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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서울시 내에 입지하고 있는 대사관들의 국가별 특성과 입지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한 

국에 공관을 직접 파견한 국가와 외국에 입지한 공관에서 한국과의 외교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그리고 공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간의 사회 · 경제 지표들을 비교 · 분석하였다. 판별분석을 통해 한국 내 대사관의 설립 유무의 원인을 분석한 결 

과， ‘물적-인적교류’ 정도와 ‘정치외교적 교류’ 정도가 중요한 두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입지 측면에서 지난 30년간 서울시 

내의 대사관의 수는 22개에서 89개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소수의 대사관을 제외하면， 많은 수의 공관들이 빈번하게 대사 

관의 위치를 바꾸어 옹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30년간 세종로주변지구， 용산지구， 그리고 강남지구의 3개 지역으로 뚜렷한 

집중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용산지구 대사관들의 높은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도심의 중앙정부기능으로의 양호 

한 접근성， 전통적인 외국인 주거지역으로 인한 생활의 펀의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로지구는 중앙 

정부기능의 밀집지역으로 한국정부와의 접촉의 용이성으로 인해 입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남동-동빙고동을 포 

함하는 용산지구의 경우에는 공관의 밀집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 

과 더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 등은 한국에 주재한 대사관의 폐쇄 내지 이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에 있는 대사관들의 유출을 막고 새로운 공관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주요어 : 외교공관， 대사관， 입지요인， 서울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spatial distributions of foreign embassies in 

Seoul. In this paper, socio-economic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were compared among 

three country groups; 1) countries that deploy their foreign missions to Korea, 2) countries that do not 

deploy their foreign missions to Korea, and 3) countries that deploy their foreign missions to Korea but the 

missions deployed stay outside of Korea. A discriminant analysis showed that two main factors , ‘trade

human exchange’ and ‘political consideration' , are important for countries to decide the deployment of 

foreign missions to Korea. The number of foreign missions has rapidly been increased from 22 embas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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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970s to 89 embassies in the year 2002. During the same time period, the location of embassies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three main areas in Seoul; Sejong-ro area, Y ongsan area, and Kangnam area. 

Yongsan area is favorable for foreign embassies, due to its relative low rental cost, relativly good 

accessbility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favorable living conditions. The Sejong-ro area is the center of 

governmental functions , which attracts many foreign missions. It is predicted that the concentration of 

foreign missions in Y ongsan area will further increase in a near future. The rapid growth of Chinese 

economy and the discussions on the relocation of Korean capital may reduce the number of embassies in 

Seoul. More active policies are required to attract and retain foreign missions to Seoul. 

Key Words : Embassy, Foreign mission, Location factor, Seoul 

1.서론 

어느 도시에서나 대사관은 거주자나 여행자들에 

게 묘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곳이다. 시내 한복 

판에서 주변을 압도하면서 항상 삼엄한 경비를 받 

고 있을 때도 있고， 한적한 주택가에 다른 건물과 

는 구별되는 이국적인 국기가 게양되어 펄럭이는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흔히 볼 수 없는 낯선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드나드는 

그런 곳이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뭔가 

비밀스러운 것일 것이라는 호기섬 속에서 다시 한 

번 그 안을 기웃거려보고 싶어진다. 그러다가 우연 

히 자기나라의 국기를 메단 건물을 발견하면 스스 

럼없이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다. 

대사관을 포함한 외교공관은 도시 경관에서 특 

이한 감성적 경관이다. 그 건물이 위치한 나라의 

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유일한곳이기도하다. 하 

지만 그러한 감상이 그 건물이 국가간의 대화의 통 

로가 되고， 예상되는 갈등을 조절한 외교적， 정 

치적， 경제적 토론의 장이 된다는사실을가려주지 

는못한다. 대사관들이 도시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 

고 있고， 그런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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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장 원초적인 지리학적 질문이다. 전세계 그렇 

게 많은 나라에 그렇게 많은 수의 대사관들이 있지 

만， 대사관들의 공간적인 분포에 대한 지리학적 설 

명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었다. 학 

술논문으로는 건축학 분야에서 대사관 건물에 대 

한 상징성과 건축미를 평가하는 것을 겨우 찾을 수 

있을 뿐이다 (Englert and Tiertz, 2003). 

최근의 국제정세는 기존의 국가간의 질서가 급 

변하는가운데，외교의 주요한방향이 정치 · 안보 

중심에서 통상 · 경제외교분야로 전환되고 있다 

(이수철， 1993). 지난 10년간은 환경문제， 테러문 

제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국가간의 공동 

대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국제적 공감대가 형 

성되어왔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Doyle, 1997). 특히 외국과의 통 

상이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 

서 외교의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세계 제2의 산업국인 

일본 사이 에서 한국이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 치 열 

한 국가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외교가 요구된다. 한국은 2002년 현재 184 

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나， 이중 89개국 



(48%) 반이 한국 내에 주재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 

다(외교통상부， 2002). 한국 내 주재 대사관을 운 

영하지 않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주로 동경과 북경 

의 공관에서 한국과의 외교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일본 · 중국과의 외교경쟁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사관들의 입지는외교활동을수행하는터전으 

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대사관 위치선정 

은 외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주재 

국 내에서 파견국의 문화적 · 경제적 상징성을 최 

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주재국의 입장에서 

도 상주하고 있는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외 

교역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사회 · 문화적 기반 

시설을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그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외교 

공관의 입지는 일반적인 시설물의 입지와는 차이 

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대사관입지특성에 관한 기 

존의 연구는 한국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며， 전세계 

적으로도 선행 연구가 매우 미미하다. 

