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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1177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17차. Amsterdam(네덜란드) 1984.4.25-27

1348

1178 IDB (미주개발은행) 총회, 제25차. Punta Del Este (우루과이) 1984.3.26-28

1349

1179 미국의 신 남북라운드 무역협상 제의, 1982-84

1350

1180 호주의 신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제의, 1983-84

1351

1181 New Round 대비 국제무역 관련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실무자회의, 1984.4.30-5.1

1352

1182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V.1 84.1-4

1353

1183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V.2 84.5-7

1354

1184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V.3 84.8-12

1356

11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협정) / 농산물 교역위원회, 1983

1357

1186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 농산물 교역위원회, 1984

1359

1187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협정 가입 검토, 1983-84

1361

1188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위원회, 1984

1362

1189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산업조정 작업단 회의, 1981-83

1363

1190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1983-84

1364

119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1983

1365

1192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1984

1366

119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제40차. Geneva, 1984.11.26.-30. 전2권. V.1 기본계획

1367

119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제40차. Geneva, 1984.11.26.-30. 전2권. V.2 결과보고

1368

1195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4. 전2권. V.1 1-8월

1369

1196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4. 전2권. V.2 10-12월

1370

119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양허위원회, 1984

1371

119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4

1373

1199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 회의, 1984

1375

120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그룹회의, 1984

1376

120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위조상품 교역문제 협의를 위한 전문그룹 회의 구성, 1978-84

1377

1202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4.10.30-11.2. 전2권. V.1 1984.1-9월

1378

120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4.10.30-11.2. 전2권. V.2 1984.10-12월

1379

120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84

1381

1205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주요인사 방한, 1984

1382

1206 수입 자유화 계획 GATT 통보, 1984

1383

1207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무역제한 조치, 1983

1384

1208 ISO(국제사탕기구) 회의. London(영국) 1984

1385

1209 ISO(국제사탕기구) UN 사탕회의, 제3부. Geneva(스위스) 1984.6.12-7.5

1386

1210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0-101차, 1984

1387

1211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회의, 제1차. Geneva, 1984.5.14-25

1388

1212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회의, 제2차. Geneva, 1984.10.8-19

1389

1213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23-126차. Brussels(벨기에) 1984

1390

1214 CCC(관세협력이사회) 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4

1391

1215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회의, 제11-12차, 1984

1392

1216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제30-31차. Brussels(벨기에), 1983

1393

1217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1-62차. Brussels(벨기에) 1983.6.13-17. 전2권. V.1 기본문서

1394

1218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1-62차. Brussels(벨기에) 1983.6.13-17. 전2권. V.2 회의자료 : 품목분류권고안

1396

1219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V.1 사전준비Ⅰ : 1982-83

1397

1220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V.2 사전준비Ⅱ : 국내

1398

1221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V.3 토의 내용 및 결과보고

1399

1222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V.4 각국 참가 교섭관계 기본문서

1400

1223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V.5 국가별 참가유치 및
대표단 교섭 Ⅰ : 회원국

1401

1224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V.6 국가별 참가유치 및
대표단 교섭Ⅱ : 국제기구 및 옵서버국

1402

1225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7-8차. Brussels(벨기에) 1984

1403

1226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3

1404

1227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및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 Brussels(벨기에) 1983-84

1405

1228 CCC(관세협력이사회) 화학자위원회 회의, 제38-39차. Brussels(벨기에), 1983

1406

1229 호주의 서태평양지역 다자간 무역협상 제의, 1983-84

1407

1230 각국의 대일본 무역 역조 개선 관계, 1984

1409

1231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대책, 1982-84

1410

1232 대캐나다 무역전문 변호사 고용문제, 1984

1412

1233 호주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한 특혜관세 철폐문제, 1982-84

1413

1234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84

1415

1235 한·중공 교역 추진, 1984

1416

1236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Quartz시계 수입규제, 1983-84

1417

1237 한·헝가리 통상, 1984

1418

1238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3-84

1419

1239 한·일본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 1984

1420

1240 한·소련 교역추진, 1983-84

1421

1241 미국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 1984

1422

1242 미국의 한국산 컬러 TV 덤핑 판정, 1984

1424

1243 한·미국 통상협력, 1984

1425

1244 한·베트남 교역추진, 1984

1426

1245 한·유고슬라비아 통상, 1983

1427

1246 한·유고슬라비아 통상, 1984

1428

1247 한·벨기에 통상장관 회담, 제9차 및 금진호 상공장관 구주 순방, 1984.5.24-6.9. 전3권. V.1 국별교섭 및
활동사항 (벨기에, 스위스)

1429

1248 한·벨기에 통상장관 회담, 제9차 및 금진호 상공장관 구주 순방, 1984.5.24-6.9. 전3권. V.2 국별교섭 및
활동사항 (독일, 영국, 프랑스)

1430

1249 한·벨기에 통상장관 회담, 제9차 및 금진호 상공장관 구주 순방, 1984.5.24-6.9. 전3권. V.3 국별교섭·
활동사항 (스웨덴) 및 종합결과보고

1431

1250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제7차. Ottawa, 1984.3.12-14

1432

1251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 제1차. Jakarta, 1984.9.13-14

1433

1252 한·뉴질란드 통상장관 회담, 제14차. 서울, 1984.9.3-4

1434

1253 한·태국 통상장관 회담, 제7차. Bangkok, 1984.9.20-21. 전2권. V.1 기본문서

1435

1254 한·태국 통상장관 회담, 제7차. Bangkok, 1984.9.20-21. 전2권. V.2 자료

1436

1255 한·미국 상공장관 회담, 제11차 및 통상사절단 미국 방문, 1984.3.5-7. 전3권. V.1 사전교섭

1437

1256 한·미국 상공장관 회담, 제11차 및 통상사절단 미국 방문, 1984.3.5-7. 전3권. V.2 결과보고

1439

1257 한·미국 상공장관 회담, 제11차 및 통상사절단 미국 방문, 1984.3.5-7. 전3권. V.3 회담자료

1440

1258 한·호주 무역실무회의, 제8차. 서울, 1984.10.11-12

1441

1259 한.방글라데시 무역회담 개최계획, 1984

1442

1260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철강[쿼타] 협상, 1983-84

1443

1261 한·EC(구주공동체) 간의 Stoneware 쿼타 협상, 1982-84

1444

1262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 제4차. New Delhi, 1983.5.12-13

1445

1263 1984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4. 전2권. V.1 제1-2차 회담

1446

1264 1984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4. 전2권. V.2 제3차 회담

1447

1265 한·노르웨이 간의 [섬유]쿼타회담. Oslo, 1984.3.12-14

1448

1266 한·미국 섬유실무협의, 1984

1449

1267 세계통상장관회의. Washington, D.C., 1984.5.11-12

1450

1268 세계통상장관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84.9.16-17

1451

1269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4

1452

1270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간 협력, 1984

1453

1271 한·미국 대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1984

1454

1272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Sydney, 1984.11.3-5

1455

1273 미국 지역별 관민 경제협의회 회의, 1984-85

1456

1274 통상사절단 중남미 순방, 1984.10.14-23. 전3권. V.1 사전준비

1457

1275 통상사절단 중남미 순방, 1984.10.14-23. 전3권. V.2 국별 교섭

1458

1276 통상사절단 중남미 순방, 1984.10.14-23. 전3권. V.3 결과보고

1459

1277 헝가리 무역사절단 방한, 1984.2.5-8

1460

1278 일본 수입촉진단 방한, 1984.10.5-12

1461

1279 파나마 투자유치단 방한, 1984.3.11-14

1462

1280 트리니다드토바고 통상관계 사절단 방한, 1983-84

1463

1281 Corvajal Herrera, Mario 코스타리카 수출투자상 방한, 1984.1.10-13

1464

1282 Laine, Jermu 핀란드 대외통상장관 방한, 1984.1.21-25

1465

1283 인도 통상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

1466

1284 Haugstvedt, Asbjorn 노르웨이 상무해운장관 방한, 1984.9.10-20

1467

1285 Ugarte Centurion, Delfin 파라과이 통상장관 방한, 1984.9.27-10.2

1468

1286 Ongpin, Roberto V. 필리핀 무역공업성 장관 방한, 1984.4.13-15

1469

1287 한·태국 구상무역 (제1단계) 1981-84

1470

1288 중국과의 과실(Fruits) 교역 분규문제, 1982-84

1472

1289 한국 홍삼 대중국 수출대리점 교체 문제, 1984

1473

1290 대중공 비료 수출, 1979-84

1474

1291 대가봉 철도차량 수출, 1984

1475

1292 대케냐 비료수출, 1984-85

1476

1293 한·프랑스 방위산업 협력, 1983-84

1477

1294 한국의 대이집트 군수품 수출, 1983-84

1478

1295 대케냐 군수품 수출, 1983-84

1479

1296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V.1 84.1-9

1480

1297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V.2 84.10-12

1481

1298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V.3 회의자료

1482

1299 중공산 석탄 수입, 1981-84

1483

1300 인도산 중고선박 수입문제, 1983-84

1484

1301 아일란드산 육류 정책 수입, 1983-84

1485

1302 요르단산 인광석 정책 수입, 1984

1486

1303 태국산 찹쌀 도입, 1980-84

1487

1304 터키산 엽연초 정책 수입, 1983-84

1488

1305 소련산 원목 도입, 1980-84

1489

1306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V.1 5-7월

1490

1307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V.2 8-11월

1491

1308 미국의 초콜릿 수입 개방 요구, 1984-85

1492

1309 삼성중공업의 호주내 선박 수주문제, 1984

1493

1310 네덜란드 KLM 항공기의 서울 취항문제, 1984

1494

1311 한·필리핀 항공협력, 1975-1983

1495

1312 Rawiri, George 가봉 제1부수상 겸 교통장관 방한, 1984.2.28-3.2

1496

1313 M. H. MOHAMED 스리랑카 교통·통신장관 방한, 1984.2.27-3.5

1497

84) 1984.9.18-10.2
1314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SI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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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152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이전에 따른 청사 및 관저 신축, 1978-84. 전3권. V.3 1983-84

1716

1522 주모로코 대사관 청사 매입, 1984-85

1717

1523 주멕시코 대사관 청사 매입, 1983-84

1718

1524 주미국대사관 청사 신축부지 매입, 1983-84

1719

1525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저 증·개축, 1984

1721

1526 주자메이카 대사관 관저 매입, 1981-84

1722

1527 주케냐 대사관 관저 매입, 1983-84. 전2권. V.1 1983.3-1983.11

1723

1528 주케냐 대사관 관저 매입, 1983-84. 전2권. V.2 1983.12-1984.7

1724

1529 주파나마 대사관 관저 매입, 1981-84

1725

1530 주포르투갈 대사관 관저 매입, 1980-84. 전2권. V.1 1980-81.8월

1726

1531 주포르투갈 대사관 관저 매입, 1980-84. 전2권. V.2 1981.9월-84년

1727

1532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V.1 1981년

1728

1533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V.2 1982년

1729

1534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V.3 1983-84년

1730

1535 주미국대사관 관저 신축, 1984. 전2권. V.1 1-6월

1731

1536 주미국대사관 관저 신축, 1984. 전2권. V.2 7-12월

1732

1537 주 앵커리지(미국) 총영사관 관저 매입, 1984-85

1733

1538 주베네수엘라 대사관 관저 매입, 1983-84

1734

1539 주일본대사관 별관 과세문제, 1978-84

1735

1962-79년도
1540 재외공관 회계 사무처리 규정, 1962-79

1739

1541 김대중 납치 사건, 1979. 전4권. V.1 1-5월

1740

1542 대사파견 - 뉴질란드, 1977-79

1742

1543 80년대 한ㆍ미국 외교대책, 1979

1743

1544 한·미국 정무 일반, 1979

1744

1545 재외공관 설치 - Tripoli(리비아) 총영사관, 1978-79

1745

1546 고상문 실종 [납북]사건, 1979. 전2권. V.1 기본문서

1746

1547 고상문 실종 [납북]사건, 1979. 전2권. V.2 자료집

1748

1548 박정희 대통령ㆍCarter 미국 대통령 간의 친서교환, 1977.2.15-79.3.6

1749

1549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1차. 경주, 1979.5.7-8. 전3권. V.1 사전준비

1751

1550 공관장회의, 1979년도 - 아ㆍ중동지역. 서울, 1979.2.5.-9. 전2권. V.2 공관 개별자료

1752

1551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1 사전교섭

1753

1552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3 결과보고

1754

1553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7 정상회담 토의자료

1755

1554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8 준비자료

1756

1555 Tolbert, William R. 라이베리아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77-79

1757

1556 Karamanlis 그리스 수상 방한 초청계획, 1979

1758

1557 후꾸다(福田赳夫) 전 일본 수상 방한, 1979.6.19-23. 전2권. V.1 기본문서

1759

1558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78.3.2-8

1760

1559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79.9.24.-10.4. 전2권. V.2 자료집

