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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T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활동도 이전까

지의 전통외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외교양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주체와 새로운 외교영

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활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외교양식의 대표적 유형으로 

등장한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각 주체별 다양한 

외교활동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토대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외교의 주체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외교 수단의 변화로 인해 세계무대를 토대로 다각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역량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외교

의 역할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여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공공외교,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 네트워크, 지방외교, 외교정책

Abstract While networks of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ctively connec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ICT-based infrastructure, diplomatic activities are also evolving into various 

diplomatic forms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diplomacy before.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public diplomacy activities that focus on subjects other than the government and new diplomatic areas 

are accelerating.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of public diplomacy that has emerged as a 

representative type of new diplomatic style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global governance. The analysis was attempted based on data generated mainly on the main contents 

of various diplomatic activities by each entity, and the future direction of public diplomacy was sought. 

In particular, the subject of diplomacy is becoming more diverse, and most of all, various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based on the world stage due to changes in diplomatic means. Most of all, they 

understood that all the people are playing the role of private diplomacy, and that the roles and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becoming stronger. Global governance needs to be built to 

revitalize public diplomacy, and support policies need to be continued by expanding the role of public 

diplomacy and various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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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CT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활동도 이전

까지의 전통외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외교양식으로 진

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주체와 새로

운 외교영역을 초점화한 공공외교의 활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대외적 활동을 통한 지방외교의 형태

는 물론 시민, NGO 활동 등 여러 주체를 중심으로 영역

이 확장되는 모습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ICT의 활용은 

무엇보다 글로벌 시각에서 사회구조의 빠른 변화를 유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간 경쟁을 넘어 지

역간에도 직접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시

장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이어

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기제를 토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1].

공공외교는 외국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

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이미지제고 및 브랜드 가치

를 높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을 

뜻한다. 지난 2010년 ‘공공외교의 원년’ 선포를 시작으로 

외교부는 기존의 정무외교, 경제외교, 공공외교를 외교의 

3대축으로 설정하였다.
1)

이후 공공외교법의 공포와 시행

에 따라 확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영역의 확

대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1, 2].  

공공외교법이 시행된 이후 여러 주체가 중심이 되어  

주제를 설정하고 교류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 문화, 

예술, 학술 활동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공외교 

활동은 특히 외교부는 물론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

부, 민간단체와 기업까지 연계되어 상호교류를 활발히 이

어가고 있다[3].

따라서 공공외교 분야는 이전과 달리 주체의 다양성과 

더불어 활동 영역도 확장되는 등 민간영역의 역량이 보

다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간에

서는 공공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다각적이고 저극

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새로운 영역의 개척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

1) 대한민국 공공외교 홈페이지 http://www.publicdiplomacy.go.kr, 

2016/12/1.

고 주요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활동을 파악한

다.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 활동

의 주요 현황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새롭게 제기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가 

갖는 정책적 함의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를 위

해 필요한 쟁점을 도출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기반의 사회 변화 과

정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외교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분권을 통한 지역의 역량강화가 

강조됨에 따라 지방정부 스스로 외교 활동을 함으로써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3-5]. 따

라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외교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거

버넌스의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동향 및 접근법

2.1 공공외교의 유형   

2016년 2월 ‘공공외교법’2)이 제정되었고 이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차원적 외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

히 초연결 사회의 가속화에 따라 국가간 교류도 활발해

지고 있고 교류의 방식과 양식도 이전과 달리 매우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3)

보편적으로 수행되었던 기존의 전통적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주체나 역할이 다양해 지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

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과 민간간의 공공외교 활동이 활

발하게 진행되는 등 민간교류 활성화는 새로운 공공외교

의 한 유형으로 상생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7-9]. 나아

가 새로운 글로벌 사회에서의 공공외교는 SNS매체나 커

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적극 이용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확

장성을 높여가고 있다[6, 10, 11].

2.2 공공외교의 의의

기존의 외교는 이데올로기 및 자원을 중심으로 자국의 

2) 공공외교법 제1조에서는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

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법률 제13951호, 

2016. 2. 3., 제정], [시행 2016. 8. 4.]   