이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대사관들의 

입지특성을파악하는것이 주요한목적이다. 먼저 

대사관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 고찰한 뒤， 한국에 

대사관을 파견하는 국가들의 사회， 경제，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서울시내에 입지한 대사관들의 입지특성 

을 살펴봄으로써 외교공관들이 가지는 공간적 인 

행태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대한 기초조 

사의 일환으로수행되었다(박수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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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공관1}의 기능 

상설 외교공관이 최초로 설치된 곳은 15세기 이 

탈리아였다고 한다 (김희방， 1999). 당시 도시국가 

였던 이탈리아에서는 도시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교류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대사관이라는 형태 

의 공관을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후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외교공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외교공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다 

양하다. 이를 외교주체， 경제주체， 그리고 문화주 

체로 나누어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교주체로서의 외교공관 

외교공관이 가지는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공관 

들이 가지는 기능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 신뢰의 구축， 협상의 공간， 선전， 

정보수집， 영사업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 

희방， 1999). 국가대표의 기능은 각급 외교공관이 

주재국 내에서 파견국을 대표(representation)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관의 파견유무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가 자신의 국가성과 정체성을 표현 

하고자 하거나， 국제 체제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인식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최 

근 부처 책임자들이나 부처실무자들간의 직접 협 

상이 확대됨으로써 재외공관과 현지대사의 국가 

대표성은 간과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Eban, 1983). 하지만 주재국에서 공관의 존재유 

무는 그 나라에 대해 자국의 중요성과 전통을 지속적 

1)서울시 내에서 외교공관은 각국의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그리고 국제기구의 사무실 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외교통상부， 
2002). 이 연구에서의 주요분석대상은서울시 내에 입지하는대사관들이었다. 영사관과문화원의 경우서울시 내에서는대부분 
대사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다루지 않았으며， 국제기구의 사무실은 2002년 현재 서울시 내에 5개소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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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뢰관계의 구축이란 측면에서 보면， 외교공관 

은 파견국과 주재국 사이의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주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파견된 대 

사나 외교관들은 양호한 접근성으로 인해 그 국가 

의 정책결정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정책결정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파견국으로서는 자국의 정책을 우호적인 방 

법으로 대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마찬 

가지로 주재국 정부가 자국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 

의 행사를 계획할 시， 이를 예방할수 있는효과를 

가져오기도한다. 

협상의 공간은 파견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주재국 

내의 다른국가들과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한장소 

를 제공한다. 외교적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경우가많으며，파견국과주재국의 입장을사안 

별로 즉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 

라서 협상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밀이 보장될 수 있 

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이러한협상과정에는주재국의 정부뿐만아 

니라민간단체 혹은기업과의 협상도포함된다. 

선전(propaganda)은 외교공관이 주재국 정부와 

주재국의 국민들에게 자국의 정책에 대하여 지속 

적인 선전과 홍보를 수행하여 그들이 파견국의 정 

책에 동조할수 있도록유도한다. 특히 미묘한 정 

책적 선전의 경우에는 현지의 감정과 수용능력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여 선전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장점을가지게 된다. 

정보수집의 기능은 주재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본국에 정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 통상정보를 확보하여 

민간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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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업무는 재외국민 및 민간부문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외교공관의 가장 중요 

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외교공간이 수행하는 영사 

업무는 크게 경제활동 지원과 대국민 지원으로 나 

쉰다. 대국민 지원업무는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 

고， 자국의 각종 행정업무 등을 대행하며， 주재국 

국민에 대한 여권 및 사증 발급 등의 업무를 포괄 

한다. 반면 경제활동에 대한 영사업무는 자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본국 상공 

업의 진흥 촉진， 상공업과 관련된 행정업무 처리， 

자국민의 항행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경제주체로서의 외교공관 

외교공관， 그리고 파견된 외국인과 그 가족이 도 

시에서 중요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임은 자명하다. 외교공관이 수행하는 경제적인 역 

할은 크게 직접적인 경제활동과 간접적인 경제활 

동으로구분할수있다. 직접적인경제활동은외교 

공관의 운영비용과 외교관들의 거주， 그리고 외교 

공관에 고용된 한국인들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활 

동이다. 반면， 간접적인 경제활동은 외교공관과 외 

교관들이 수행하게 되는 국제교류 및 경제활동의 

촉매 역할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협상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영사업무， 그리고 주재국의 경제정보 

를 수집하여 본국에 보고하는 활동을 통해 국가간 

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외교공관이 국가 내에서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 

에 대해서는 외교공관이 가지는 운영상의 비밀 때 

문에 공식적인 통계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최 

근 Fuller(2004)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외교공 

관들의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미국의 워싱턴 DC에는 169개 외교 

공관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외교공관은 워싱턴 

DC 내에서 약 10 ，0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며， 

현지 고용인들에 대한 임금 지급액은 매년 3억 달 

러에 이른다고 한다. 직접소비로 지출되는 액수는 

매년 3천2백만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간접소비로 

지출되는 액수는 매년 2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외교공관은 많은 수의 방문 

자를 유발시켜 매년 1억 8천만 달러의 수입효과가 

발생하며， 외교공관 및 외교관이 임대한 토지 및 

가옥에서 발생하는 조세액은 매년 2천4백만 달러 

로 추산된다. 물론 이 러한 수치 에는 외교공관들이 

수행하는간접적인 경제활동은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내의 외교공관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없다. 워싱턴 DC의 공관 수는 한 

국의 약 2배가 되며， 외교관수는 약 2 ，800명으로 

한국 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수 약 750명의 4배 

수준이다. 서울의 생활비가 워싱턴 DC에 비해 상 

대적으로높다는점을고려한다면，한국내에서 외 

교공관이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정도는 위에 제시 

한 수치들의 1/2-1/3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추 

정된다. 