1761

1560 Kissinger, Henry A. 전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79.5.11-13. 전2권. V.1 기본문서

1762

1561 공화당 대표단 튀니지 PSD 사회당 전당대회 참석, 1979.9.4-7

1763

1562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단 방한, 1979.1.12-14

1764

1563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 의원단 방한, 1978.1.4-8

1765

1564 Kalicki, Jan H. 미국 의회보좌관 방한, 1979.8.24-29

1766

1565 북한·쿠웨이트 관계, 1979

1767

1566 북한·미국 관계, 1978

1768

1567 북한·미국 관계, 1979

1769

1568 북한·중미 관계, 1979

1770

1569 북한·남미 관계, 1979

1771

1570 주체사상 국제 세미나, 제5차. New Delhi, 1979.4.14-16

1772

1571 3당국회의 [남북한·미국 고위당국자대표회의] 1979. 전5권. V.4 한·미국 실무협의회의. 서울, 10.22-23

1773

1572 3당국회의 [남북한·미국 고위당국대표회의] 1979. 전5권. V.5 홍보 및 각국 반응

1774

1573 일본·미국 안보협력, 1979

1775

1574 미국 FMS 차관에 의한 대여함정 기간연장 및 구매, 1978-79

1776

1575 미국의 대한 군사훈련 및 교육 원조, 1976-77

1777

1576 미국산 군수 물자 구매, 1978-79

1778

1577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5권. V.2 2-4월

1779

1578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5권. V.3 5-6월

1780

1579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5권. V.4 7월

1781

1580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5권. V.5 8-12월

1782

1581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4 전2권. V.1 1-7월

1783

1582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4. 전2권. V.2 8-12월

1784

1583 미군의 한국 주둔에 관한 자료, 1972

1785

1584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 (Team Spirit) 1979

1786

1585 SOFA-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76-77

1787

1586 미국·소련 재래식 무기판매 제한협상 (CAT) 1978-79

1788

1587 해양법대책위원회 자문위원단 회의, 1979

1789

1588 제주해협의 해양 환경 보호대책 검토, 1979

1790

1589 한국의 대오트볼타 원조 (무상원조), 1978-79

1791

1590 한·영국 흑백 TV 수출자율규제 협상, 1978-79

1792

1591 중미지역 국가 정세, 1979

1793

1592 재일본 교민 서훈, 1979

1794

1593 이용운 전 해군참모총장 일본 내 반한 활동, 1975-79

1795

1594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7차, 1979.3.7

1797

1595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8차, 1979.7.12

1798

1596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9차, 1979.11.7

1799

1597 주브라질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972-79. 전3권. V.3 19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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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미국의 ILO (국제노동기구) 재가입 및 탈퇴·
재가입 과정 조사, 1980-84

1. ILO 사무국은 1977.11.6. 탈퇴한 바 있는 미국이 다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1980.2.13. 발표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1.17. 미국의 ILO 탈퇴 및 재가입 경위를 외무부에 보고함.
미국의 ILO 탈퇴는 PLO의 옵서버 자격 인정, 공산권 제국의 ILO 노사정 3자대표 정신에 위배된
투표 경향, 아랍제국의 이스라엘 비난, 아프리카제국의 남아공 비난 등이 이유
미국의 ILO 탈퇴로 인한 기여금 불납으로 ILO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
미국의 ILO 복귀 요인으로 공산권의 노사정 3자대표의 동일한 투표경향은 시정될 수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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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후 각종 회의에서 종전의 정치적 언동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종래의 운영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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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 복귀를 결정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0차. Geneva
(스위스) 1984.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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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4.6.6.~26.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국제노동기구) 제70차 총회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신청
서를 ILO 사무국에 제출하고, 제225차 ILO 집행이사회는 1984.3.2. 한국의 옵서버 신청에 관한 사무총
장의 보고를 이의 없이 접수, 한국 대표단을 옵서버로 초청키로 결정함.
북한 대표단도 제70차 총회에 옵서버로 초청키로 결정

2. 정부는 제70차 ILO 총회에 참석할 대표단(옵서버)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890

대
 표단

- 수석대표 정한주 노동부장관, 교체수석대표 박쌍용 주제네바대사, 정부대표 4명, 사용자대표 4명 및
노동자대표 6명
정부 훈령

- 국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국제노동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ILO 가입에 대비한 지지기반을 조성
- 우방국은 물론 비동맹권, 공산권, 미수교국 대표 및 노동관계 인사들과의 친분 및 유대강화에 노력
- 북한이 ILO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한국도 동시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태세 필요

3. 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가국

- 151개 회원국 중 121개국 참석 (북한은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2명 참석)
한국 수석대표는 기조연설(6.8.)을 통하여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 및 경제발전상을 소개하고, ILO
가입 의향을 표명
수석대표는 또한 각국 노동장관 등 주요 대표들을 접촉하여 한국 근로자 파견문제, 방한초청 및
ILO 가입문제 등에 관해 협의
수석대표는 F. Blanchard ILO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사무총장의 방한문제 및 한국의 ILO 가입문
제를 협의한바, 동 사무총장은 1985년 총회 시 가입 신청할 것을 권고하면서 유리한 상황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

- 유엔 비회원국의 가입 요건은 총회출석 정부대표 2/3를 포함, 전체대표 2/3 찬성 필요

4. 대표단은 3차(82, 83, 84년)에 걸친 한국의 옵서버 참석으로 ILO 가입기반이 구축되고 또한 ILO 사무총장
및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가입자격과 준비완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건의함.
ILO 제71차 총회(1985.6월) 시 가입 신청(가입신청서는 1985.2월 제출)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교섭을 전개하고, 주요인사 접촉 및 국제회의 참가를 통하여 측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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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Blanchard,Francis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방한, 1984.12.2-6

1.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방한 경위는 다음과 같음.
주제네바대사는 정한주 노동부장관 명의 방한초청장을 1982.7.27. Blanchard ILO 사무총장에게
전달
Blanchard 사무총장은 7.30. 회신을 통해 방한 시기에 관해 주제네바대사와 협의할 계획임을 통보
1984.8월 Blanchard 사무총장은 1984.11월 방한을 희망한다고 통보
양측은 수차례의 조정을 거쳐 방한 기간을 1984.12.2.~4.로 확정

한국의 ILO 가입 추진 또는 ILO 총회 옵서버 참가 교섭 시 지원 획득
제
 68차 및 제69차 ILO 총회 옵서버 참가 초청, ILO의 한국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사의 표시

3.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외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 예방
노총위원장 및 산업별 노련위원장,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면담
현대조선소, 동양나일론 시찰
서울대 명예박사 학위 취득

4. 주요인사 예방 시 Blanchard 사무총장의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
 통령 예방 시

- 북한이 남북통일 시까지 남한의 가입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가 한국의 ILO 가입
을 지지하므로 한국의 가입은 시간 문제이며, 본인도 협력을 약속
-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근로자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바,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외
 무부장관 예방 시

- 한국 가입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한국은 ILO와의 공동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
- 소련이나 중국(구 중공)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은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과 일괄 가입토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 언급
노
 동부장관 예방 시

- 한국에서 ILO 관련 각종 국제회의 및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국제적 지위향상에 유익하며, 한국은 ILO
가입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는바, 본인도 한국 가입 지원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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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초청 목적은 다음과 같음.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19차. Hamburg
(독일) 1984.6.18-7.27.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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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6 / 13 / 1~333(333p)

1. 체신부는 한국이 1984.6.18.~7.27. Hamburg(독일)에서 개최되는 UPU(만국우편연합) 제19차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입후보하는 데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다각적인 검토 결과 피선 가능
성이 희박하므로 한국의 기여도에 대한 UPU 회원국의 평가를 재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2. UPU 사무국은 한국 국명 약자표기를 종전의‘COREE’
에서‘COR.R’
로 변경한다고 체신부에 통보해 옴.
892

외무부에서 UPU 사무국에 확인한바, 국명 약어 수정은 사무국의 결정사항으로 결정사항을
해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라고 언급
로부터‘RDPCOR’
로 변경
북한도 종래의‘RP.COR’

3. 총회 개최에 즈음하여 각국은 UPU 사무총장, 집행이사국, 우편연구자문이사회(CCPS)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지지 요청국이 1983~84.5월 기간 중 각종 국제회의
에서 한국에 대해 취한 태도를 고려하여 지지 대상국을 선정한다는 기준을 수립함.
4.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1984.5.12. 외무부에 UPU 제19차 총회에서 아랍권이 이스라엘 축출을 기도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이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과거의 예에 따라 이스라엘 축출결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축출결의안에는 비밀투표 시 반대, 공개투표 시 기권하며, 단순한 비난결의
안에는 찬성한다는 방침을 정함.
미국은 축출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UPU 활동 참가 중지 및 분담금 납부 중지 등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 측의 지지를 요청

5. UPU는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여 제15차 총회 이래 남아공 축출결의안을 채택한바, 정부는
결의안이 비밀투표일 경우 반대하고, 공개투표일 경우 기권한다는 방침을 정함.
6. 정부는 UPU 제19차 총회에 참가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
 표단

- 수석대표 오 명 체신부 차관 외 9명

1984

정
 부 훈령

- UPU에서의 이스라엘 축출문제: 상기 제4항 참조
- 남아공 축출문제: 상기 제5항 참조
- 사무총장 선거: IMO 이사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고려하여 브라질 지지
- 집행이사국 및 우편연구자문이사회(CCPS) 위원국 선출: 상기 제3항 참조

7.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통상우편요율 50% 인상, 중계료 산출방식 변경 등 약 500건을 개정
UPU 사무총장에는 브라질 체신공사 사장이 선출

8. 대표단은 차기 UPU 총회(1989년, 미국)에 대비하여 한국의 집행이사국 및 우편연구자문이사회 진출,
제21차 총회(1994년)의 한국 유치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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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축출결의안은 서방 측의 토의 연기안 채택(찬성 73, 반대 32, 기권 15, 한국 측 찬성)
남아공 축출결의안은 비밀투표 결과 채택(찬성 77, 반대 46, 기권 10, 한국 측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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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19차. Hamburg
(독일) 1984.6.18-7.27. 전2권. V.2 각국의 입후보
지지요청 공한 및 자료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6 / 14 / 1~253(253p)

1. 본 문서철에는 UPU(만국우편연합) 제19차 총회 시 선출될 집행이사회 및 우편연구자문이사회(CCPS)
이사국 입후보 관련 각국의 지지요청 공한이 수록되어 있으며, 지지 요청국은 다음과 같음.
집행이사회 및 CCPS

- 쿠웨이트, 인도, 모로코, 멕시코, 레바논, 브라질, 일본 등
집행이사회

- 나이지리아, 튀니지, 요르단 등
894

CCPS

- 아르헨티나, 리비아 등

2. 각국이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해 온 데 대해, 외무부는 지지 요청국이 1983~84.5월 기간 중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취한 태도를 고려하여 지지 대상국을 선정한다는 기준을 수립함(문서철
V.1 참조).
3. 본 문서철에는 지지 요청국이 그간 국제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취한 태도를 지역별, 요청경로별로
분석하여 지지 대상국을 선정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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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6 / 15 / 1~43(43p)

1984

Mohamed Ibrahim SOBHI UPU(만국우편연합)
사무총장 방한, 1984.10.17-22

1. 체신부는 1984.9.15. UPU(만국우편연합) 사무총장(M. I. Sobhi, 국적 이집트)이 체신부장관 초청으로
방한함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대통령 예방 주선 및 외빈 차량 사용 등 협조를 요청함.
방한 기간

- 1984.10.17.~22.
방한 목적

- 한국 우정 100주년 기념 우정사업 발전 국제세미나(10.18.~21.) 참가 및 세계우표전시회(PHILAKOREA ’84)
개막식 참석(10.22.)

2. Sobhi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일정을 가짐.
국무총리, 체신부장관 예방
한국 우정 100주년 기념 우정사업 발전 국제세미나 개회식 참석(10.18.)
84) 개막식 참석(10.22.)
세계우표전시회(PHILAKOREA ’
판문점, 경주 및 삼성반도체 구미공장 등 시찰

3. 본 문서철에는 체신부에서 작성한 한국 우정 100주년 기념 우정사업 발전 국제세미나 및 세계우표전
시회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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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U 사무총장의 방한은 한국이 UPU에 가입(1900년)한 이래 최초의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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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국제전기통신연합) / WARC(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 단파방송 주관청 회의, 제1차.
Geneva(스위스) 1984.1.10-2.10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7 / 1 / 1~235(235p)

1. 체신부는 1984.1.10.~2.1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WARC(세계무선통신주관청
회의) 제1차 단파방송주관청회의에 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임을 ITU 사무국에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외무부에도 통보함.
동 회의는 방송업무에 사용되는 단파대 스펙트럼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재조정할 목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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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업무용 단파(HF)대의 주파수 재분배
- channel 간격 및 송신기 출력의 조정
- 단측파대(SSB) 방식의 점진적 도입
- 단파(HF)대의 전파특성을 고려한 기술기준 준비
- 각국의 단파(HF)대 주파수 수요산정 등에 관한 기본원칙 수립
각국은 보다 많은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므로 동 회의 참석은 중요

2.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박남희 체신부 전파관리국장 외 외무부, 체신부, 한국방송공사 대표 5명
정부 훈령

- WARC ’
79(1979년 세계무선주관청회의)에서 결정한 단파방송용 주파수대의 이용기준, 채널분배
방법, 송신출력 규모, 단파방송 전송방식 등의 토의에 적극 참가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
-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단파방송에 관한 기술기준, 채널분배 방법 및 현행 양측파대 방식의 단측파대
방식으로의 점진적인 이행절차 등을 규정한 최종의정서(Final Act)는 국제전기통신협약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서명
-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채널 간격은 10Khz, 주파수 허용 편차는 50Hz 이하, 출력 상한치는 250Kw
이하, 최대 주파수의 수는 2~3개 등 고려

3.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가국은 111개 회원국 (북한은 김래현 체신성 대표 등 5명 참석)
제4위원회에서는 용어의 정의, 기술기준에 관해 합의
제5위원회는 기획원칙 및 방법에 대한 선·후진국 간 의견이 대립

4.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제1차 회의 토의 기록(ITU 작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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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7 / 2 / 1~85(85p)

1984

Butler, Richard E.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 방한, 1984.11.2-10

1. R. Butler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은 1984.7.4. 주제네바대사에게 자신이 1984.11.6.~16. 서
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APT(아태지역전기통신공동체)에 참석차 방한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중국(구
중공)의 동 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
1984.7.23. 김성진 체신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별도로 동 사무총장에게 전달
동 사무총장은 10.15. 방한초청 수락 서한을 한국 측에 송부

2. 동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KBS 방송 기자회견

3. 동 사무총장의 방한 성과는 다음과 같음.
ITU 사무국에 한국인 직원 추가 진출 가능성 확인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전기통신기술개발 사업에의 ITU 지원 약속