3) 소프트파워의 확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외교가 

부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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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활동 등이 중심이었지만 

공공외교는 보다 소프트한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다. 무엇

보다 국가간 문화교류 및 스포츠, 관광등을 중심으로 생

활 밀착형 기반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

근에는 한류를 중심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한류콘텐츠는 한국의 공공외교 활동의 중심으

로 급부상하였다. 또한 민관파트너십 글로벌 NGO 활동 

등을 통해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그 역할의 파급효과도 

국가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외교를 통해 

글로벌 문제를 풀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점에서 국제

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다문화적 접근법의 기제가 강화됨에 따라 상

생효과를 높이기 위한 접근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12,13]. 이에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

계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3. 빅데이터를 통해 본 공공외교 활동의 변화

3.1 공공외교의 개체명 인식

데이터를 통한 공공외교의 현상을 파악하고 주요 활동

의 트랜드를 모색해 보고자 빅데이터 접근법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개체명 인식, 키워드분석, 언어별 키워드네트워

크 분석을 토대로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체명(Named Entity Recognition)은 이름을 가진 

개체(named entity)를 인식한다는 의미로 어떤 이름을 

의미하는 단어를 보고는 그 단어가 어떤 유형인지를 인

식하는 것을 뜻한다. 즉 어떤 이름을 의미하는 단어를 보

고는 그 단어가 어떤 유형인지를 인식하는 의미로 정보

추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는 주로 대용량의 

정보를 체계화 하여 주요 행위자가 관계분석을 시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14-16].

개체명 인식의 강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식체계

를 중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요

약해주고, 대량의 문서를 다룰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뢰

도도 높다는 점이다. 또한 시차적 접근이 가능해서 시계

열 분석 등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체명 인식을 적용하여 공공외교와 연

관되는 정보를 추출하고 관련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외교의 영문표현인 ‘public diplomacy’

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웹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Google’ 검색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

외 대상의 ‘공공외교’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public diplomacy”용어를 입력하

여 연관되는 개체 수를 분석하였으며, 총 8,362건의 수

집량을 중심으로 연관된 키워드 빈도수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2].

Fig. 1. Types of Public Diplomacy Networks

Fig. 1은 공공외교와 관련된 각종 문서를 통해 나타난 

키워드들의 유형화이다. 공공외교에 대한 잇슈를 중심으

로 분석한 결과 유형화가 형성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즉 일정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계성이 클수록 가깝게 

응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관계를 파악함

으로써 상호 관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외교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문화외교, 외국인유

학생, ODA, 지식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화외교는 

대체로 스포츠, 디자인, 미디어 등의 문화적 요소와 관련

된 키워드로 유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학교육, 

교육관련 개발원조(ODA),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등 각각의 의미있는 유형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15,16]. 그밖에 외교관 해외 활동 등과 관련한 이슈 등

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2 키워드 빈도분석

빅데이터 분석시 키워드를 통한 빈도수 분석을 시도하

게 되는데 이는 해당 용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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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a
n
k
I

n
g

Word
frequency 
number

R

a
n
k
I

n
g

Word
frequency 
number

1 policy 1,037 19 technology 184

2 relation 966 20 science 183

3 economic 833 21 war 182

4 trade 798 22 cooperation 180

5 culture 786 23 summit 166

6 communication 769 24 Trump 164

7 security 746 25 opportunity 127

8 NATO 492 26 partnership 120

9 peace 361 27 network 105

10 ambassador 344 28 assistance 96

11 investment 335 29 challenge 95

12 agreement 318 30 Obama 93

13 stability 277 31 military 93

14 development 270 32 partner 92

15 forum 267 33 conflict 87

16 president 232 34 civil 85

17 education 200 35 democracy 85

18 law 185 36 tourism 84

Table 1. Frequency of public diplomacy (English) 

keywords

public diplomacy 키워드를 통해 본 빈도수의 경우 

<Table 1>과 같이 ‘policy’, ‘relation’, ‘economic’, 

‘trade’, ‘culture’, ‘communication’등의 용어가 중점

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키워드 빈도

수를 볼 때 해외 웹사이트에서도 public diplomacy에 

대해 상호 인지하는 정도가 의미있는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공공외교와 관련된 키워드 빈도수를 토대로 