3) 문화주체로서의 외교공관 

외교공관이 가지는 기능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외교공관과 외교관들이 국가간의 문화행사 

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냉전 

종식 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전통적인 군사안보보 

다는 평화， 인권， 환경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문제로 전환되면서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크 

게 높아진 상태이다. 따라서 외교공관들이 문화원 

이나 문화행사의 개최를 통해 본국의 문화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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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그에따른대외 이미지제고에 기여하는근거 

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재국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 역사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의 존 

재와 그들의 활동은 도시 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3. 외교공관의 입지특성 

외교공간의 입지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원 

칙은 첫째， 공관이 주재국 내에서는 치외법권지역 

으로 간주된다는 사실과 둘째， 공관이 수행하고 있 

는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외교공관은 

원칙적으로 주재국의 법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곳 

으로 간주된다. 달리 표현하면 주재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대사관의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기 어렵다. 1964년에 발표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 엔나 협 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 의해 주재국 정부는 파견국이 원하는 

지역에서 외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물의 확보와 주거시설의 확보에 적극 

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외교단 

지의 건설， 적절한 편의시설의 간접적 제공， 금융 

정보의 제공 등 극히 간접적인 정책에 의해서만 공 

관의 입지에 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외교공관 입지의 두 번째 특성은 전장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공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파견국의 외교정책 

의 중요도와 공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에 따라 각 나라별로 입지요인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도시 내에 외교공관의 입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독일의 베를린의 

대사관의 입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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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theimer( 1999)는 베를린 내의 대사관의 입지가 

다음의 4가지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부기능과의 접근생 요인 : 연방의회 및 정부， 

특히 외무부와의 거리가중요한 역할을한다. 대사 

관을파견한국가들은그국가의 제반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부서와 가까 

운 곳에 공관을 건설함으로써 상징성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중앙-주변부요인 : 정부 기능이 위치한 곳은 도 

시 내의 중심부로높은지가가형성되는것이 일반 

적이다. 이러한고지가는공관을 입지시키려는국 

가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많은 국가들은 지가와 정부기능과의 접근성 

을비교하여 최적의 위치를선정하고자한다. 

기능적 요인 : 건물의 기능성 및 외교업무 접근성 

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대사관들은 

주재국의 대정부 기능 이외에 공항 및 교통시설과 

의 근접성， 자녀교육에 필요한 시설물의 입지， 문 

화 및 사교시설과의 근접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적 -장정적 요인 :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건 

물에 대한 상징적， 미적인 고려 역시 중요한 입지 

요인이다. 파견국들은주재국내에서 자국의 문화 

적， 정치적， 경제적 우수성을 최대한 부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공관 건물의 건축적인 

상징성이 이러한 효과를 발휘하는 중요한 수단으 

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가들이 대사관 용도로 기존 

건물을 선택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는 경우에 주로 

고려하는 요인은 (1) 사회 · 경제적 안정성， (2) 법 

적 타당성， (3) 민주적 개방성， (4) 창의 및 개혁성 

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Englert ， 2003). 

특히 중요한 것은 위의 네 가지의 요인들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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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 중요성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다는 점 이다. 독일의 예를 살펴보면， 베를린에는 

두 곳의 대사관 밀집지역이 있다 (Tietz, 2003). 전 

통적인 강대국으로 간주되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의 대사관들은 독일의 행정중심지인 

‘ Bundestag' 과 베 를 린 을 상 징 하 는 

‘Brandenburger Tor' 에 인접해 위치함으로써 독 

일과의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유대관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베를린의 ‘fiergarten’ 주변에 인접해 있는 대사관 

들은 정부기능과의 접근성이나 상징성보다는 외 

교공관여 밀집되어 있어 갖게 되는 기능상의 편리 

성을 최대화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박수진(2004)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파키스탄， 

한국 등의 수도에 입지한 대사관들의 공간적인 분 

포를 비교 · 평가하는 과정에서 도시 내의 외교공 

관의 입지에는 상기의 요인 이외에도 공간상의 밀 

집요인과 함께 분산요인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 

다. 집중요인은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공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로 소규모 국가 혹은 파견외교관수가 적 

은 국가들이 택하는 전략이다. 반면， 파견국과 인 

적-물적 교류가 많고， 파견외교관수가 많은 국가들 

은 정부기능과 가까운 곳에 입지하여 그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때는 상호간의 가시 

적인 비교를 피하기 위해 이들 대사관의 입지선택 

은 공간상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소규 

모 외교공관들은 비교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 

규모 공관을 운영하는 국가들과 멀어지려는 경향 

이있다. 



4. 서울시 대사관의 시계얼적 변화 

1) 서울시내 대사관 설립의 시계열적 변화 

한국은 지난 40년간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 

였다. <그림 1)은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수교국 

地理學論옳 제45호 (2005.2) 

의 증가추이를 도화한 것이다.2002년 현재 한국 

은 쿠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마케도니아， 모나 

코， 북한， 대만을 제외한 1847R국과 외교관계를 수 

립하고 있다. <표 1)은 각 지역별2) 수교국의 시계 

열적 증가패턴을 나타내는 것이다. 

