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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제교류
추진방향과 과제
지구화는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첫째 많은 물적, 인적 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이전보다 지방행정
의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었다. 인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문화 관광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물적 교류의 증가
로 인해 국제무역 및 투자 등 행정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둘째, 지구화는 행정의 주체에도 영향을 주었다. 과
거 공무원 주도의 지방행정은 지구화시대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행정에 시민, 기업 등 시민사
회의 역할은 증대하여 거버넌스라는 행정패러다임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구화로 인해 지방행정의 변화가 초래된 한 분야가 국제교류분야이다. 과거 중앙정부의 전유물이었던 국제교
류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이제는 지방정부도 교류의 주체가 되었다. 중앙정부의 국제교류가 외교와 안보의 차원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방정부간 교류는 주민과 더욱 밀접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
부가 그동안 많은 지방정부간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아직 숫자로 나타나는 실적에 비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의 여기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의 충남의 국제교류를 돌아보고, 향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단지
충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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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농림·수산·환경, 문화·관광·체육, 공

충남의 국제교류 현황

무원 연수, 청소년·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충남의 현
충청남도는 2017년 현재 7개의 해외 지방정부와 자

재까지 국제교류는 주로 자매결연, 우호협력 단체를

매결연을, 18개 지방정부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다.

중심으로 약 50%가 일반 행정부문에 편중되어, 그 실

[표 1]은 2015년 9월 기준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현

질성이 낮게 평가된다. 2015년에는 총 1,385회에 걸

황을 보여 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단체 교류

쳐 인원기준으로 17,754명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의 분야는 일반 행정(주요 인사 방문 등), 행정시책,

그나마도 최근 3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다.

<표 1> 해외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현황(2015.9.30. 기준)
구분

단

합계

25개 단체

자매
결연
(7)

우호
협력
(18)

체

체결일자

교류실적(횟수/인원)
~'12년

'13년

'14년

'15년

누계

1,220/16,470

70/670

71/466

24/148

1,385/17,754

6/98

4/39

515/9,541

3/14

1/1

115/1,011

일본 구마모토현

83. 01. 22

490/9,172

15/232

중국 허베이성

94. 10. 19

108/987

4/10

러시아 아무르주

95. 06. 15

45/396

2/15

-

2/10

47/411

호주 남호주주

99. 10. 12

32/316

1/1

1/1

2/16

35/319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01. 05. 28

10/53

-

-

1/40

10/53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02. 04. 26

15/136

3/9

2/2

2/9

22/157

중국 헤이룽장성

15. 01. 28

16/78

2/19

9/41

2/3

29/154

중국 산둥성

95. 10. 31

43/329

1/100

1/4

2/6

46/473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

97. 03. 25

6/75

-

-

1/2

6/75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00. 12. 13

26/185

1/6

1/7

2/6

28/198

중국 옌벤조선족자치주

02. 04. 16

88/1,064

2/4

8/39

1/4

100/1,116

베트남 롱안성

05. 06.0 9

30/303

2/14

2/7

1/3

34/324

중국 지린성

05. 09. 26

28/239

1/3

2/7

3/9

33/252

중국 장쑤성

05. 09. 27

78/610

8/33

5/15

93/664

일본 나라현

11. 10. 26

53/1,304

8/49

3/16

64/1,369

캄보디아 씨엠립주

08. 06. 18

26/181

3/64

1/6

30/251

중국 쓰촨성

08. 09.0 5

25/194

-

5/18

30/212

중국 상하이시

08. 11. 03

35/174

4/18

2/5

42/199

브라질 상파울루주

09. 04. 06

9/56

1/1

-

10/57

중국 랴오닝성

10. 11. 03

9/59

2/11

2/25

13/95

러시아 크림자치공화국

12. 09. 17

3/18

-

-

3/18

일본 시즈오카현

13. 04. 30

13/253

5/46

7/98

27/403

중국 윈난성

13. 06. 05

-

4/34

4/42

9/80

중국 칭하이성

14. 09. 01

3/68

-

2/7

6/78

중국 구이저우성

14. 09. 04

-

-

2/6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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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제교류의 문제점
충남도가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

첫째,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통합적인 체계가 미비하다. 국제교류는 관광, 농업·농촌, 통
상·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충남도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여 추진·조