4. 동 사무총장은 11.10. KBS 방송 기자회견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한국의 전기통신기술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
지
 난 1981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래 한국의 전기통신 수준이 최근 급속히 발전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
8
 8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준비로서 국가 간 전기통신시설의 증설과 확충이 중요하지만 연구
개발 측면, 관리 측면 및 서비스 측면도 중요하게 취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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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무부장관 및 체신부장관 예방
한
 국전기통신공사, 금성 및 삼성반도체 구미공장, 제주도 등 시찰

| 84-0786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CCITT(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 총회, 제8차. Torremolinos(스페인)
1984.10.8-19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4-57 / 3 / 1~241(241p)

1. 독 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및 벨기에는 1984.10.8.~19. Torremolinos(스페인)에서 개최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제8차 총회에서 선출될 CCITT 사무국장에
자국 인사가 입후보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독일 후보자는 지지 교섭차 1984.6월 외무부 국제기구과장을 방문
총회 투표 결과 독일 후보가 당선 (한국 측도 독일 후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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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제8차 CCITT 총회에 참가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대표단

- 수석대표 오 명 체신부차관 외 체신부 및 통신공사 등 대표 8명
파견 목적

-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기준의 채택 및 개정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
- 전기통신 분야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증진을 통하여 향후 한국의 전기통신정
책에 기여

3.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CCITT 총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
참가국

- 93개 회원국(미국 76명, 일본 37명 참석) 및 15개 국제기구
4차에 걸친 투표 끝에 CCITT 사무국장에 T. Irmer 독일 체신공사 이사가 선출
전기통신 발전에 발맞추어 기존의 연구그룹(Study Group)의 개편, 재구성 및 신설 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연구그룹(Special Study Group)을 신설
총 387개 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그룹별로 분류하여 연구토록 승인
1985.1~11월 사이에 권고록(Red Book)을 발간 계획

4.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로는 제8차 CCITT 총회 참가 보고서(체신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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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1983-84

1.‘원수폭

금지 일본 협의회’
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피해자 구원 운동 및 원수폭 금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제1회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는 1955.8.6. 히로시마에서 거행되었으며, 그 이후 매년 나가사키,
도쿄, 히로시마 등에서 개최

2.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1983.8.1.~9. 도쿄 및 나가사키)

- 본 문서철에 세계대회 행사 내용 수록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정식 입국신청을 접수한 바는 없으나 북한대표의 입국신청이 있으면
북한 요인이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고, 방일 중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 한국 정부는 1984.1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이후 양국 간 우호 분위기가 성숙된 가운데 북한대표의
일본 입국은 적절치 못하므로 일본 정부가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
북한 측은 일본 정부의 입국허가 조건에 불만을 표시하고,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대표단을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의 전문을 사회당에 송부

- 사회당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입국허가 조건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동 요청을 거부
조선중앙통신은 1983.7.22. 북한 박영시 부위원장의 담화를 보도한바, 동인은 일본이 북한 당국
자의 입국과 관련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모독이며, 북한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해 북한대표단의 불참을
정식으로 표명

3.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1984.8월, 도쿄)
일본 언론은 1984.5.14. 북한이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
외
 무부는 북한대표단의 참가 기도 관련, 북한대표단 입국 불허 또는 1983년도 경우와 같이
엄격한 입국허가 조건을 붙이도록 일본 측과 교섭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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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7월 일본 사회당 대표단의 북한 방문 시 북한 측은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

UN 인권위원회, 제40차. Geneva, 1984.2.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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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36차 회의(1983.8월, 제네바)에서 한국 인권 관련 진정서에 대해 토의
를 종결키로 결정하였지만, 1984.2.6.~3.16.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0차 인권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사항이 거론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방 인권위원국을 대상으로 한국 입장 지지교섭을 전개함. 또한,
이산가족 문제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40차 인권위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
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함.
900

네덜란드 외무성은 제40차 인권위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계획
이라 하여, 한국 측은 관련 자료를 제공
이산가족추진위는 83.12.6. 유엔인권사무국에 이산가족문제 진정서를 제출

2. 주제네바대표부는 유엔인권사무국 담당관을 통해 제40차 인권위 토의전망에 관해 파악함.
제40차 회의 시 주요 관심사항은 즉결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폴란드, 이란, 엘살바
도르 등에서의 인권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
한국 관련 사항은 제36차 인권소위에서 기각되었으므로 제40차 인권위에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
제37차 인권소위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제40차 인권위에서 KAL기 사건이 의제로 채택될 가능
성은 없는 것으로 예상
인권위 토의가 점차 action-oriented되는 경향

3. 외무부는 제40차 인권위 대책과 관련, 한국문제 거론 시 적극 반박하고 북한 인권문제 거론 유도,
NGO에 의한 KAL기 사건 거론 종용, 북한의 반한활동이 없는 한 랑군 암살폭파사건 불거론을 기본방
향으로 설정함.
4. 제40차 인권위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박쌍용 주제네바대사가 옵서버로 참석 (북한은 주제네바대표부 신현림 공사 참석)
아랍 점령지 내에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 3개 등 각 의제별 결의안을 채택
비밀투표를 통해 인권소위 위원 26명 전원을 재선

5. 또한, 네덜란드대표는 3.7. 연설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
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바, 이와 관련 한국 대표는 연설을 통해 북한에는 정치적 자유가 없다
고 언급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배경 및 한국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대해 설명함.

1984

북
 한대표는 답변권 행사를 통하여 남한에 인권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산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3자회담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한국대표는 1차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랑군 사건에 대한 규탄을 모면하려는 수단이며, 한국문제
는 남북한 간 직접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북
 한대표는 2차 답변권 행사를 통해 3자회담 제의 내용을 재설명하고 평화통일의 장애는 남한과
미국이라고 주장한바, 한국 측은 주한미군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둔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북한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10만여 명의 정치범 실태
파악을 위해 인권위가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희망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북한 측은 남한 대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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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남북한에 대한 1983년도 보고서를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 양심범 감금 및 고문과 사형제도에 대한 우려 표명
- 김대중사건 관련자에 대한 감형 등 특별사면조치 환영 등
북
 한
902

-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자료 미공개로 보고서 작성에 애로가 있음을 지적, 북한의 입법 및 사형제도
에 대한 자료 공개 촉구
- 북한의‘수용소 군도’존재 사실 언급 등

2. 제네바 소재 국제법률가위원회 사무총장은 1984.4.17. 주제네바대사 앞 서한을 통해 재일교포 보안사범
서준식에 대한 보안감호조치 연장 취소 및 사면을 요청함.
동
 위원회는 정의로운 법원칙을 실현한다는 취지하에 1952년에 설립된 비정치적 단체로 50여
개국에 지부 설치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8.6.~31.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7차 인권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재일교포
보안사범 석방 요구 등 5건의 한국 관련 진정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 동 진정서의 기각 교섭활동을
전개함.
동 진정서에 대한 답변자료(83.12.23. 연말특사, 84.2.25. 정치활동 규제자 해금조치, 84.3.2.
구속 학생 석방 등)를 유엔 인권위 사무국에 제출
유엔인권위원들을 대상으로 진정서 내용이 왜곡, 과장되었음을 설명하고 한국 관련 사항은
제36차 인권소위에서 토의 종결되었음을 상기
이에 따라, 제37차 인권소위 개최에 앞서 1984.7.23.~8.3. 개최된 진정서 작업단은 한국 관련
진정서 5건을 모두 기각

4. 제37차 인권소위원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박
 쌍용 주제네바대사가 옵서버로 참석 (북한은 주제네바대표부 신현림 공사 참석)
인권소위 위원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의제6(인권침해 문제) 토의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스리랑카의 TAMIL 소수민족 문제, 인도네시아의 동TIMOR 문제, 수단의 Amputation
처형문제 등이 거론

1984

소
 련의 사하로프 박사 부부 구금에 대한 공개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미국 및 캐나다 위원
제안)은 시간적 제약으로 토의 불가

5. 한편, 재일교포 법적지위문제와 관련, 재일한국부인회 회원들은 6.8. 유엔본부 앞에서 시위를 하였으며,
일본 류고쿠 대학 김동훈 교수는 제37차 인권소위에서 NGO 대표 자격으로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에
대한 지문 채취 등 차별정책을 비난하는 연설을 행함.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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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표부는 북한이 최초로 인권보고서를 CCP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권
위원회에 제출(83.10.24.)한 것과 관련, 1984.1.10.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CCPR 회원국인 북한이 CCPR 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서가 유엔 공용어로 번역되어 1983.12월말
배포되었으며, 동 보고서에는 북한이 1980년 광주사건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

904

- 광주사태 왜곡: 6천 명 사망 및 3천 명 부상, 관련 학생 체포를 위한 탄압 및 고문
- 국내정세 비방: 200명 이상의 학생이 반정부 시위로 체포, 30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가택연금 상태,
한국군 및 예비군이 민중 탄압에 동원
- 인권위가 한국 인권사항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C
 CPR 인권위는 제21차 회의(1984.3.26.~4.13. 뉴욕)에서 북한 보고서에 관해 토의할 예정이므로,
한국 정부의 CCPR 인권위 가입 검토를 건의

2. 외무부는 한국 대표가 CCPR 인권위에 옵서버로 참석하여 답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보고하도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한바, 주유엔대표부는 CCPR 규약 비당사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발언
할 수 없으며, 또한 규약 당사국일지라도 자국과 무관한 보고서 토의에 옵서버로서 발언하는 것은 불
가하다고 보고함.
3. 이에 따라, 외무부는 우방국 인권위원을 상대로 교섭을 전개하여 북한 보고서상 한국 비방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북한 보고서 토의 시 북한 인권상황을 추궁키로 한바, 인권위원들과 접촉한 결과
인권위원들은 북한 보고서가 한국 국내문제를 언급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고,
한국 측에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표명함.
4. CCPR 인권위의 북한 보고서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제1일(4.9.) 심의

- CCPR 인권위 의장은 북한대사 한시해에게 타국의 인권에 관계되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도록 사전 주의
- 북한대사는 한반도의 역사. 북한정권 수립 경과, 북한 신헙법 제정 등 북한 보고서의 배경에 대해 설명
- 북한 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원들의 질의(북한 보고서 내용의 불충실 지적, 이산가족 재회 실현 관련 질의,
개인이 김일성 주석을 비판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주체사상·거주 이전·종교의 자유에 관해 질의)

1984

제
 2일(4.12.) 심의는 인권위원 질의에 대한 북한대사의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북한대사는 한국
인권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외무부는 회의 벽두 인권위원장의 경고 등 한국 측의 인권위원 접촉을 통한 사전 견제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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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푸챠인의 인도적 긴급 구호를 위한 공여국
회의. New York,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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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주관하에 뉴욕에서 개최된 캄푸치아인의 인도적 긴급 구호를 위한 공여국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1984.5.2. 회의
유엔사무총장은 84.4.13. 공한을 통하여 동 회의가 1984.5.2. 개최됨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
동 회의에서 각국이 발표한 증여 계획은 아래 내용 참조 (한국 측은 회의만 참관)
906

- 일본: 기존에 서약한 100만 달러에 긴급구호용으로 80만 달러 추가증여 예정
- 미국: 기존에 서약한 400만 달러에 추가하여 200만 달러 서약
- 중국(구 중공): 유엔국경구호기구(UNBRO)에 5만 달러 기여 예정
- 독일: 28만 마르크 추가 증여 서약
- 스웨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60만 스웨덴 크로네 지원 서약
- 덴마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220만 덴마크 크로네 지원 서약
- 캐나다: 기존에 서약한 90만 달러에 긴급구호용으로 추가지원 검토 중
-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UNBRO에 각각 3만4천 달러 및 1만 달러 지원 서약

2. 1984.11.28. 회의
유
 엔사무총장은 1984.10.31. 공한을 통하여 동 회의가 1984.11.28. 개최됨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
동 회의 결과는 아래 내용 참조 (한국 측은 회의만 참관)

- 서구권 및 아세안 국가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 참석
- 참석 대표들은 태국-캄푸치아 국경 충돌사건에 우려를 표명하고, 캄푸치아 난민에 대한 지원 계속
필요성을 강조
- 태국대표는 캄푸치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캄푸치아 내 안전지대(Safety Zone)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
- 각국의 지원 서약 규모: 미국 UNBRO 예산에 200만 달러, 일본 WFP를 통해 1천만 달러, 영국 UNBRO에
25만 달러, 독일 150만 마르크, 중국 5만 달러, 기타 벨기에, 스위스 및 스웨덴 등 지원 서약

3.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 캄푸치아 난민 구호사업 보고서(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 84-079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57 / 9 / 1~181(181p)

1984

아프리카 난민 원조를 위한 국제회의, 제2차.
Geneva, 1984.7.9-11

1.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국은 1984.5월 제2차 아프리카 난민 원조를 위한 국제회의(ICARA)
가 개최됨을 1983.3.2.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해 옴.
제35차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 제1차 ICARA 회의는 1981.4.9.~10. 제네바에서 개최된바,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외교기반 강화를 위하여 2만 달러의 자발적 기여금을 서약 (제1차
회의 시 99개국 대표 및 60여 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약 5억7천만 달러의 기여금 서약)
주
 제네바대사는 제2차 회의 시 제1차 회의 시와 동일한 수준의 자발적 기여금 제공을 외무부에
건의

요청하였으나 한국 측은 준비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음.
3. 유엔 사무총장은 1984.3.26. 외무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1984.7.9.~11.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2차
ICARA 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석을 요청함.
UNHCR 사무국은 UNHCR 재정현황에 관한 자료를 한국 측에 별도로 송부

4. 외무부는 제2차 ICARA 회의에 주제네바대사가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기여금 2만 달러 제공을 서약하
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서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함.
아프리카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 표명을 통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외교기반 강화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기반 확충

5. 동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8
 3개국 대표 및 31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북한은 불참)
제2차 ICARA 선언문 및 행동계획안을 컨센서스로 채택
아
 프리카 난민 15개국의 128개 사업에 대해 총 3억6천만 달러의 국제원조 계획을 가결
참가국들은 각각 기여금을 서약하였으며(일본 650만 달러, 호주 2백만 달러 등), 한국 정부대표
로 참석한 박쌍용 주제네바대사는 2만 달러 제공을 서약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UNHCR 사무국은 제2차 ICARA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회의를 2차례 개최하면서 한국 정부의 참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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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세계 여성회의 준비회의, 제2차, Vienna,
1984.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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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유엔 여성 10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세계회의가 1985년 중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 준비를
위한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제2차 회의가 1984.2.27.~3.7.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1984.1.27. 보건사회부에 통보하면서, 보건사회부 또는 여성관계기관의 참가(옵서버)
를 요청함.
2. 보건사회부는 내부 사정상 상기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상기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지
908

공관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도록 1984.2.28. 외무부에 요청함.
3. 상기 회의에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직원이 옵서버로 참석하였으며, 북한은 북한대사관 직원이 옵서
버로 참석함.
4. 상기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
 계 여성회의 구성상 문제점
세계 여성회의에 제출될 기본문서 준비 작업
세
 계 여성회의 준비를 위한 기타 활동
제3차 준비회의에서 토의될 가의제 작성

| 84-0794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4-57 / 11 / 1~11(11p)

1984

1984년도 UN 여성 10년 자발적 기여금,
1983-84

1. 보건사회부는 1984년도 유엔 여성 10년 자발적 기여금 납부를 위한 1984년도 국제부담금 예산액은
2천 달러임을 1983.10.26. 외무부에 통보함.
2. 보건사회부는 1984년도 유엔 여성 10년 자발적 기여금 2천 달러를 송금수표로 1984.8.30. 외무부에
송부해 옴.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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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유엔대표부는 상기 기여금을 1984.9.14. 유엔 사무국에 전달함.