1960년대 초반의 급격한 수교국의 증가는 경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아프리카지역，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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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외교 50년 

〈그림 1) 한국의 건국 후 수교국의 증가추이 

〈표 1) 지역별 수교국 증감추ül(지역별， 연도별로 수교국의 변화파악) 

←짧 ;ι 형빽 ;，;.，앓혀않 -1鐵월n ,.....1910 -1980 !’ ";'1했繼: 썩앓혔얹앓、 웰 l 훌 

동아시아 및 태평양연안국 2 4 9 17 18 26 141 

서유럽 3 8 16 17 17 22 12.0 

동유럽 및중앙아시아 0 1 8 26 14.1 

동남아시아 0 0 6 8 8 4.3 

남미 및카리브해 연안 0 21 27 35 36 196 

중동및북부아프리카 0 0 7 14 19 20 10.9 

사헬이남아프라카 0 0 21 28 36 46 25.0 

총계 5 14 76 110 141 184 100. 。

자료 : 외교통상부 발행 외교관 명부에서 정리 

2)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구분은 World Bank의 구분법을 변형한 것이다 World Bank는 전세계를 High income countries, East 
Asia & Pac퍼c(동아시아 및 태평양)， West Europe(서유럽)， Europe & Central Asia(동유럽과 중앙아시아)， South Asia(동남아시아)， 
Latin America & Caribbean(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Middle East & North Af디ca(중동 및 북아프리카)， 그리고 Sub-Saharan 
Africa(사헬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High income countJy들을 지리학적인 지역으로 바꾸어서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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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는 이전 정부에 

서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에 대한 승인 외교는 물 

론， 한국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외교와 경 

제발전을 위한 외교에 치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은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등 대미 외교에 치중하는 동시에 승인 · 수교 외교 

에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1960년 25개국이던 

수교국 수를 1962년 52개국으로 증가시켰다 (외교 

통상부， 1999). 한편，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1990년대 급격한 수교국의 증가는 구소련의 붕괴 

로 인해 새로이 독립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 

들과의 수교에 기인한 것이다 (외교통상부， 1999). 

이 시기의 북방외교에 의해 80년대 1개국에 불과 

했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수교국 수가 2002년에 

는 26개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과 긴밀한 경제 

· 외교적 관계를 맺어온 동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지역， 그리고 서유럽지역에서는 지난 50년간 지속 

적인 수교국의 증가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 

헬 이남의 아프리카 지 역 국가들이 한국 전체 수교 

국의 25%를차지하고있으며，남미와카리브해 연 

안 국가들도 36개국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 

고 있다. 이들 지역 국가들은 1960년대 한국의 경 

제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한국과 수교를 맺기 시작 

하였으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 

동 및 북부아프리카 지 역의 경우도 1960년대 이후 

지속적 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2)는 한국에 파견된 공관 수와 국외공관의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국가간에 수교를 맺었 

다는 사실은 그것이 곧 공관을 파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관파견은 자국의 경제적 여건과 주재국 

과의 정치 · 외교적 중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실질적인 경제교류나 외교적인 중요성이 낮 

은 경우에는 특정지역 혹은 몇 개의 국가들을 연계 

해서 관리하는 ‘겸임국’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수철， 1993). 이는 다른 말로 표 

현하면 해당 지역에서 주변 국가들의 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그 국7까 상대 

적으로 지니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에서 한국에 대사관을 파견한 국가를 ‘국 

내공관’ , 그리고 제3국의 대사관을 이용하여 한국 

과의 외교업무를 진행하는 국가를 ‘국외공관’ , 공 

관을 파견하지 않은 국가를 ‘공관미파견국’ 으로 

〈표 2) 국내공관국 및 국외공관국 수의 시계열적 변화 

{컸 .5:. :'f;;il~l혔 ι 1980 1양짧 IY‘rw 흩합00 ι ‘ 앓왔합f 

수교국 82 93 115 125 145 182 184 184 

공관파견국 51 66 69 86 107 120 139 142 

공관파견국비율(%) 62_2 71. 0 60.0 68.8 73.8 65.9 75.5 77.2 

국내공관국수 22 31 38 49 71 81 88 89 

국외공간국수(일본) 26 33 27 29 22 16 26 25 

국외공간국수(중국) 0 0 0 1 9 13 15 

국외공간국 수 (기타지역) 3 2 4 7 13 14 12 13 

총국외공관수 29 35 31 37 36 39 51 53 

국내공관 설립 비율(%) 43 .1 47.0 55 .1 57.0 66.4 67_5 63.3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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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서울에 입지한 공관 수의 변화를 지역별로 

분석 · 정리하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002년 현재 한국과 수교관계를 맺은 184개 국가 

중에서 상당수는 공관을 파견하지 않거나 제3국의 

국가의 공관을 이용하여 한국과의 외교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교국의 증가와 더불어 서울에 공관을 파견하는 

국가들도 시기별로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 

국에 공관을 파견하는 국가는 1970년의 51개국에 

서 2001년 142개국으로 지난 30년간 3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특히 2002년 현재 한국에 공관을 

파견한 국가의 수는 142개국으로 전체 수교국 184 

개국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한국 

내에 공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89개국으 

로 전체 수교국의 48.4%, 그리고 공관 파견국의 

62.7%에 불과하다. 공관파견국의 37.3%에 해당되 

는 딩개국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는 제 3국의 공 

관에서 한국과의 외교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2002년 현재 한국의 국외공관들은 일본(257R국) 

과 중국(157R국)의 공관들이 주를 이루지만， 기타 

국가도 137R국에 이른다. 

