창ž송미경(2018), 앞의 글,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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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특별시는 일정한 도시 자율권을 가지고 도시외교를 진행해왔다. 베이징

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는 완벽한 의미에서 도시외교로 간주하기

힘들지만, 두 도시는 그 동안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경제·

문화·스포츠 교류 차원에서 외교활동을 이행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조직·전략 및 실제를 중심으

로 두 도시의 외교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나아가 그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향후 중국과 한국의 도시외

교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파

악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도시외교를 추진할 때, 대외교류의 자주권과 국가

전체의 외교관계를 잘 파악하고, 국가의 전체 외교정책에 따라 도시외교를

추진해야 하며, 도시 이익을 지키는 전제하에서 융통성 있게 도시의 자율

성을 살려 유연하고 특색 있는 도시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경제 세계

화에 따라 지역 경제, 사회발전과 대외 개방이 점자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

지방정부는 대외교류를 강화하고, 대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며, 대

외 경제 무역의 발전과 투자 유치를 확대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직할시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한 및

자원 통제는 도시외교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외사 업무 시스템에 대한 메커니즘이 부족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

다. 베이징은 중국의 정치 문화의 중심으로 국제교류센터의 건설은 베이징

직할시의 각 부서, 각 영역, 각 계층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베이

징직할시는 외사 업무를 주도하고 총괄하는 베이징직할시 인민정부 외사판

공실이 있지만, 기관 구성, 메커니즘 운영 및 조정 등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시 말해, 베이징직할시 전반적인 외사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도시외교 관련 각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지



- 209 -

정해야만 자원 분배를 최적화하고, 도시외교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도시외교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도시

의 대외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어 능력은 물론, 전문분야 지식을 갖

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은 전문인력의 외국어 능력과 관련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대외교류 관련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모두 국제적인 대도시인 동시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도시의 국제교류 대상은 주로 아시아 역내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자

매·우호 도시 결연은 도시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의 자매·우호 도시 결연은 선진국가 중심으로 체결되다가 최근

에는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결연하기 시작했다. 현재 두 도시의 자매·우호

도시 체결은 규모보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컨대 ‘일대일

로’ 전략은 경제교류 속성을 나타내고 있기에,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

는 지정학적 우세를 이용해 ‘일대일로’ 연선 국가 도시와 경제·문화·사회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는 국제협력를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

를 수립함에 있어서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플랫폼으로

삼아 외교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국가 이익을 실현하고

국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중요한 루트이다. 뉴

욕과 런던 등 대도시에 비해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 있는 국

제기구 본부가 많지 않다. 특히 베이징직할시에는 영향력이 큰 글로벌 국

제기구 본사가 거의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간 경제·무역·문화 교류를 위한 지역 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특히 발달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

한 도시의 우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도시의 영향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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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할 것이다. 298)

넷째, 도시 자체의 건설이 필요하다.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경제·

문화·사회 영역 교류를 통해 도시 자체 건설을 발전시켜 두 도시의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도시 인프라는 도시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도시의 거주환경 개선, 생활비 절

감, 삶의 질 향상, 인프라 개선은 미래 도시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이며 베

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가 세계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향

후 베이징직할시와 서울특별시는 도시의 계획과 건설, 정부 운영의 효율성

과 도시 시설의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베이징직할

시와 서울특별시는 의료, 교육, 정보기술, 문화서비스 제공 등 분야에서 세

계적인 대도시와 격차가 있으며, 여전히 국제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대외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어 언어 환경이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 도시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

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 자체의 건설은 도시의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방정부 도시외교는 보건위생 영역의 협력

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은 세계 각국에 파괴와 도전

을 가져 왔지만, 모든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야 하

며, 이는 우리 세계 모든 국가와 도시는 공존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일깨워

주었다. 세계적인 대유행과 방역 국면이 점차 형성되면서, 인류 운명 공동

체 구축의 가치와 의의가 현저히 나타났다. 각국의 발전 수준, 관리 체계,

문화 심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대재앙과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과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발생은 도시외교의 중요성과 필

298) 이창 외3명(2019), 앞의 글,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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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한층 더 높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국제사회

는 한동안 국가 간 거리 두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직할시와 서

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관련 우수한 경험이 있기에 주변국가

도시와 우수 방역 경험을 교류하고 보건위생 영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

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은 더욱 긴밀하고 다양한 영역

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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