각국의 여성지위 관련 자료 수집,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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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사회부는 유엔 여성 10년 사업(1975~85년)의 일환으로 외국의 여성지위에 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재외공관을 통하여 수집해 줄 것을 1983.7.21. 외무부에 요청함.
2. 보건사회부가 수집을 요청한 자료 항목은 다음과 같음.
여
 성문제 담당 정부기구
여성문제 담당 특별기구(위원회, 전문연구, 교육, 개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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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문제 관련 법령 및 행정명령
여성의 주요 분야 진출 현황(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교육계 등)
여
 성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근거법령, 제도, 기관, 활동내용 등)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특별한 제도 및 정책

- 여 성문제란 근로여성, 모자보건, 모자복지, 윤락여성, 여성교육 등 여성과 관련된 복지대책 및
여성의 차별개선, 사회참여 확대 등을 포괄적으로 말함.

3. 외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보건사회부에 송부하였으며, 관련 공관은 다음과 같음.
아주지역

- 네팔,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피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미주지역

- 과테말라, 도미니카, 멕시코, 수리남, 에콰도르, 자메이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우루
과이
구주지역

-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아프리카

- 가나, 라이베리아, 모리타니,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자이르, 튀니지
중동

- 이집트, 바레인,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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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회의, 제4차. Mexico City, 1984.8.6-14

1. 제22차 유엔인구위원회 회의(1984.1.18.~20. 뉴욕)
이시영 공사 등 주유엔대표부 관계관이 옵서버로 참석
동 회의는 세계인구회의 준비회의에 앞서 세계인구문제 및 유엔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할 목적으로 개최
동 회의는 1985년 개최 예정인 제23차 인구위원회 회의 잠정 의제와 프랑스대표가 제의한 결의
안을 회의 최종문서로 각각 채택

이시영 공사 등 주유엔대표부 관계관이 옵서버로 참석
동
 회의는 제4차 세계인구회의 준비 상황, 유엔 사무총장의 세계인구계획 평가 보고서, 세계인
구회의에서 채택할 권고사항에 관한 각국 대표의 의견을 청취

3. 정부는 Mexico City에서 1984.8.6.~14. 개최되는 제4차 세계인구회의와 관련, 전두환 대통령의 메시지를
세계인구회의 사무총장에게 전달함.
4. 정부는 제4차 세계인구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김정례 보건사회부장관 외 외무부, 보건사회부 등 대표 14명
기본 훈령

- 인구대책 및 행동강령 채택과 관련된 회의에 참여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최대한 반영
- 인구정책 분야의 최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기여
세
 부 훈령

- 수석대표의 기조연설문에 포함된 3가지 건의 사항(인구정책 정보교류에 관한 문호개방, 각종 정부예산
중 인구사업예산의 1% 배정, 5년 주기의 세계인구회의 개최)을 홍보
- 군축예산을 인구 및 사회개발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소련 측 제안에 대하여 이는 정치적 문제이므로
본 회의 안건에서 제외하자는 미국 등의 의견에 동조
- 불법이주자 및 피난민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

5.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북한은 한시해 주유엔대사 등 4명을 대표단으로 등록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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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인구회의 준비회의(1984.1.23.~27. 및 3.12.~17. 뉴욕)

각
 국 대표의 기조연설 시 UNICEF 및 세계은행 대표는 한국의 가족계획을 성공사례(가족계획
사업 및 사회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성공한 국가)로 예시
수
 석대표 기조연설(8.9. 본회의, 상기 제4항 참조)
한시해 북한대사는 북한의 인구 및 의료보건정책에 관한 선전 후 연설 말미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관해 설명

912

- 한국 측은 답변권을 행사하여 북한이 인구회의를 정치적 선전 목적에 이용하지 말고 본연의 회의
목적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요지로 반박
- 한시해 대사는 자신이 의제와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억지
논
 란의 대상이 된 점령지에서의 인구정책문제에 관한 권고(이스라엘의 점령지 정책 간접 비난)는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채택(한국 측은 미국 및 아랍 입장을 고려하여 기권)
동
 회의는 Main Committee 보고서(세계인구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권고안)와 멕시코시티선언을
채택하고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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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세계 청소년의 해 관련사업, 1984

1. 주 유엔대표부는 세계 청소년의 해(1985년) 준비를 위한 국별 조정위원회(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주소록을 외무부에 송부함.
로 지정(1979.12.17.)
제34차 유엔총회는 1985년을‘세계 청소년의 해’

2. 문교부는 세계 청소년의 해(1985) 준비상황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세계 청소년의 해(1985)를 위한 국가조정기능을 담당하며,
민간 부문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청소년대책위원회와 공조

3. 유엔은 1984.4.2.~11. 비엔나에서 세계 청소년의 해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토의 의제는
다음과 같음(미국, 영국 등 참석).
세계 청소년의 해(IYY ; International Youth Year) 준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시행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초안

4.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국별 조정위원회 주소록
세
 계 청소년의 해 country paper 등 관련자료(문교부)
세계 청소년의 해 자문위 회의 의제 및 회의자료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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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청소년의 해(1985)를 위한 기금 헌금은 1985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초안 채택에 찬성

UN 마약위원회 특별회의, 제8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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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4.2.6.~10.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8차 유엔 마약위원회 특별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장만순 주오스트리아공사 외 외무부 및 보건사회부 대표 3명
정부 훈령

914

- 유엔 마약위원회 위원국(1982~85년)으로서 마약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분류 및 규제대상 표결 시 가능한 한 많은 품목이 통제의 대상이 되도록
교섭
- 향정신성 약물에 관한 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의약품 제재의 향정신성 물질 면제기준에 관한 세계보
건기구(WHO)안에 찬성
- 국제마약통제이사회(INCB)의 1983년 보고서와 관련, INCB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의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교섭
- 각국의 약물 불법거래 및 남용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의 노력과 관련법규, 수사방법 및 계몽교육 등을
소개하여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

2.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Alfentanil을 1961년 마약협약 제1군으로 분류하기로 컨센서스로 결정
Pentazocin을 향정신성물질협약 제2군으로 분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은 부결되고, WHO 권고안
대로 제3군으로 분류 결정 (한국 측은 제3군 분류에 찬성 표결)
Alprazolam 및 Diazepam 규제문제는 roll call 투표로 가결 (한국 측은 규제에 찬성 표결)

3. 대표단은 정부 훈령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 규제 및 국제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건의함.
유엔마약위원회의 성격에 비추어 전문가의 연속적 참가를 통해 국제회의에 대한 경험을 축적토록
하여 한국의 지위향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한국의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 유엔마약통제기금(UNFEAC)에 1만 달러 정도의 기금을 기탁하는
것이 바람직(당시는 2,000달러 기여)

4. 대표단은 회의 참석기간 중 말레이시아, 페루, 세네갈, 태국 대표 등과 접촉하여 한국의 마약 단속
실적에 관해 설명하고, 메스암페타민의 남용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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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2차. 동경, 1984. 2. 28. 전2권.
V.1 기본문서

1. 일본 측은 1983.1.31. 다음과 같이 제2차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를 개최
할 것을 한국 측에 제의함.
개최 시기 및 장소

- 1983.2월 또는 3월 중 도쿄
회의 의제

-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각성제 문제의 현황(제1차 회의 이후의 진전 상황)
-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각성제 문제에 대한 협력 현황

1984.2월로 연기할 것을 제의하여 한국 측이 수락함.
그
 후 양측은 회의를 1984.2.28. 도쿄에서 개최키로 최종 합의

3.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김석우 외무부 동북아1과장 외 법무부, 내무부 등 대표 10명
(일본 측은 다카시마 유우스 외무성 북동아 과장 외 경찰청, 법무성 등 대표 9명)
정부 훈령

- 마약 및 암페타민류 범죄 퇴치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 자세를 일본 측에 인식시키고, 동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근원적 요인 제거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 한·일 간에는 사법공조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공안당국 간 협조가 미흡한바, 회의를 통하여
공안당국 간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발전
- 양측 간 수사 협조 및 신속한 정보 교환을 위한 방안을 협의
- 마약류 범죄 발생의 원천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본 측의 노력을 촉구(일본 측으로부터의 원료
공급 및 자금 제공 등)

4.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일 양국의 각성제 문제 현황과 관련, 한국 측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일본 측은 각성제 대부분이 한국에서 수입되므로 양국 간 단속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조사 단속 협력과 관련,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산만한 수사 체제, 각성제 원료 단속 미비 등을 지
적하고, 일본 측은 신속한 정보교환 체제 강구 및 양국 간 수사공조 관계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한·일 양측이 회의 개최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은 국내 사정을 이유로 동 회의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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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은 외교통로 및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를 통한 수사협조 강화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보았
으며, 양국 간 수사 공조에 관해서 신중 검토 추진
한
 국 측은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재일한국인 처우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 언론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편협한 보도 자세 유의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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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2차. 동경, 1984. 2. 28. 전2권.
V.2 자료

본 문서철에는 제2차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개최와 관련, 국내
관계부처에서 작성한 회의 대책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1. 외무부 자료
회의 일정, 대표단 명단, 회의 의제, 훈령(대처 방안), 사안별 발언자 및 발언 요지

2. 보건사회부 자료
3. 법무부 자료
단속 법규의 변천, 히로뽕 사범 단속 현황 및 실적, 처리 상황, 최근 판결선고 경향, 수사상의
문제점, 향후 수사방향

4. 정부대표단용 자료
회
 의 일정, 회의 의제, 대표단 명단, 훈령, 회의 진행순서(1차/2차 회의), 대표 발언요지, 참고
자료(마약 및 암페타민류 조견표, 1982년도 재일 외국인 범죄 통계)

5. 기타 일본 후생성 등에서 작성한 마약관련 자료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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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대국민 홍보 및 계몽교육 등 예방활동, 참고자료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제29-30차. Geneva,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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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차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회의(1984.3.5.~23. 뉴욕)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9조는 협약당사국이 매 2년마다 각국의 이행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규정

- 한 국은 1978.12.5. 인종차별 철폐협약 당사국이 된 이래 제1차 보고서(80.7.4.) 및 제2차 보고서
(82.1.4.) 제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제3차 보고서를 1984.3.9. 유엔 인권위 사무국에 제출함.
918

-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재천명
- 제2차 보고서 검토 시 제기된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 설명 (협약의 국내입법 조치 문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부여 문제)
- 제1차 및 제2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협약의 각 조항별 한국의 입법조치에 관한 정보
제29차 인종차별 철폐위원회(CERD) 회의에서는 말리, 뉴질랜드 등 26개국의 국별 보고서에
관해 심의 (한국 보고서는 제29차 회의 심의대상에 미포함)

2. 제30차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회의(1984.8.6.~24. 제네바)
제30차 회의에 박쌍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및 직원 1명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동 회의는
한국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해 심의
한국대표는 제3차 보고서 요지에 관해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인종차별 행위를 하거나 지원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
독일, 페루, 중국(구 중공), 소련 위원 등은 한국의 제3차 보고서 내용이 긍정적이며, 협약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호평한 후 질의 답변
한국 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

-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 법규의 별도 제정 필요성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자주적 단결권 허용 여부, 노동조합 현황, 동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 현황
- 외국인 근로자의 수, 외국 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 면에서의 차별 대우 여부, 한국 국적 취득에 소요
되는 기간
- 한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가능케 한 요인
회의 의장은 상기 질의에 대한 한국대표의 상세한 답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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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인종차별 철폐협약 당사국회의, 제9차. New
York, 1984.1.20

1. 유엔 사무국은 1983.9.20. 인종차별 철폐위원회(CERD) 위원 18명 중 9명의 임기가 1984.1.19. 만료됨을
통보하면서 각국이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함. 이와 관련 필리핀, 인도, 스웨덴, 페루, 아르헨티나,
프랑스, 파나마, 에티오피아 등이 자국 인사를 입후보시키고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4년이며 1984.1.20.부터 개시

2. 정부는 제9차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주유엔대표부 이시영 공사 외 1명
정부 훈령

- 이번 회의에서 CERD 위원 9명이 신규로 선출
- 현재 13개국이 입후보한 것과 관련,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유엔 및 비동맹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태도 등을 감안하여 6개국(필리핀, 인도, 프랑스, 스웨덴, 페루, 아르헨티나)을 지지