160 

140 

뼈 120 

끄 100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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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입지공관수 

국내공관설립비율 

地理學論養 저145호 (2005. 2) 

〈그림 2>는 국내공관과 국외공관의 시계열적인 

증가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지난 30년간 국내공 

관과 국외공관 모두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지만， 국 

내공관설립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경향을 

보여， 1970년대 이후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국내공관설립비율은 1995년을 정점으로 하 

여 상대적으로감소하는 경향을보이고 있으며， 이 

러한 국내공관설립비율의 감소경향은 1995년 이 

후 중국에 주재하는 국외공관의 증가와 뚜렷한 상 

관성을 가지고 있다((표 2> ). 중국의 북경에 소재 
한 공관이 한국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1990년의 1개국에서 1995년의 9개국， 그리고 2001 

년에는 15개국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유사한 

경향이 기타 지 역 -대부분이 동남아 국가들 - 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 정책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 · 외교적 중요 

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 파견되는 공관들이 북 

경에 소재한 공관들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다.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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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60 

파 40 

20 

갖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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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공관 및 국외공관 수와 비율의 시계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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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약 30개국의 공관에서 한국과의 외교업무를 담 

당해왔다. 1995년을 전후하여 그 수가 167ß국으로 

감소하였지만， 최근 다시 급격한 증가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국내공관 비율의 상대적인 감 

소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외교역량의 상대적인 감 

소와 연결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 

다. 

2) 한국 내 대사관 설립과 미설립 국가들의 
사회 · 경제적 지표분석 

한국 내에 공관을 파견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 

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지리적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은 이들 공관의 입지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각종 통계 

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공관파견 및 미파견의 원인 

을파악하고자한다. 

분석대상 공관을 크게 세가지로 유형을 나누어 

서울시 내에 공관을 파견하고 있는 89개국， 국외의 

공관에서 한국과의 외교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 

개국， 그리고 공관을 파견하지 않은 42개국으로 분 

류하였다. 공관파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는 총 4개의 요인， 8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다음 

은 사용된 독립변수들과 그 출처를 정리한 것이다. 

• 국가규모 : 국가의 총인구수(World Bank, 2002) , 

1 인당 GDP(World Bank, 2002) 

• 한국과의 인적물적교류 : 국가의 총교역량 

(KO재A， 2003) ， 총교역량 중 한국과의 교역의 비 

율(KOTRA ， 2003) 

• 한국과의 인적교류 : 연간 한국입국자수(출입국 

관리사무소， 2003) , 외국인 등록자수(출입국관리 

사무소， 2003) 

• 정치적-외교적 연계성 : 수교기간(외교통상부， 

2002) , 지리적인 위치(지역)3) 

〈표 3)은 사용된 변수들의 기본적인 분포특성과 

통계학적인 정규분포를 확보하기 위한 변수들의 

변형 여부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3)은 공관파견 

국 및 공관미파견국의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인 지 

표들을 비교 · 평가한 것이다. 세 국가군간의 변수 

〈표 3) 공관파견국과 미파견국들간의 사회경제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의 기본특성 

훌훌협響:쓸 ιγ〉 γ’ 、ιj ‘ ι I 選끊 훌1:싫~ 짧tI값 왔繼혔 뿔響훌쌓경흙 

총인구수(명) 32.793.0 20.0 1,280,975.0 125,698.9 LoglO 

1인당 GDP(US dollar) 58 .10.3 0.0 451847 9.2332 LoglO 

총교역 (US dollar) 65.215.3 00 1,895,483.0 198.551. 0 LoglO 

호F국과의 교역량(US d이lar) 1,572 .1 0.0 56,054.0 6231.1 LoglO 

입국자수(인) 22.032 2.307.096 176,141 LoglO 

등록자수(인) 1246 84.591 6.901 LoglO 

수교기간(년) 26.8 0.0 550 14.0 

3) 지역의 경우， 범주형 명목변수로 판별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의 변형이 펼요하였다. 한국과의 거리적， 지역적 친밀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를 부여하여 판별분석에 이용하였다. East Asia and Pacific(1), West Europe(2), Europe and Central Asia(3) , 
South Asia(4) , Latin America and Caribean(S) , Middle East and Noπh Africa(6) , Sub-Saharan Afri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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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차이를보이며，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 

의하였다(P ( 0.005). 이것은 국가 규모가 큰 나라 

들이 국내에 공관을 파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다. (그림 3) 가)의 국내공관파견국 중 이상치 

(outlier, # 54)에 해당하는 국가는 New Zeala띠로 

한국과의 인접성과 강한 경제적， 지리적 연계성에 

의해 인구규모는 작지만 공관을 파견하고 있는 것 

들의 차이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Bonferroni test를 실시하였다. Bonferroni test 

는 2개 이상의 그룹에 대하여 각 그룹간의 평균값 

의 차이를 구하고， 그 차이의 통계적 신뢰성을 파 

악하는 기법이다 (Norusis and SPSS , 1994). 

국가의 총인구 측면((그림 3) , 가)에서는 국내공 

관 > 국외공관 > 공관미파견국의 순으로 인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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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관설립여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표들의 비교 

주) 공관설립여부에서 1은 국내공관 2는 국외공관， 3은 공관을 파견하지 않은 국가를 나타냄‘ 가) 인구규모， 나) 1인당 GDP, 다) 총교역량， 라) 
교역량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 마) 한국방문자수 I::J f)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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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판단된다. 1인당국민소득의 측면((그림 3) , 

나)에서 국내공관국들은 국외공관국들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p ( 0.005)한 수준에서 높은 국민소 

득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관미파견국과의 차이 

는 명확하지 않다. 공관미파견국들이 국외공관국 

들에 비해 더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며， 국내공관국과의 비교에서도 평균 

소득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높은 

국민소득을 보이는 공관미파견국들의 경우 상당 

수는 국가규모(인구규모)가 적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판단된다. 