정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국제교류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에 어려
움이 있다.
둘째, 충남에는 도청 뿐만 아니라 도내 15개 시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국제교류 정보망이
부재하다.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갖고 있는 해외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해외 분야별 국제교류 수요 등에 관한 정보가 상호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과의 교
류와 참여도 부족하다. 나름대로 국제교류 정보를 갖고 있는 민간과의 연계도 미흡하여, 상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류 콘텐츠도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일반적 국제교류는 지방정부 주도의
정치·행정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마저도 연수 등 일회적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
다. 행정중심의 국제교류가 아직 경제통상·사회문화 부문으로 확산되는 정도가 미흡한 실정
이다.
넷째,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우 순환보
직으로 인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에 전념할 수 없다. 국제교류는 언어
가 다른 국가의 상대자와의 교류이기 때문에 잦은 담당자 변경은 상대자가 있는 국제교류를
지속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교류 상대국 언어능력 부족도 교류를 지속하
는 데에 어려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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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제교류의 기본방향
향후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충남과 시군에게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성급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교류는 사람의 경우
로 비교하면, 잘 모르는 상대와 연애 결혼하는 것이다. 연애과정에서 처음에
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한다. 국제교류
도 처음에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서로가 합의하기 쉬운 분야와 주제로 교류
와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일단 쉬운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지면, 상호의 이해가 돈독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 신뢰가 쌓여서,
다음 단계에서는 더 높은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확산되게 될 것이다. 처음
부터 많은 기대와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교류를 추
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로의 정보교류가 많을수록 상호
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돈독해져 교류와 협력의 성공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교류 초기에는 인적·문화교류 등 상호간에 쉽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교
류를 성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경제교류 등 보다 고차원적인 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지방정부는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교류 시작단계부터 관광객
유치수, 해외투자 유치 금액, 지역 수출증가액 등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갖
고 추진한다. 우리 지방정부가 원하는 것을 상대국 지방정부도 똑같이 추구한
다면, 국제교류는 성공하기 어렵다. 서로가 자기의 상품수출에만 몰두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려고만 한다면 교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실적위주의 성급한
국제교류가 많아졌다. 민선 자치단체장은 임기내에 가시적인 국제교류 성과
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단시간에 성과
를 내려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교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야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교류가 요구된다. 충남도는 현재 10개국의 지
방정부와 자매결연·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를 제
외한 모든 대륙의 지방정부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와 국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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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추진하면서, 힘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국제교류는 교류 상대방이 서로에 대한 상호신뢰가

가 어렵다. 충남도는 중국의 2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형성되어야 한다. 상호신뢰가 형성되면, 향후 국제교류

을, 10개 지방정부와는 우호협력을 맺고 있다. 자매결

의 아이템을 논의하기가 쉬워진다. 그런데 우리는 상호

연을 맺고 있는 중국 허베이성 인구가 2010년 기준 7천

신뢰를 형성하기 전에 경제적 목적의 아이템을 먼저 고

2백만 명, 흑룡강성은 3천8백만 명이다. 2016년말 기

려하는 우(遇)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국으로부터

준 209만 명 인구의 충남도가 이 2개 중국 지방정부하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상대국과

고만 실질적이고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해도, 충남도

어떤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는 중국과 엄청난 국제교류 성과를 낼 수 있다.

넷째,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국제교류를 추진함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는 일반적으로 상호주의원칙

에 있어 충남도와 시군은 미흡한 추진체계를 갖고 있다.

을 적용하고 있다. 인적교류의 경우 상호 같은 수의 주

국제교류 담당자는 회사에서 거래를 열고, 거래처를 유

민이 상호방문을 한다. 문화교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하는 담당자 역할을 해야 한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이다. 인구 209만 명의 충남이 인구 7천2백만 명의 허

수시로 바뀌는 영업사원을 지닌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베이성과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충

상대방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제교류 담당자는 무

남의 재정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교류대상

엇보다도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적극성, 활발한 대외

외국 지방정부가 많을수록 좋다는 과거의 과시적 국제

적 대인교섭력, 풍부한 국제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교류는‘선택과 집중’
에 의한 실질적인 국제교류로 전

런 자질을 지닌 담당자가 오랜 시간 상대 지방정부 담당

환될 필요가 있다.

자와 인적 교류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추진

셋째, 인도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와의 병행 추진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주로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제

국제교류 담당자의 국제경험과 국제정보를 상호 공

교류를 추진한다. 국제교류를 추진하면 지역 생산품 수

유할 수 있는 연계체계도 요구된다. 충남도와 시군 국제

출, 외국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성과를 일차적으로 생각

교류 담당자가 상호 국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

한다. 교류상대방도 일반적으로 같은 목적을 갖고 교류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를 추진한다. 이런 경제적 목적 일변도의 국제교류는 쉽
게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장기간 지속되기도 어렵다. 지
속적인 국제교류의 기반은 인간애(人間愛)이다. 대북한
교류협력사업에서도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사업을 무시
할 수 없듯이,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도 인도적 측면
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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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지구화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충남을 포함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근시안적으
로 실질적인 교류보다는 과시적 교류에 치우친 면이 있다. 이는 많은 대학과
기관이 성과도 없이 상호연구협력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과거를 반성하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쉬운 분야
부터 점진적으로 국제교류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둘째, 교류 상대방이
다다익선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인구·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교류 상대
방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경제적 동기만을 고려하지 말고 인도적 입
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넷째, 추진체계
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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