3. 정부는 상기 제2항의 6개국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은
한국 측 조치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4. 주유엔대표부는 CERD 위원 선출은 지역 안배 원칙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으므로 각국이 후보자
소속 지역에 관계없이 9명까지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유엔사무국으로부터 확인한 후, 정부훈령에
따른 6개국 이외에 파나마, 몰타 및 에티오피아 3개국을 추가로 지지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5. 제9차 인종차별협약 당사국회의에서의 신임 CERD 위원 선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당선자별 국적

- 유고, 몰타, 페루, 불가리아, 스웨덴, 인도, 중국(구 중공), 소련 및 아르헨티나
한국 측이 지지한 국가 중 파나마 및 프랑스는 득표 미달로 낙선하였으며, 에티오피아는 선거
직전 입후보 사퇴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표단

919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타) 총회,
제12-13차. Rome,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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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제12차 총회(83.5.10.~12. 로마) 및 제35차 이사회(83.5.9. 로마)
ICCROM 사무국은 1982.12.1. 공한을 통하여 제12차 ICCROM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이사를 선출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이사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

- 한국은 이태녕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현직 이사
문화공보부는 1983.3.5. ICCROM 제12차 총회 및 제35차 이사회에 이태녕 교수를 파견함을
외무부에 통보
920

회의에 참석한 이태녕 교수는 제12차 총회 부의장에 피선되고, 제36차 이사회 이사로 재선
* ICCROM: Int’
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the Restauration of Cultural
Property (1956년 유엔 산하 교육연구기관으로 발족, 한국은 1968.7.26. 회원국 가입)

2. ICCROM 제13차 총회(84.5.7.~9. 로마) 및 제37차 이사회(84.5.6. 로마)
ICCROM 사무국은 1984.1.9. 공한을 통해 제13차 ICCROM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이사를 선출함을
통보하면서 이사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

- 한국은 이태녕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현직 이사
문화공보부는 1984.3.27. ICCROM 제13차 총회 및 제37차 이사회에 이태녕 교수를 대표로 파견
함을 외무부에 통보

- 옵서버로 장경호 문화재관리국 미술공예연구실장 참석
문
 화공보부는 대표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의 참석 활동 지침을 시달

- 대표단은 토의 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각국 대표와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증진 및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
- 대표단은 특히 사회주의 국가,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효과적 문화교류 방안(예: 문헌교환,
서신 및 자료교환 등) 협의를 통하여 교류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
- 유네스코, ICCROM 및 각국의 문화재 보존관계 세미나, 훈련연수과정, 보존기술자 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
- 이태녕 교수가 이사직에 재선되도록 최대한 노력
제
 13차 총회는 ICCROM 재정 현황 및 1984~85년 사업계획에 관해 토의하였으며, 이태녕 교수는
이사로 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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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52차. Paris,
1984.5.21-25

1. 정부는 1984.5.21.~25.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2차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김범래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 외 한국마사회, 건국대학교 등 대표 3명
정부 훈령

2.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돼지콜레라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박멸된 반면 한국을 포함한 43개 국가로부터 돼지
콜레라 발생 및 방제방법이 보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양한 방제방법에 대해 논의

- 돼지콜레라 조기 진단을 위하여 직접형광항체검사법을 사용
- 생독백신을 활용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가능하면 살처분으로 발병의 근원을 완전 제거
소의 출혈성 패혈증 방제와 관련, 동 질병이 감염된 가축과의 접촉만으로도 발병이 된다는
점에 대해 유의하고, 약독균주의 추출과 생균예방약 개발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
지역별 가축위생현황과 관련, 아프리카지역의 구제역·우역 발생, 미주 및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발생 등이 보고되었으며, 한국대표는 1982~83년도에 발생한 돼지콜레라 현황과 대책에 관하여
보고
행 정위원회는 1983~84년 예산 결산과 1984~85년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한국은 1985년
총회 시까지 아시아지역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 예정

3. 대표단은 1984.5.22. IOE 사무국에서 국제마술연맹, 영국, 프랑스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갖고, 88서울올
림픽 승마경기 준비 현황에 관해 설명함.

92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돼지콜레라의 새로운 방역 및 근절대책과 관련, 각 회원국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돼지콜레라
질병의 방역 및 근절 방안에 반영
- 소의 출혈성 패혈증 발생국가의 발표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국제 검역 및 방역 정책에 기여
- 회원국의 1983년도 가축위생현황을 검토하고 한국의 가축위생 상황을 설명하여 회원국 간 이해증진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
- 88서울올림픽 개최 시 제기될 수 있는 경주마 검역문제와 관련, 한국의 승마경기 제반 시설 계획, 경주마
검역시설 계획 및 검역방안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여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및 APPTC
(아시아태평양우정연수소) 회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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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년도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집행이사회 회의 및 UPU 제19차 총회 대비 특별회의
(84.4.11.~17. 마닐라)
정부는 권영수 체신부 국제우편과장 외 1명을 회의 참가 대표단으로 임명
파
 견 목적 및 정부 훈령

922

- APPU 의사규칙 개정, 아·태 우정연수소(APPTC) 운영 및 지역 내 기술협력에 관한 토의
- 제19차 UPU 총회((84.6.28.~7.27. 함부르크)에서 토의될 사항에 대한 APPU 회원국 의견 조정
- UPU 사무총장 선출관련 정보 수집
대
 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개 회원국 중 15개국 참가
- 집행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은 1985년도 예산안 약 4만5천 달러, 1983년도 활동성과, 홍콩·마카오
옵서버 자격 부여 문제, APPU협약의 영구 조약화 방안 등
- UPU 제19차 총회 대비 토의된 사항은 통상기본요율 인상, 항공운송요율 수정, 중계료 산출 방식,
사무총장 선출 등
대
 표단은 회의 참석기간 중 중국(구 중공) 대표단에 양측 간 우편교류 확대를 제의

- 등기우편 반송 지양, 소포우편 교환 등

2. 1984년도 APPTC 관리이사회 회의(84.11.5.~6. 방콕)
정부는 이형우 체신부 국제우편과장 외 1명을 회의 참가 대표단으로 임명
정부 훈령

- 연수소 예산 및 결산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승인
- 연수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감안, 연수소 측이 훈련에 소요되는 기자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검토
- 기타 관리이사회의 연례 토의사항은 과거의 예에 따라 적절히 대처
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 연수소장(태국)의 임기를 1985.12.31.까지 연장
- 각국의 1984년도 분담금은 총 19만6천 달러(한국은 4만 달러)
- 1985년도 예산안 승인(수입 약 53만 달러, 지출 약 39만 달러, 이월 약 14만 달러)
- 1985년도 연수과정과 관련, 7개 과정에 25개국 121명 배정
대표단은 다음 사항을 건의

- APPTC 연수소에 파견된 한국인 교관에 대한 인사 및 보수상의 뒷받침
- 연수소 후생시설(기숙사 식당 및 오락실) 개선을 위한 에어컨 4대 기증(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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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총회, 제3차.
서울, 1984.11.6-16

1. 체신부는 1984.11월 개최되는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제3차 총회 및 관리위원회 제8차
회의의 한국 유치를 추진함.
체신부는 83.3월 동 회의 유치에 대한 외무부 입장을 문의,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회보
국
 무총리실은 83.5.6. 동 회의 유치 추진을 승인

2. 정부는 제7차 관리위원회(83.11.23.~30. 방콕) 회의에서 유치교섭을 시행하였으며, 제7차 관리위원회
는 제3차 총회의 1984.11.6.~16. 서울 개최를 11.30. 만장일치로 결정함.

것임을 언급
A
 PT 사무국은 제3차 총회에 참석하는 중국 및 베트남 대표의 입국 허용여부에 대한 한국
입장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동 대표들의 입국을 허가하기로
1983.12.20. 결정

3. 정부는 APT 제3차 총회 및 제8차 관리위원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1984.10.26.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윤동윤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외 외무부, 체신부 등 대표
정부 훈령

- 이번 회의가 APT 창설 이후 본부 이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회의인 만큼 한국의 통신개발 현황
및 기술공여 실적을 홍보하여 차기 국제통신연맹(ITU) 이사국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 1985~87년 기간 중 APT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정책 토의와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은 물론
저개발국에 대한 지침을 확대, 강화하도록 노력
- APT 연차별 예산 기준 검토와 관련, APT 사업의 확대와 실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 사업을
선정 교섭

4. 동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회원국 19, 준회원국 2, 협찬회원 10개사 등 참석).
제3차 총회 토의사항

- 1982~84년 기간 중 활동상황, 1985~87년 기간 중 예산한도액 설정, 회원국 비용부담 단위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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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3차 총회 한국 유치에 중국(구 중공)이 부정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제7차 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중국대표는 중국의 제3차 APT 서울총회 참석에 큰 문제가 없을

제
 8차 관리위원회 토의사항

- 1984년도 예산 결산 및 1985년도 예산안 승인, 1985~89년 기간 중 APT사업 5개년 계획 수립 등
기
 타 뉴질랜드 등 비회원국 가입권유 및 저개발국 대표를 위한 여비지원 등 토의

5. 동 회의에 참석한 Hampton INTELSAT 사무차장은 1984.11.8. 신기복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을
방문, INTELSAT가 당면한 문제점(미국 내 ORION 등 4개 회사의 국제위성통신망 별도 설립 움직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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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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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관광기구) / CAP(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위원회) 회의, 제13차. Canberra(호주)
1984.10.8-12

1. 정부는 WTO/CAP(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위원회) 제13차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
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이상도 교통부 지도과장 외 1명
정부 훈령

2.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광훈련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동 토의결과를 WTO에 지역
권고안으로 제출 예정
WTO 사무총장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유엔이 1985년을 세계 청소년의 해로 선정할 것이며,
15~29세의 청소년이 잠재적 관광 시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
편의촉진위원회는 출입국제도, 통관제도, 통화교환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고
여행자의 여행 동기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표준화된 분류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결정

3. 대표단의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국제 관광 전문가 양성이 필요
연
 도별로 주어지는 워크숍 과제에 대하여 국내 전문 용역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워크숍에 참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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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의 각종 관광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여 우리의 관광 진흥에 활용
- 1983.10월 세계관광기구(WTO)에 가입한 중국(구 중공)과 베트남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공산권 대표들에게도 적절한 기회에 한국의 관광 현황을 소개하도록 조치
- CAP지역의 관광 경향에 관한 보고서 검토 시, 한국 관광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한국 관광 홍보 기회로
활용
- 한국은 편의촉진위원회 위원국(1984~87년)이므로 편의촉진 분야에 대한 WTO 활동 보고 시, 동 보고
사항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섭
- 청소년 교육을 위한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청소년 관광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여 한국의
관광 진흥에 활용
* WTO/CAP(Commission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 WTO 산하 6개 지역위원회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12개 회원국으로 구성
  - 지역 내 관광 진흥 방안 모색, 아태지역의 관심과 이익을 WTO 사업에 반영

IOLM(국제법정계량기구) 총회, 제7차. Helsinki
(핀란드) 198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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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IOLM(국제법정계량기구) 제7차 총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김형배 공업진흥청장 외 대표 2명
정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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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정계량에 관한 일반원칙 수립 및 규정의 통일화 사업에 적극 참여
- 한국의 계량공업 발전과 계량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계량분야 상호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회원국의 동향을 파악
  * 국제법정계량기구(IOLM ; Int’
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1955.10.12. 설립, 사무국 파리 소재, 총회는 매 4년마다 개최
    - 주요 사업은 법정계량에 관한 일반원칙 결정, 국제적 사용이 권장되는 계량용기의 특성과 품질결정 등
    - 한국은 1978.6.1. 가입

2.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0개 계측기에 대한 국제표준 기술규격에 대해 심의, 통과
IOLM이 관장하는 법정계량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안을 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여 제8차 총회
에서 토의
IOLM 사무국의 연간 예산증가율을 8.5%로 책정
대
 표단은 20개 계측기에 대한 국제규격 심의 시 국내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입장을
제시

3. 대표단은 회의 참가기간 중 소련, 중국(구 중공), 핀란드 등 타국 대표단과 접촉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과 같이 건의함.
IOLM과 같은 전문분야 회의에 해당분야 전문가(공업진흥청, 연구소, 학계 등)를 꾸준히 파견하여
외국 전문기관과의 유대관계 함양 및 선진국 기술동향 파악 필요
핀
 란드를 통한 대소련 간접 경제진출 방안 모색 필요
대중국 실리외교의 확대 및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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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총회, 제3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84.9.27-28

1. 정부는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제3차 총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박동규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공사 외 1명
정부 훈령

2.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각국의 기여금이 자발적 성격임을 재확인
APDC 작업계획과 관련, 사무국장은 APDC 사업의 단계별 방향 전환 구상(개념 정립, 도약 및
산출물 전파 단계)을 발표
APDC 향후 전망과 관련, 신뢰성과 장래성 제고 강조
직원 보수규정 및 여비규정 수정에 대하여 활발한 토의가 있었으나, 사무국 원안대로 채택

3.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관찰과 건의 사항을 외무부에 보고함.
독립된 정부 간 기구로서 발족한 APDC 재정 자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각국의 기여금
증액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의 기여금은 1980년 이래 3만5천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대ASEAN 및 남남협력 차원에서 기여금 증액을 건의
A
 PDC 사무국장은 한국이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APDC의 중요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한바,
APDC에의 한국 전문가 파견은 보수 및 경력상 불리로 인하여 어려운 사정이지만, 남남협력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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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APDC 참여는 남남협력 차원에서 공여국 입장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APDC 활동의 정착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회의에 참석
- 한국의 예산정책상 현재의 기여금(연 3만5천 달러) 수준 이상의 증액은 어려우므로, KDI 등과의 합작
연구 사업 등 실질적 기여 방안을 모색
- APDC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관련, 역내개발을 위한 연구, 훈련기관으로서의 APDC 기능 제고라는
관점에서 보고서 채택에 찬성
- 1985~86 기간 중 APDC 작업계획(에너지 계획 및 관리, 식량, 인력자원 동원, 여성의 개발에의 참여)
은 지나치게 남아시아 지역에 치중된 감이 있으나, 남남협력 차원에서 채택에 찬성
  * APDC: Asian and Pacific Development Centre
    - 아태지역의 개발에 관한 정책연구 및 훈련을 위한 정부 간 기구
    - 종전에는 ESCAP의 관할을 받는 유엔기구의 지위를 가졌으나, 1983.7.1. APDC헌장에 따라 독립된
정부 간 기구로 발족
    - 한국은 창립 회원국(1983.7.1. 창립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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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인정 박사(APDC 이사)는 Mohammad Shahari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사무국장이 1984.4.10.~11. 한국을 비공식 방문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외무부 경제국장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함.
방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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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APDC의 활동방향 및 한국과의 협력사항에 관한 의견 교환
-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으로부터 6~7명의 연구원 및 전문가를 파견국 부담으로 초청하는 데 대한
파견국 의견 문의
- KDI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협력 방안 모색