총교역량측면과한국과의 교역량비 ((그림 3) 다 

와 라)에서 국내공관국은 국외공관국과 공관미파 

견국과는 뚜렷한 차이(p ( 0.0여)를 보이는 반면， 

국외공관파견국과 공관미파견국 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공관파견국 

중 Laos PDR( # 44)와 Congo D. (# 16)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공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반면， Bahamas( # 147)은 한국과의 교역량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을 설립하지 않은 대표적 

인나라로파악되었다. 

한국과의 인적교류측면(방문자수와 한국내 외국 

인등록자수) ((그림 3) 마， 바)에서도 교역량과 마 

찬가지로 국내공관국과 공관미파견국 간에 뚜렷 

한 차이가 나지만， 국외공관국과 공관미파견국 간 

에는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Nepal( # 126)은 한국에 등록된 거주민의 수가 상 

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대사관에서 한 

국과의 외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편， 

Kyrgystan( # 162) , Moldoba( # 167) , 그리고 

Tajikistan( # 181) 등의 국가들은 한국에 등록된 외 

국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을 설립하고 있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파악되었다. 

3) 공관설립의 원인에 관한 판별분석 

한국 내 공관설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과의 수교국을 국내공관국(1)， 국외공관국(2) ， 공 

관미파견국(3)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은 

특정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 

들을 파악하는 통계기법 이다 (Norusis and SPSS , 

1994). 

세 집단의 구분근거를 판별하는 분석을 통해 2개 

의 정준함수가 추출되었으며， 첫번째 함수가 전체 

변량의 91.7%를 설명하는 한편， 제2의 함수는 

8.2%의 설명력을 가진다((표 4) ). 추출된 두개의 

정준함수에 의해 전체 국가 중 75.4%가 정확하게 

예측된 것으로나타났다((표 6) 참조). 제 1정준함 

수는 전체교역량， 입국자수， 등록외국인수， 총인구 

수，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량비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제 2정준함수의 경우에는 수교기간， 지 

역， 그리고 개인당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표 5) ). 따라서 제 1정준함수는 ‘물적

인적교류’ 를 나타내는 반면， 제 2정준함수는 ‘정 

〈표 4) 판별분석 결과 나타난 정준함수들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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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준함수의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계수와 구조행렬 

function coefficient)를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은 정 

준함수에서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 

다. 반면에 〈표 5) 의 구조행 렬(structure matrix)은 

각 독립변수들와 정준함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는 것으로 높은 값을 가지면 그 함수에 대한 상 

대적인 기여Dt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4)는 추 

출된 두개의 정준함수에 대한 각 국가들의 위치를 

도화한 것으로서 각 국가들이 가지는 함수별로 상 

치-외교적 교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있다. 

제 1정준함수의 높은 설명률은 외교공관의 파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인적-물적 교류’ 가 가장 중 

요하며， 부차적으로 ‘정치적-외교적 교류’ 정도가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는 두개의 정준함수들이 갖는 각 변수들 

의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계수(standardized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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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정준함수에 대한 국가들의 분포특성 
주) 타원 안에 속하는 국가들은 오분류의 가능성이 큰 나라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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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표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내공관국들은 

0 이상의 제 1정준함수값을 가지고 있으며 , 이것은 

이들 국가들이 한국과 물적， 인적인 교류 면에서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국외공관국들도 상대적 

으로 뚜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제 1정준함수 

(인적-물적교류)값이 낮은 반면， 제 2정준함수(정 

치-외교적 교류)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공관 

미파견국의 경우， 제 1과 제 2함수 공히 낮은 값을 

보이는것을알수있다. 

〈표 6)은 정준함수에 의해 구분된 각 국가군별 

의 예측도를 나타낸 표이다. 추출된 두개의 정준함 

수에 의해 전체국가 중 75.4%가 정확하게 예측되 

었으며 , 대부분의 오분류 국가들은 〈그림 4) 의 타 

원 안에 위치하는 국가들이다. 국내공관 89개국 

중 78개국(88010)은 판별함수에 의해 예측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11개국은 국외공관국으로 예 

측4) 되었다. 오분류된 117~국은 추출된 판별함수 

에 의해 한국에 공관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의 공 

관에서 겸임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의 인적-물적교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 

은 교류정도를 보이지만 파견국의 판단에 따라 공 

관을 파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서울시 

에 계속 잔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국외공관국의 경우 사용된 판별식은 61%만 정확 

히 판단하였으며， 오분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다. 오분류된 국가들 중 판별함수에 의해 국내에 

공관을 설치할 것으로 예측된 국가들은 총 117~국 

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대사관 

을 운영하면서 한국과의 외교업무를 처 리하고 있 

다. 이들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한국 내 공관을 설 

치 ·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 ·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절한 이 

전유인책을 통해 한국 내 공관을 신설 ·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판단된다. 반면 오분류 

된 국가들 중 공관을 설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국가들이지만， 국외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은 107~국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의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으로판단된다. 