유관 용어들과의 상관성을 보면 이와 관련된 활동의 진

척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여러 접근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3 언어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altion)

분석은 행위자간 관계패턴을 도출하기 위해 행위자들간 상

관관계(Correlation)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를 중

심으로 나타나는 현황을 보면 <Figure 2>와 같다. 주로 

문화, 국제 갈등, 투자, 안정성 등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어 사용국가가 워낙 많다보나 

매우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17].

Fig. 2. CONCOR Analysis (discourse analysis)

Fig. 3은 Fig. 2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인 키워드로 수

집하고 자료를 정제하여 네트워크 구성도를 도출하였다. 

즉 키워드를 기반으로 각 범주별로 유형화되는 자료를 

구분하고 어떤 내용들이 내포되는지를 중심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 즉 공공외교라는 큰 범주안에 해당 키워드를 

도출해 보면 “외국인에 대한 한국 교육”이라는 내용이 선

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Fig. 3과 같

은 형태로 각각의 명칭을 설정하여 유형화 작업을 시도

하였다4)[18].

Fig. 3. public diplomacy network

4) “분야” 범주에서 키워드 추출의 빈도는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도량은 많지 않았다. “공공외교”와 직접적으로 함

께 출현하는 경우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확인해보면,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문화를 통한 공공외

교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진검사, 

정신건강 등 ‘보건 분야’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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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공외교 트랜드

이상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공외교의 유형을 구

조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화 하여 공공외교의 트

랜드를 접근해 볼 수 있다. 공공외교 중 민간이 주도하는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트랜드를 보면 가장 대중적인 것

이 문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워드 클라우드’를 중심

으로 접근하였으며, 해당 표현이 크면 자주 언급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2].

Fig. 4를 보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이 많음을 시

사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활동과 관련한 외교(행사)를 

중심으로 볼 때 2014년에는 안보, 한국, 통일, 공공 등의 

용어가 부각되고 있으며, 2015년, 2016년 모두 안보라

는 용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당

시 정세가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정치적 이슈가 국제적으

로 쟁점이 됨에 따라 보도에 다수 등장하고 이러한 정황

이 각인되면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파악 된다.[2,19]

contents Keyword distribution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키워
드를 보면 중심에 안보, 한국, 통일, 공

공 등과 관련된 용어가 연속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즉 해외에 비
쳐지는 우리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2014

2015년은 안보라는 용어가 매우 선명하

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안보
의 비중이 가장 크게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공공외교 주제는 안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15

2016년도 안보라는 키워드가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2015년에 비해 비중은 
다소 축소된 모습이다. 경제와 사회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문화 활동과 연계
되는 것은 여전히 안보주제가 강함을 확

인할 수 있다.

2016

Fig. 4. cultural and diplomatic trends

4. 결론

공공외교가 외교의 새로운 실천 분야로 급부상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능정보 신기술 기반에 따른 초

연결사회의 진입은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면

서 공공외교의 진전을 더욱 더 가속화 시키고 있다. 특히 

외교관계는 국가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첨예한 대립구

도를 보이게 되는데 공공외교는 문화교류, 교육교류 등 

교류의 관점에서 상생효과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능과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국제적 맥락에서는 어느 일방의 

가치를 배타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정체성과 가치의 상

대성을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차이를 포용적으로 수용하

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외교의 트랜드 분석을 시도하면서 

실제 공공외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자체 및 

재외공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접근하였다. 빅데이터 분

석은 전반적인 트랜드를 파악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방향

성을 모색하는데 장점이 있다. 반면 공공외교의 실질적 

정책지원을 위한 관계중심의 심도 있는 분석이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 주도적인 시각에서 매우 다양한 사업

들이 추진되었다. 다양성은 공공외교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속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회용 

행사처럼 공공외교의 성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외교의 주체를 중심으로 상생거버넌스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방된 시각의 접근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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