2. Shahari 사무국장은 4.11. 유종현 외무부 경제국 심의관을 방문하여, APDC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파견
및 한국 연구기관의 APDC 사업 참여 등을 요청한바, 유종현 심의관은 APDC가 새로이 발족한 국제기
구이므로 건실한 역내 협력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를 표명함.
3. KDI 황인정 박사(APDC 이사)는 Shahari APDC 사무국장이 1984.12.9.~12. 방한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방한 목적

- 1985년도 한국 개최 세미나 관련 의견교환 (농촌경제원 주최‘농촌공업화에 관한 세미나’,한국여성
개발원 주최‘아시아 여성·농업 및 근대화 세미나’
)
- APDC와 KDI 간 인력 참여 및 공동 사업 협조
- APDC 분담금 증액 및 전문가 파견 문제 협의
면담 희망인사

- 외무부 경제국장,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KDI원장, 한국여성개발연구원장, 농촌경제연구원장 등

4. Shahari 사무국장은 12.11. 외무부 경제국장을 면담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함(여타 면담 인사들
과도 유사한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
1985년도 한국 개최 세미나에 중국(구 중공), 베트남, 라오스 등 미수교국 학자들이 참석토록
추진 예정
APDC가 환태평양지역 인력개발센터 역할로 연계토록 구상 중
한국 정부 경비(기본급) 부담 조건으로 한국 전문인력의 APDC 참여를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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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집행
위원회, 제25차. New Delhi(인도) 1984.3.14-16

1. 주인도대사는 1984.3.14.~16. 뉴델리에서 개최된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제25차 집행
위원회 참석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집행위원국 13개국 중 10개국 대표가 참석
주인도대사는 AARRO 의장인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의 치사를 대독
연간 사업실적 검토 시 한국은 1983.10월 서울개최 개발도상국 간의 농촌개발협력 워크숍의
후속조치 추진 필요성을 강조

AARRO 사업의 지역적 확산을 기하고 회원국의 농촌 재건문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 AARRO의 존재 의의를 대변
아시아·아프리카가 광대함에 따라 기구 활동의 지역적 분산과 회원국 간의 지역적 책임분산을
도모
상기 목적에 따라 아시아(요르단, 한국) 및 아프리카지역(에티오피아, 가나)에 각각 2개의 사무소
설치를 결정

3. 농수산부가 발간한 AARRO 제25차 집행위원회 참가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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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4.3.21. 외무부는 AARRO 지역사무소 활동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총회,
제8차. 모리셔스, 1984.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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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사무총장은 1984.3.30. 박종문 농수산장관(집행위원회 의장) 앞
서한을 통하여 AARRO 제8차 총회가 1984.8.16.~22. 모리셔스에서 개최되며, 총회에 앞서 제26차
집행위원회가 8.14.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함.
동 사무총장은 AARRO 규정에 따라 현 집행위원회 의장국인 한국이 제26차 집행위원회를 주재해
줄 것을 요청

930

2. AARRO 사무총장은 회원국에 대한 서한을 통하여 각국이 각료급 수석대표와 전문가 회의에 참석할
고위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
3. 정부는 AARRO 제8차 총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대표단

- 수석대표 강석재 주케냐대사, 교체수석 김한곤 농수산부 농정국장, 외무부 및 농수산부 대표 4명
파견 목적 및 정부 훈령

- AARRO 의장국으로서 제7차 총회(1983.10월, 서울) 및 제5차 집행위원회(1984.3월) 결의사항 추진 및
주요사업 성과를 분석
- 의장국으로서 제8차 총회의장 선출 등 회의를 주재하며, 대부분 비동맹 개도국인 회원국과의 협력관
계를 증진
- 1985~87년 기간 AARRO 사무국 및 기구의 사업 계획을 검토
- 한국의 집행위원국 재선을 추진

4.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석대표는 의장 자격으로 제26차 집행위 회의를 주재, 장기 현안문제였던 사무총장 및 사무총
장보 선출 문제를 해결

- 사무총장보는 이집트 후보 선출, 사무총장은 추후 아시아지역 후보 중에서 선출 합의
이집트대표는 한국의 협조적 의사진행에 사의를 표하고, 한·이집트 간 조속한 수교를 관계
당국에 건의할 것임을 약속
한국은 AARRO 참여 및 기여에 대한 이사국들의 높은 평가와 지지로 집행위 부의장국(84~87년)
으로 당선(수석대표는 8.23. 개최된 제27차 집행위에 참석)
수석대표는 새마을운동 본부가 매년 25명 정도의 농촌전문가에 대해 새마을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에서 연수생 항공료 보조를 위해 2만 달러를 특별 기여할 것임을 약속

5. 수석대표는 회의 참석기간 중 겸임국 모리셔스 수상과 면담하여 양국 간 협력 및 현안 문제에 관하여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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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26차. 서울,
1984.5.28-31

1. 이란 외무성은 1984.4월 주이란대사 앞 공한을 통해, 이란이 APO(아시아생산성기구) 가입을 추진코자
하므로 APO 제26차 이사회(1984.5.28.~31. 서울)에서 이란 가입문제가 논의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동 이사회에서 이란, 피지가 새로 가입

2. 상공부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6차 APO 이사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이사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정부 훈령을 시달함.
- 수석대표 최호중 상공부장관, 교체수석 박필수 한국생산성본부 이사장 등
정부 훈령

- 1985년 APO 사업과 관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화에 관한 심포지엄-한국의 경험, 열관리 연수과정
및 소기업 개발 세미나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개최 의사를 표명
- 1986년 APO 사업과 관련, 개도국 간 기술이전에 관한 실태조사 조정회의 및 개별국 연수시찰은 정부
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개최 의사를 표명
- 기초조사 대상으로 제안된 2개 안 중 한국 측이 지지를 표명한 기술적 변화와 거시, 미시 수준에서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우선 과제로 선정토록 노력

3. APO 제26차 이사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참가국

- 15개 회원국(일본,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프랑스, 네덜란드, ILO 등 옵서버 참석
1985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원안대로 채택(세미나 개최 등 52개 사업, 약 550만 달러)

- 열관리 연수과정 등 4개 사업(총예산 7만8천 달러)은 한국에서 개최
198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원안대로 채택(연수 등 55개 사업, 약 570만 달러)

- 개도국 연수시찰 등 2개 사업(총예산 2만9천 달러)은 한국에서 개최
기초조사 사업은 2개 안을 종합하여 변화하는 기술시대의 생산성이라는 주제를 채택
사
 무총장은 현 사무총장 H. Yokota(일본)을 만장일치로 재선임

4. 대표단은 생산성 향상 관련 APO의 지도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회원국 상호 간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원국들은 한국의 성공적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운동 경험을 다수 국가에 전파할 것을 요청
하고 있으므로 한국생산성본부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5. 말레이시아는 1986년도 APO 이사회 개최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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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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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제4차 특별회의
및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Las Palmas(스페인)
1984.10.28-11.13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4-59 / 4 / 1~223(223p)

1.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사무국장은 회원국 앞 서한을 통하여 ICCAT 제8차 정기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구주경제공동체(EEC)의 ICCAT 가입 의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원국 전권회의가
1984.7.9.~10. 파리에서 개최됨을 통보한바, 동 전권회의에는 추준석 주프랑스대사관 상무관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참
 가국

- 미국, 소련, 프랑스, 일본 등 20개국(EEC와 FAO가 옵서버로 참석)
932

주
 요 결정사항

- 프랑스가 제의한 바에 따라 EEC 가입을 위한 협정 규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채택
- 한국 측 대표는 훈령에 따라 동 의정서 채택에 동의하여 Final Act에 서명
- 각국은 국내절차를 거쳐 의정서 비준 결과를 FAO에 통보
  * ICCAT: Int’
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1966.5.14. 설립, 본부는 마드리드,
한국은 1970년 가입)

2. ICCAT 사무국은 회원국 앞 서한을 통하여 ICCAT 제4차 특별회의(1984.11.7.~13.) 및 조사통계상임위
원회 회의(11.1.~6.)가 라스팔마스에서 개최됨을 통보한바,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김상수 수산청 국제협력담당관 외 외무부, 수산청 대표 3명
정부 훈령

- 위반위원회(Infractions Committee) 보고 및 항구 감시제도 실시와 관련, 이번 회의 시 위반사례 규제에
따른 방안 거론이 예상되므로 한국 어선의 조업 및 양륙현황을 감안하여 대처
- 국별 어업 및 자원조사와 관련, 한국 측은 원양어업 허가 시 ICCAT 규제조치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업계에 대한 지도교육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
- 열대다랑어 자원관리와 관련, 규제조치 기간 연장안이 논의될 경우 찬성 입장

3.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2개 회원국 중 16개 회원국 참가, EEC, FAO 등 4개 국제기구 옵서버 참가
프랑스대표는 EEC 가입 관련 전권회의(상기 제1항 참조) 결과를 설명하고, 각국이 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
위반위원회는 항구 감시제도에 대한 국내조치 촉구 및 1984년 시행된 각국의 항구 감시 실적을
보고

1984

1984년도 서부대서양 참다랑어 어획 규제량 2,660톤을 1년간 연장
1985년도 국별 분담금을 결정(총액 57만5천 달러, 한국 측 분담금 3만6천 달러)

4. 대표단은 동 회의 참가를 통해 대서양 해역에 출어하는 한국 참치연승어선(40척)의 안전조업에 기여
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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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6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1984.6.18-22.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59 / 5 / 1~253(253p)

1.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제34차 총회(1982.7월, 영국 브라이튼)에서 1986년부터 5년간 상업 포경을
전면 중지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미국이 북양(미국 경제
수역) 어획 쿼터 삭감 등 제재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1983.2.2. 이의 제기를 포기함.
2. 외무부는 1984.4.7.~20.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미국령 사모아를 방문하는 어업협력
교섭단(단장 수산청장)이 방문국과의 교섭 시, 한국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가입문제가
934

거론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공식 입장을 표명하도록 4.6. 수산청에 통보함.
현재의 남극조약협의회(ATCP)를 중심으로 한 남극관리체제는 남극에서의 조사 및 어획 실적이
있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입장
한국은 남극해양생물보존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보장된다면(소련 등이 반대하지 않아야 함),
CCAMLR에 가입 가능

3. 정부는 1984.6.18.~22. Buenos Aires(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IWC 제36차 총회에 참가하는 대표단
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김균현 국립수산물검사소장 외 외무부, 수산청 등 대표 4명
정부 훈령

- 상업포경의 전면 중지 결의와 관련, 일본·소련 등 이의 제기국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칠레·스페인
등 상업 포경국의 움직임을 파악하도록 조치
- 고래자원 관리 방식과 관련, 고래자원 보호에만 치우친 신(新)관리방식이 제기될 경우 주요 포경국과
협조하여 신관리방식 채택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도록 조치
- 포경 어민들의 타 어업으로의 전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1985년까지는 포경어업의 지속이 불가피함을
강조, 포경선 2척의 정상 조업에 필요한 쿼터(600두 이상)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포경 선진국에서 안락포가 개발되어 보편화될 경우, 한국도 이를 도입 사용할 것임을 설명
- 한국 포경선을 고래자원 조사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관련, 각국 대표단에 자원조사 실시배경 및
조사계획을 설명하고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

4. 한·일 양국은 제36차 IWC 총회 참가에 앞서 수산당국 간 협의회(1984.4.3. 동경) 등을 개최하여 IWC
총회에서의 협조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 교환 및 입장을 조율함.