〈표 6) 정준함수에 의한 그룹별 예측결과 

국내공관 

국외공관 

공관미설립 

4) 오분류된 국가들의 구체적인 국가명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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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내 대사관의 분포특성 

지난 30년간 한국 내에 입지하는 대사관의 수는 

22개에서 89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년 평균 2 

개 이상의 대사관이 신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참조) . 박수진(2004)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의 외교공관들의 분포상황을 시계열적 

으로 분석하였다. 1970년대는 대부분의 대사관들 

이 주로 사대문 안쪽(종로， 세종로)과 이태원동을 

중심으로 한 용산지구에 산재된 형태를 보였지만， 

지난 30년간 점차 세종로 주변， 한남동-동빙고동， 그 

리고강남지역의 37~ 지역에밀집되는경향을보였다. 

〈그림 5)는 외교공관이 다수 밀집된 상위 6개 행 

정동에서 지난 30년간 공관의 증감을 표시한 것이 

다. 한남동의 경우에는 80년대 이후 공관 수의 지속 

적인 증가를 보여 2002년 현재 28개국의 공관이 위 

치하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 

분의 공관들은 독립건물을 샤용하고 있으며， 한남 

로와 독서당길을 중심으로 밀집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남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곳 

地理學論養 제45호 (2005.2) 

은 동빙고동으로 현재 약 10개의 공관이 위치하고 

있다. 동빙고동에 입지하고 있는 공관들 역시， 한남 

동과 마찬가지로 독립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캐 

피탈 호텔 입구의 한 개의 가로를 따라 분포하고 있 

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남동과 동빙고동과는 달리 

전통적인 대사관 밀집지역이였던 이태원동의 경우 

1990년까지 지속적인 대사관수의 증가를 보이다， 

1995년경에는 5개국 미만의 공관들만이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감소추세는입지선호도가높은동빙 

고동과 한남동으로 대사관들이 이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판단된다. 

세종로를 포함하는 종로 1가 역시 뚜렷한 공관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곳은 한국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수립해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 

국 동의 소위 강대국의 공관들이 오랜 기간 위치한 

곳으로， 한국정부의 중요행정기능의 중심지라는 

상징성을고려하여 입지한것으로추정된다. 특징 

적인 것은 세종로 주변에 독립건물을 확보하지 않 

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주변의 대규모 빌딩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그 대표 

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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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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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난 30년간 각 동별 외교공관의 변화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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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가 세종로와 외교통상부에 인접해 있는 교 

보빌딩으로서 이곳에는 2003년 현재 7개국 (오스 

트리아， 호주， 콜롬비아， 네텔란드， 핀란드， 뉴질랜 

드， 스리랑카)의 공관이 입지하고 있다. 

2) 대사관 밀집지역별 국가특성분석 

여기서는 서울시의 3개의 공관밀집지역을 대상 

으로 공관의 형태(독립건물사용과 사무실 임대) , 

그리고 각종 사회경제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공관 

밀집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7) ). 공 

관밀집지역은 1) 한남동， 동빙고동， 이태원을 포함 

한 용산지구， 2) 세종로주변， 그리고 3) 강남지구로 

구분하였다. 공간의 위치와 더불어 독립건물사용 

여부에 따라 다음의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위치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에 공관을 파견 

하고 있는 국가 중 건물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 국가는 47개국으로 전체의 53% 정도이다. 

• 그룹 0: 용산지구에서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공 

관군(총 32개국) 

• 그룹 1: 용산지구에서 건물의 일부를 시용하는 

공관군(총 13개국) 

• 그룹 2: 세종로 주변에서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공관군(총 117ß국) 

• 그룹 3: 세종로 주변에서 건물의 일부를 사용 

하는 공관군(총 27개국) 

·그룹 4: 강남지역(독립건물구분을 하지 않 

음)(총 3개국) 

• 그룹 5: 기타지역(공관이 없거나 다른 지역)(총 

3개국) 

〈표 7) 서울시 외교지구별 공관형태 및 파견지역의 분석 

% 

서유럽 

% 

동유럽 및동아시아 

% 

남아시아 

%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 

중동및북아프리카 

% 

사헬남부아프리카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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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시에 입지하고 있는 공관위치 및 공관형태별 파견국의 국가들의 사회경제적인 지표분석 
주) 그룹의 구분근거는 본문을 참조 

아프리카(4개국， 44，4%)，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5 

개국， 41.7%) 등으로 나타났다. 사무실을 임대하 

여 사용하는 국가 역시 사헬 이남의 아프리카(3개 

국， 33.3%),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2개국， 16.7%),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용산지 

구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종로에 

대사관을 둔 국가들에 비해서 1인당 국민소득， 교 

역량， 그리고 방문자수 등의 사회경제적인 지표들 

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참조). 

한남동과 동빙고동으로의 외교공관 밀집현상은 

다양한요인에 의해 설명이 가능할것으로보인다 

(박수진， 2004).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지역이 

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이다. 대부분의 독립 

공관들이 3-4층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 

〈표 7)은 공관밀집지역별 그리고 공관형태별 분 

포를 정리한 것이며， (그림 6)은 각종 지표 중， 1인 

당 GDP , 총교역량， 방문자수， 그리고 외교관수를 

공관밀집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 지역별 대사 

관의 특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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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용산지구 : 용산지구에 입지하고 있는 외교공 

관의 경우，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국가는 32개국， 

그리고 사무실을 임대한 공관을 사용하는 나라의 

수가 137R국으로 서울시 공관의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독립공관운영을 운영하는 

대사관이 47개국에 불과하며， 이중 68%가 용산지 

구에 입지하고 있다. 독립공관을 사용하는 국가들 

의 지 역별 국가수와 한국 내 입지의 상대적 비율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107R국， 62.5%) ， 사헬 이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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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면， 세종로지구 혹은 강남지역에 비해 낮은 