1984

일
 본측은 한국의 자원조사 제안은 미국, 영국 등 관련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37차 총회 시 제안할 것을 권고
주
 한일본대사는 1984.5.21. 외무장관을 면담하여 일본의 1985년도 포경 쿼터량 확보를 위한
한국측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외무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무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언급
주한일본대사관은 1984.6.5. 외무부를 접촉, 세이셸이 제36차 총회에서 미분류 고래 자원의
포획 규제를 위한 제안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가 동 제안 채택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외무부는 세이셸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1986년 이후 상업 포경을
한국 정부는 1980.5.26. 한·일간 각서교환을 통해 한국측 밍크고래 포획 쿼터 일부를 일본측에
할양키로 한 바 있으나, 1986년 이후 상업포경 중지 결정을 감안하여 양측은 1984~85년 일본에
대한 할당 두수를 10두로 감축, 조정키로 합의하고 1984.6.21. 합의각서를 교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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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일본 등 주요 포경국과 협조하여 세이셸안 채택을 저지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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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WC(국제포경위원회) 제36차 총회(84.6.18.~22.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앞서 과학위원회(5.26.~6.7. 영국
이스트번) 및 기술위원회(6.12.~15.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개최된바, 수산진흥원 조사과장이 과학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에 참석함.
2. 정부대표단의 IWC 제36차 총회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의 1985년도 밍크고래 포획 쿼터
936

- 기술위(6.12.~15.)에서 세인트루시아가 한국의 어획 쿼터 잔량(510두)은 1984년 중 전량 소진이 예상
되므로 1985년부터 한국의 어획을 금지하자고 제안하고, 동 제안은 찬성 19, 반대 7, 기권 5로 채택,
중국(구 중공)도 동 제안에 동조
- 그러나 총회 본회의에서 네덜란드, 미국 등이 제35차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한국이 1985년까지 포획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고, 동 제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됨에 따라 기술위 결정이 번복
- 이에 따라, 한국의 1985년분 밍크고래 포획 쿼터는 1980~84년(5년간)의 Block쿼터 3,634두 중 포획잔
량 510두를 1984년과 1985년에 포획토록 결정
일본의 포획 쿼터 감축

- 본회의에서 남반구 밍크고래(일본, 소련, 브라질이 배분)의 1985년도 포획량을 1984년 6,655두에서
4,224두로 감축하기로 결정(찬성 22, 반대 7로 채택, 한국은 기권)
- 일본은 소련과 함께 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계속 1984년 수준으로 포경할 뜻을 시사
중국대표와의 접촉

- 한국 대표단은 중국이 한국의 밍크고래 어획 금지에 찬성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바, 중국대표는
황해에서 한국 어선이 참조기를 남획함으로써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지적
- 이에 대해 한국대표는 중국 어선의 한국 수역 침해 및 긴급피난 사실을 설명한 후, 어획과 관련하여
양측 간 자료교환 필요성을 설명
소련은 종전 입장과 같이 한국의 포경 입장을 지지

3. 외무부는 1984.7.4.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을 초치하여, 일본의 포획 쿼터 감축과 관련, 한국 대표가
표결 순서상 본회의에서 기권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한 양해를 구했으며, 일본 측도 한국 입장을 양해함.
4. 일본은 미국과 포경관계 회의(84.8.13.~15. 워싱턴)를 개최하여 제36차 총회 시 삭감된 밍크고래 쿼터
증량을 요구하고 포경어업 존속 방안에 대한 미국 반응을 타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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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6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1984.6.18-22. 전3권.
V.3 IWC문서

본 문서철에는 국제포경위원회(IWC) 사무국에서 작성한 제36차 총회 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포함된 문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무국 회람 문서
미분류 고래 자원의 포획 금지에 관한 세이셸 제안
과학위원회 개최 공고(84.5.26.~6.7. 영국 Eastbourne), 고래자원 평가에 관한 합동 실무회의 구
성
각국의 기여금 납부 현황
각국 위원(Commissioner) 임명: 한국(수산청 김진호 국장), 영국, 스위스, 독일 등

2. 제36차 총회 문서
잠정 일정 및 세부 일정
총회 참고 자료(숙소 등)
잠정 문서 목록

- 1946년 총회 토의록 발췌문, 제2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에 대한 IWC 옵서버 보고서 등
잠정 참가자 명단

3. 국제포경협약 전문(1983년 제35차 총회 최종 개정본)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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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및 포경에 관한 법규, 회의 의사규칙 및 재정 규정 등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이사회 회의,
제31차. Geneva, 1984.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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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FAO/WHO 합동 제31차 공동식품규격위원회(CODEX) 이사회에 참석할 대표를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정부대표

- 신석우 보건사회부 식품위생과장(CODEX 집행위원)
기본 훈령

938

- 아시아 및 중동지역 대표 이사국으로서 의제별 실질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식품위생 분야의 국제
협력에 기여
- 식품 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식품산업의 발전과 규격기준
업무에 활용
세부 훈령

- CODEX 식품규격과 한국 규격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
- 식품감시에 관한 WHO 조사단 보고, 식품 중 동물약품의 잔류에 관한 연구 및 도살육의 처리에 관한
국제실천기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식품위생 업무에 활용
- 방사선 조사(照射) 식품의 처리와 관련, 한국은 에너지연구소에서 감자, 양파, 인삼 등 식품의 방사선
조사 연구를 완료하여 금년 중 실용화됨을 언급
- CODEX 위원회가 제기한 유지 및 예비포장 식품에 대한 고유명칭 표시의무 법제화 문제는 지역대표
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

2. 정부대표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31차 이사회는 CODEX 이사회 활동사항, 예산 집행결과 및 신규 예산, 전문분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활동사항, 향후 CODEX의 발전 방향에 관해 토의
정부대표는 저개발국의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국제기구의 지원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한국은
식품 중 잔류 농약의 최대 허용 기준을 가급적 CODEX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정할 계획임을 발표
정부대표는 회의기간 중 이라크, 스위스 대표 등과 접촉하여 회의 관련 의견을 교환

3. 정부대표는 다음과 같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보고함.
C
 ODEX에는 수많은 산하위원회가 있으나 한국은 예산사정상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 CODEX 활동이나 정보에 어두운 상황
향
 후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 국제적 정보교류를 통한 식품 수출입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며, 국내 CODEX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민간기업 연구요원이나
학자들의 참여를 장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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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총회, 제20차.
서울, 1984.9.14-20

1. 국회는 1984.6.20.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 제20차 총회가 9.14.~20.
서울에서 개최되며, 동 총회에서는 APPU 제36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9개 결의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
이라고 통보하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문의함.
9개 결의안은 인도차이나 문제,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재정지원, 불법적 마약거래 등인바,
외무부는 8.16. 동 결의안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국회에 회보

2. 국회는 6.30.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제20차 APPU 총회 초청 대상국가 의회에 대한 초청장 전달 및

939

비자 발급 등 재외공관을 통한 지원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관련 공관을 통해 각국의 참석을 교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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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동향을 파악함(정회원국 8개국, 준회원국 1개국, 옵서버 19개국 대상).
외
 무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9.12. 윤길중 국회 부의장 등 제20차 총회 참가 대표단을 위해
태평양정상회담 추진 현황, 북한의 3자회담 제의와 한국의 입장, 캄푸치아 사태 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 실시

3. 말레이시아는 APPU에 가입키로 했음을 1984.7.20. 한국 측에 알려오면서 제20차 서울 총회에 정회원국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말레이시아는 그 후 회원국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신규 회원국에 대한 총회 참석 60일 전 사전
통고 규정에 따라 옵서버로 참석

4. 국회는 APPU 제20차 총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총회 일반사항

- 개최 회의: 제20차 총회, 제37차 이사회, 운영위·상임위·공동성명위원회 등
- 회의 의제: 회원국 의원단에서 제출하는 결의안으로 구성
- 각종 행사: 대통령 예방, 판문점 시찰, 서화·사진전, 국무총리·국회의장 주최 리셉션 등
특기사항

- 차기 총회 개최국 선정, 연맹 심벌마크, 교육위원회 신설문제 등
위원회별 결의안(정치 9, 경제 9, 문화 7, 교통체신 1), 국가별(한국 3, 일본 3, 태국 3 등 8개국
총 31개)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지지 결의안, 선진공업국의 보호무역장벽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아태국가들의 방위력 강화 요구에 관한 결의안 등

총
 회 대표단

- 윤길중 부의장(총회 의장), 이진우 의원(이사회 의장) 등 21명

5. 국회는 제20차 총회에서 채택된 뉴칼레도니아 독립 결의안을 윤길중 제20차 총회 의장 명의로 프랑스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데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결의안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프랑스가 이미 동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는 점과 최근의 한·프랑스 관계를 감안할 때 총회 의장 명의
940

서한 송부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회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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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1차. Geneva
(스위스) 1984.4.2-7

1.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은 1983.11.29.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1984년 IPU(국제의원연맹) 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인도네시아는 당초 이스라엘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총회 개최를 수락하고, 이스라엘의
불참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동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총회 개최를 포기한 것으로 관측

- 이에 따라 제71차 총회는 84.4.2.~7. 제네바에서 개최

2. 국회는 1984.3.15. 제71차 IPU 총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각국 대표와의 면담 등
국
 회 대표단은 단장 권정달 위원장 외 7명, 의회 사무총장 협의회 단장 우병규 국회 사무총장
외 2명

3. 외무부는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군축문제, 칠레 인권문제 등 제71차 총회 의제별 정부 입장 및 남북한
관계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표단에 대해 현황을 보고함.
4. 국회의장은 4.4. 총회에 참석 중인 대표단장에게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과 관련,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함.
5. 제71차 총회 개최 결과 및 대표단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가국: 89개국 대표 700여 명 참가

- 중국(구 중공), 아르헨티나, 터키가 신규 가입하고 나이지리아가 자격 정지되어 회원국은 102개국
일반토의에서 권정달 대표단 단장(군축문제) 및 김현자 의원(인구문제)이 연설

- 토론 시 김현자 의원이 한국전쟁 시 5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사실을 지적하자
북한 측은 남한과 미국이 강제로 유입시킨 것이라고 억지 주장
북한은 손성필 대표를 단장으로 17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 과거와 달리 한국 대표단에 접근
하여 3자회담 제의 및 스포츠단일팀 구성 제의 등을 선전

- 이와 같은 북측의 행동은 랑군 사태 호도를 위한 일시적 태도 변화로 관측
4.6. 일반토론 시 북한대표는 남한의 군비증강, 팀스피리트 훈련을 언급하면서 미군철수 및 3자
회담을 주장

- 이에 대해 박정수 의원은 랑군 사태 진상을 폭로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은 사전에 충분히 예고된 정례
적 방위훈련임을 설명 (북한대표가 해명기회를 요청했으나 일축)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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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 활동을 위한 현지 공관에서의 행정지원을 요청함.

- 박정수 의원에 이어 고정훈 의원이 랑군 사태 등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최은희·신상옥
납치와 관련, 이들의 조속 송환을 북한 측에 촉구
- 북한 측은 고정훈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기 위해 책상과 마이크를 두드리는 등 장내를 소란케 하였
으며, 랑군 사태가 남한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여 서방 대표들뿐만 아니라 공산권 대표들에게도 웃음
거리가 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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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2차. Geneva
(스위스) 1984.9.24-29

1984.9.24.~29. 제네바에서 개최된 IPU(국제의원연맹) 제72차 총회와 관련되어 전개된 국회의
외교활동은 다음과 같음.
1. 동서독 및 남북한 의원대표 간 비공식대화 추진
김종인 의원은 서독 방문 중 84.5.1. 서독 IPU 단장인 H. Stercken 의원 등으로부터 제72차 IPU 총회
기간 중 분단국인 동서독과 남북한 의원대표들 간 비공식 대화를 갖자는 제의를 받은 것과 관련,
정부는 6.23.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

Stercken 의원은 IPU 차원에서 동서독과 남북한 4자간 대화를 추진코자 하는 것이 제의 배경이
라고 주독일대사관 측에 설명한바, 이에 대해 주독일대사관은 동 의원의 제의를 수락하되, 동독이
불응하여 서독과 남북한 의원만이 회동하게 되는 경우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동 의원에게
전달

2. 이라크 및 이집트와의 관계개선 방안 협의
IPU 집행위원인 오세응 의원은 총회 참석 전 이라크(84.9.16.~18.) 및 이집트(9.18.~20.)를 방문
하여 이들의 입장을 사전 청취하고 한국과의 관계증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

- 이라크 측은 IPU 총회에서 이란-이라크전 관련, 이라크 측 입장이 반영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
- 이집트 측은 홍해 기뢰 폭발사건 관련, 이집트가 제출한 국제수역에서의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결의안 지지를 요청
- 오 의원은 외무부에 방문결과 설명 시, 이란·이라크전과 관련 엄정중립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외무부의 요청이 있었으나, IPU 총회에서 이라크 입장에 부응하는 것이 양국 관계 격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

3. 한국 대표단의 제72차 IPU 총회 주요 활동
권정달 국회 내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10명의 대표단이 참석
권정달 단장은 일반토의 시 연설을 통하여 테러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보호무역주의의
팽배에 대해 경고
주제네바대사는 한국 정부가 1984.9.14. 북한 측의 수재의연품 제공 제의를 수락한 것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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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제의는 남북한 당사자 회담의 전기 마련 및 평화적 남북한 관계 확립에 북한 측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수락
- 동 회의 의제는 남북한 교류문제 및 이산가족 재회문제가 되도록 노력

한 간 화해와 직접대화 재개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남북한 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한국 측
용의를 거듭 천명하는 한편, 88서울올림픽에 모든 IPU 회원국 선수들이 참가하기를 희망
김
 현자 의원은 제2위원회(법률인권위) 부의장에 피선

4. 북한 대표단 동정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대표가 제72차 총회에 참석한바, 북한
대표단은 한국 대표단에 유연하게 접근하고, 미국 대표단과의 접근도 적극적으로 시도
944

북한대표는 일반토의 시 3자회담, 수재의연품 제공, 한반도 비핵화지대에 관해 언급하였으나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
북한 측 요청으로 진충국 북한대표(주제네바대사)를 면담한 미국 E. Derwinski 대표는 북한
측의 대미 직접대화 개설 의도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음을 분명히 전달

5. 제72차 IPU 총회 주요 결과
80개국 650여 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탄자니아, 적도기니 및 파푸아뉴기니가 가입
인
 종차별 철폐 및 나미비아 불법점령 종식을 위한 결의안과 중미위기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
추가 의제로 제안된 이란-이라크전 문제, 쿠웨이트의 대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등은 미국 측의
강력한 반대로 의제로 채택 불가 (한국 대표단은 투표에 불참)
총회 직전 개최된 IPU 집행위(9.22.~23.)에서는 1984.11.4. 실시 예정인 니카라과 총선 참관
문제를 집행위원 개개인의 판단하에 옵서버로 참관키로 결정

6. IPU 집행위원의 방북 문제
72차 총회 기간 중인 1984.9.26. Stercken 서독 의원(IPU 집행위원)은 박정수 의원에게 IPU
포럼에서 남북한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85.2월경 영국의 J. Page 의원(IPU 집행위원)과 함께
서울 방문 후 북경 및 평양을 방문할 계획임을 통보
외무부는 주독일대사에게 아래와 같은 한국 측 입장을 Stercken 의원에게 전달하고, 동 의원의
방북을 만류하도록 시달