지가가 이 지역의 높은독립공관비를설명하는주 

요요인으로파악된다. 반면， 이 지역은도심의 중 

앙정부기능과의 비교적 용이한 접근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남로변에 위치한 외교통상부 장관 관저 

역시 중요한 입지고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분석된다. 또다른 원인은 이 지역이 전통적 

으로 외국인 주거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 

이다. 용산은 조선말 일본이 식민지 경 영을 위하여 

도섬과의 근접성， 한강 수로에 대한 접근성， 인천 

항과의 철도 연계성에 근거하여 식민통치를 위한 

군사기지로 삼은 바 있다. 이후 1945년 해방이후 

한국군과 미국의 사령부가 들어서면서 외국인 거 

주시설 및 문화시설들이 입지하기 시작하였고， 현 

재에도 한남동에는 UN village, 그리고 이태원의 

해방촌이라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 

지 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거주지 

역 주변에는 다수의 외국인 학교들과 외국인들의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고있다. 

。세종로지구 : 현재 세종로지구에 입지하고 있 

는 공관은 40개국으로서 전체 공관의 45%를 차지 

하고 있다. 이 중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나라의 수 

는 13개국으로， 이들 대부분은 아시아 및 태평양지 

역， 서유럽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과의 외교관계에서 경제적，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국가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등이 대부 

분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경제규 

국으로 집계되어， 전체 독립건물을 이용하는 공관 

의 27%를차지하고있다. 지역 별로는라틴아메리 

카 및 카리브해 연안국(127fl국， 80 %), 서유럽(7개 

국， 성.8%) ， 그리고，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지 역 국 

가(4개국， 25%)들이 주률 이룬다. 특히， 경제수준 

이 높은 서유럽국가들도 정부기능이 밀집해 있는 

세종로 주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로 지구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부기능의 

중심지로서 외교기능의 밀집은 예상할 수 있는 사 

실이지만， 공관 파견국의 특성은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전통적으로 한국과 정치 · 경제적 

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독립 

건물을 운용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에서 소규모 공관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 그 

리고 셋째 ,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사무실을 임대 

해서 공관을 운용하고 있다. 세 번째로 분류된 상 

당수의 국가들은 한남동이나 동빙고동으로 이전 

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2004). 

0강남지구 : 서초동과 논현동， 대치동을 포함하 

는 강남지역에 현재 3개국의 공관들이 입지해 있 

다. 서초동의 경우는 외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필리핀대사관등이 있으며，강남지 

역에서 외교센터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공관은 이 

스라엘 대사관이 유일하다. 

모， 한국과의 물적 교류， 그리고 주재하고 있는 외 6. 결론 
교관수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군들과는 뚜렷한 차 

이를 보인다((그림 6) 참조). 세종로 지구에서 사 한국은 지난 30년간 수교국 수의 괄목할만한 증 

무실을 임대하여 공관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27개 가를 보여， 2002년 현재 184개국과 외교관계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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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공관을 설치 운영하는 

국가는 전체 수교국의 48%인 89개국에 머물고 있 

으며 ， 290/0에 해당되는 %개국은 일본과 중국을 포 

함하는 제 3국의 공관에서 한국과의 외교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판별분석을 통해 한국에 대사관을 

설립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의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물적-인적교류 ‘ 

정도이며，둘째 요인은 ‘정치외교적 교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위상의 증가와 더불어 한 

국에 위치하는 공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및 국외공관(공관겸임국)의 비율은 

1995년을 정점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 정책과 동남아 

시아 국가들의 개발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이 지 

역의 경제적 · 외교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 

국에 파견되는 공관들이 북경 , 동경 , 그리고 동남 

아 국가에 소재한 공관들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속에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들의 유출을 막고 한국 내 에 새로운 공 

관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요구된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지난 30년간 한국 내에 입지 

하는 대사관의 수는 22개 에서 89개로 증가하였다. 

서울시 내 대사관의 위치는 지난 30년간 세종로 

주변지구， 용산지구， 그리고 강남지구의 3개 지 역 

으로 뚜렷한 집중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용산지 

구에 입지하고 있는 외교공관들의 경우 상당수가 

독립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동 및 북아프라카， 사헬 이 

남의 아프리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 역의 국가 

들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 지 역의 높은 외교공관 

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도심의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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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능과의 접근의 용이성， 그리고 전통적인 외국 

인 주거지 역으로 인한 생활의 편의 등이 주요 원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로지구는 중앙정 

부기능의 밀집지역으로서 용산지구와 거의 유사 

한수의 외교공관들이 입지해 있으며，크게 세가지 

부류의 국가군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첫째는 전 

통적으로 한국과 경제적 , 정치적으로 유대가 강한 

나라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이 독립공 

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는 경제수준이 높은 서 

유럽국가들도 정부기능이 밀집해 있는 세종로 주 

변을 선호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독립된 공관을 

운영하기보다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공관을 운영 

한다. 세 번째 국가군은 남미와 아시아의 개발도상 

국들이 사무실을 임대하여 공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계열적 변화특성과 공관소유국의 특성 비교에 

서 유추되는 사실은， 서울 시내에서 공관들의 밀접 

현상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남 

동-동빙고동을 포함하는 용산지구의 경우에는 공 

관의 밀집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세 

종로 지구에 입지하고 있는 공관들 중에서 사무실 

을 임대한 공관들 중 상당수가 한남동-동빙고동 지 

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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