- 동 의원의 방북은 한국의 대동구권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북한 측에게 한국의 중요 우방
국에 대한 접촉 창구를 개설해 주는 일방적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동인의 방북은 북한이 남북대화 호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대서방 접근을 오히려 도와주는 결
과가 되며,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한 직접대화 호응 의사를 감소시키게 되어 한반도 긴장완화에 역행 우려
Stercken 의원과 Page 의원은 한국 측 권유에 따라 북한 방문을 단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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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S.I.(국제사회주의연맹) 집행이사회, 1984-85

1. S.I.(국제사회주의연맹) 이사회(1984.4.24.~26. 덴마크 Jorlunde)
홍숙자 신사당 국제부장이 참석하여 신사당 가입 교섭 활동
동 이사회 개최 결과

- 미국의 니카라과 항구 내 어뢰 설치, 라틴아메리카 문제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불이행 및 터키
계 사이프러스 독립국 설립을 비난하는 결의문 채택
- 남태평양에서의 프랑스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프랑스의 S.I. 탈퇴 위협으로 철회
-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사회주의 공동정책 수립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추진

회의 의제

- 서유럽 사회주의 정당 및 기관의 대남부아프리카제국 협력방안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 및 나미비아
독립 지원 방안 포함)\

3. S.I. 이사회(1984.10.1.~2. 브라질 Rio)
외
 무부는 Rio에서의 이사회 개최 관련, 한민통이 1983.4월 포르투갈 개최 S.I. 총회에 참석하여
최종 결의안에 한국문제 삽입을 기도했으나 실패한 사실을 주브라질대사관에 참고하도록 통보
외
 무부는 S.I. 이사회가 Rio에서 개최되는 것은 중남미 지역의 민주화 과정, 특히 브라질이 군정
에서 민정으로 이양하는 데 대한 정신적 지원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동
 회의에서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의제로 하여 민주주의 투쟁,
중미사태 및 외채위기 문제를 주로 협의

4. S.I. 이사회(1985.6.18.~19. 스웨덴 Bommersvik)
외무부는 한민통 곽동의가 한민통의 서유럽 조직 확대 및 S.I. 가입 추진을 위해 영국 노동당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한민통이 S.I. 이사회에서 가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할 것을 주스웨덴대사관에 지시

- 한민통은 동 이사회에 불참
동 이사회는 평화와 세계경제라는 주제로 토의

5. S.I. 이사회(1985.10.15.~17. 오스트리아 Vienna)
정
 부는 한국 사회주의 정당의 S.I. 가입이 서유럽 사회당 집권국과의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판단하에 사회주의 정당의 S.I. 가입을 측면 지원키로 입장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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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 전선국가 회의(1984.9.3.~5. 탄자니아 Arusha)

945

김
 철 사민당 위원장이 동 이사회에 참석하여 S.I. 가입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사민당의 S.I. 가입은
1986.6월 리마 총회에서 확정될 것이라는 S.I. 방침을 확약 (주스웨덴대사관도 김철 위원장의 활
동을 측면 지원)
북한 조선사회민주당도 S.I. 가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S.I. 이사회에서 동당의 이념이 S.I. 이념과
맞지 않아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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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A.I.(국제사면위원회) 요원 방한, 1984.10.3-14

1. 국제사면위원회(A.I.) 사무총장은 1984.8.24. 주영국대사 앞 서한을 통하여 Gryk 연구국 부국장(미국인)과
Vandale 연구원(벨기에인)을 10.3.~14. 한국에 파견하여 정부 및 민간측 인권 관계 인사들과 면담코자
한다면서 면담 주선을 요청함.
A.I. 사무총장은 대표단 방한 중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지 않으며, 파악된 인권관계 내용은 추후
한국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언급
A.I. 대표단 2명은 9.11. 주영국대사관에 입국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며, 외무부는 2주 체류의
입국사증 발급을 허가

자사, 교회 인권관계 인사, 대한변협 등과 접촉할 예정이라고 언급

2. A.I. 대표단의 방한 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일
 정

- 외무부 구주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한국기독교협의회(NCC) 이돈명 변호사, 이병용 대한변협회장 및
구속자 가족 면담, 광주 방문 등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10.6.)

- 구주국장은 한국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정치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A.I.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고, A.I.가 최소한의 자유도 없는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과 한국의 안보상황 이해를 위해
판문점, 땅굴 시찰 의사를 문의 (대표단은 이를 사양)
- 대표단은 1976년 이후 인권조사 목적의 A.I. 조사단 방한을 허용한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안보의 특수성을 알고 있으나 양심범과 정치범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A.I.의 목적임을 언급
법무부 검찰국장 면담(10.11.)

- 대표단은 유엔인권협약 가입 추진 현황, 고문사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제한 등에 관해 문의하고, 남민전 사건 등 공안사범 24명에 대한 선처를 요청
- 검찰국장은 한국의 인권문제는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정부는 경제, 사회의 선진화 못지않게
인권 선진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외
 무부 서구1과장 초청 오찬(10.12.)

- 대표단은 외무부 및 법무부 인사들로부터 솔직한 설명을 들은 것을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고,
남민전 사건은 정부 측 설명에 수긍하여 양심범 케이스에서 제외할 것임을 언급
- 대표단은 고문행위의 가중처벌 등 한국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귀국 후 보고
서를 작성하여 한국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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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표단은 9.24. 주영국대사관과의 방한 전 면담 시 동 대표단의 이번 방한은 1976년 이래
최초로서 A.I.의 정기적인 각국 인권상황 파악 여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방한 중 대한적십

3. 외무부는 A.I. 대표단의 방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비협조(입국 거부, 질의에 대한 답변 불응)로 일부 정부비판 세력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전반적 인권상황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가졌던 것으로 관찰되지만,
이번 방한을 통해 개방적 사회 분위기, 정부 측의 솔직한 설명과 협조, 면담 대상자와의 자유로운
접촉 및 한국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확인함에 따라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 것으로 관찰
장기적으로는 A.I. 관계관과의 접촉을 계속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최소한 A.I. 본부
서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회답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방적 오해를 불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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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것으로 생각

4. 최동진 주영국대사관 공사는 Gryk 부국장 및 Vandale 연구원 요청으로 84.12.21. 이들을 면담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대표단 방한 후 한국 정부가 양심범으로 분류된 최석진을 석방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학생 등에 대한 단기간 구류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인상이라고
언급
대표단 방한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한국 정부에 제출할 것인바, A.I. 고위대표단이 방한
하여 정부 당국자들과 보고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
A.I.가 양심범으로 간주하고 있는 23명에 대해 한국 정부의 선처를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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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52-53차,
1983-84

1983.10.18.~25.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제52차 INTERPOL 총회와 1984.9.4.~11. 룩셈부르크
에서 개최된 제53차 총회 관련 대표단 및 결과보고는 다음과 같음.
1. 제52차 INTERPOL 총회
대표단

- 수석대표 김상조 내무부 치안본부 제3부장 외 대표 2명
정부 훈령

회
 의 결과보고

- 세인트루시아의 가입신청을 승인
- 사무국의 활동보고 청취(국제성 범죄 46,565건, 범인 인도를 요청한 건수 1,355건)
- 도난당한 문화재의 전산화를 위한 표준 및 문서위원회 설치를 결의
- Bossard 현 사무총장(프랑스인)이 차기 사무총장으로 재선(임기 5년)
-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국제성 마약, 위폐, 강력 및 일상 업무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과
토의를 통하여 회원국 간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평가

2. 제53차 INTERPOL 총회
대표단

- 수석대표 옥기진 내무부 치안본부 수사과장 외 대표 2명
정부 훈령

- 중국(구 중공)의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대만(구 자유중국)을 옵서버로 지위 변경하는 문제는
반대
- 강력범 사건 관련 한국에서의 암달러상 살해 사건에 관하여 설명
- 수사학 및 법과학 국제협회 설립에 관한 표결이 있을 경우 과반수 의견에 동조
회의 결과보고

- 중국의 가입신청이 승인되고, 대만은 중국대표 자격을 상실 (대표단은 훈령에 따라 중국 가입안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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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국제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회원국 간 업무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국제범죄 대처 방안에 기여
- 인터폴 본부의 지위에 관한 인터폴 본부와 프랑스 정부 간 협정에 찬성
- 의제별 한국 입장 및 현황을 설명(불법마약거래, 위조지폐, 강력범 등)

성하고, 중국과 대만 공존안에 찬성 표결)
- 국제마약 불법거래 단속과 관련, 사무국 내에 법집행 기관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팀 설치를 사무국에
건의
- 인터폴 신본부청사 건축 후보지로 프랑스 Lyons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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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WACL(세계반공연맹) 및 제30차
APACL(아시아태평양반공연맹) 집행위원회.
Ostende(벨기에) 1984.4.8-11

한국반공연맹은 1984.4.8.-11. Ostende(벨기에)에서 개최된 제17차 세계반공연맹(WACL) 및
제30차 아시아태평양반공연맹(APACL) 집행위원회 참석 결과 보고서를 1984.5.23. 외무부에
송부한바,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회의 참가국 및 인원
22개국 41명

- 한국대표는 유학성 한국반공연맹 이사장 외 2명

전
 회원국은 1983.10.9. 북한 공산주의 집단에 의해 한국 정부 각료들에게 행해진 버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북한의 잔인무도한 반인류적 야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응
한다고 선언

3. 주요 결의사항
제17차 WACL 총회 개최

- 시기 및 장소는 1984.9.3.~7. 미국 샌디에이고
- 총회 개최 경비는 26만 달러 (한국 측 부담 2만 달러)
신규 회원 가입으로는 헝가리, 우루과이, 폴란드 및 자이르의 반공단체
사업위원회(Business Committee) 설치 결정

- WACL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
- 위원장은 전 WACL 의장인 M. Schifferli(스위스)가 피선
제30차 APACL 총회 개최

- 시기 및 장소는 1984.8.27.~31. 미국 호놀룰루
- 총회 개최 경비는 총 11만8천 달러 (한국 측 부담 1만 달러)
APACL 명칭 개정

- 태평양 연안 국가의 신규가입에 따라 APACL의 명칭을 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 ; Asian Peoples’
Anti-Communist League)로 부 터 아 시 아 태 평 양 반 공 연 맹(APACL ; Asian-Pacific Anti-Communist
League)으로 개칭하기로 결의
- 동 개칭 결의안은 제30차 총회에서 최종 승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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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조항 공동선언문 채택(한국대표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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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L(세계반공연맹) 런던총회 관련 소송문제,
19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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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차 WACL(세계반공연맹) 총회 준비 및 취소 경위는 다음과 같음.
WACL 집행위(1973.3.1.~2. 런던)는 제7차 WACL 총회를 1973.8.31.~9.2. 런던에서 개최키로 결정

- 총회 개최 경비는 12만 달러로 책정하였으며, 동 경비는 회원국 찬조금(한국 6천 달러, 대만 9천 달러,
일본 9천 달러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총회 준비는 관례에 따라 WACL 영국지부인 Foreign Affairs
Circle(대표 G. Stewart-Smith, 이하 FAC)이 맡기로 결정
FAC가 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3월초 런던집행위 참석 관련 WACL 명예
의장인 곡정강의 정치활동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곡정강과 여타 대만(구 자유중국)
952

대표의 입국을 불허
WACL로서는 명예의장 및 반공 지도국인 대만대표의 불참은 문제가 되므로 임시 집행위
(1973.8.11.~12. 워싱턴)를 개최, 런던 총회는 유럽지역대회로 축소하여 거행하고 이미 소요된
경비는 WACL이 변상키로 결정
그러나 FAC 대표 Stewart-Smith는 전 회원국에 총회 참석 초청서한을 발송하고 예정대로 총회
개최를 강행 (극소수를 제외한 WACL 회원국 대부분이 불참)

2. 런던 총회 유회(流會) 관련 소요경비 보전 문제가 다음과 같이 소송 제기를 유발함.
F
AC는 1973.11.28. WACL 집행위 앞 각서를 통해 런던 총회 개최에 소요된 경비 보전을 요청

- 총 소요 경비 121,457달러, WACL로부터 기 수령 경비 51,457달러, 보전 요청 경비 7만 달러
W
 ACL은 집행위(1973.12.1.~3. 과테말라)를 개최하여 런던 총회 유회에 따른 경비문제 등을
논의, 런던 총회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호텔예약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경비에 대해 WACL로서는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다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2만 달러를 총회 준비 소요경비로 추가 지불할 것을 결의
동
 집행위에 FAC를 대표하여 참석했던 I. Greg도 이를 수락하였으나 Stewart-Smith는 1974.1.8.
서신을 통해 2만 달러 수령을 거부하고 7만 달러 배상을 요청하면서 WAC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시사

3. FAC의 소송 제기 및 재판 경과는 다음과 같음.
FAC는 1974.10.31. WACL 사무총장을 상대로 런던 총회 경비 7만 달러에 그간의 이자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총 76,350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제출

- WACL 사무국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
1심 판결(75.12.18.)은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피고 패소 판결, 2심 판결(80.10.29.)은 피고 승소,
3심은 피고 승소, 대법원은 원고 측의 상고 제기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81.12.22.)

1984

4. WACL 측은 사건을 원만히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도 FAC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수차례 모색하였으나, Stewart-Smith는 대처 수상을 비롯한 보수당 고위인사, 주한 영국대사 등에게
계속 문제를 제기함.
80.7.29. WACL 사무총장이 Stewart-Smith와 최종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1심 판결 금액인
76,350달러와 그간의 이자를 합하여 총 13만 달러 배상을 고집하여 협상이 결렬

5. FAC는 대법원 판결 이후인 1983~84년 중에도 영국 정부 및 의회 요로에 동 문제를 탄원하고, 수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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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WACL과 한국 및 대만 정부를 비난함.

ASOSAI(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 이사회,
제7차. 동경, 1984.5.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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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4.5.28.~6.1. 도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ASOSAI) 제7차 이사회 참석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황영시 감사원장, 교체수석 신현수 감사위원 외 대표 3명
파견 목적

954

- ASOSAI 의장국으로서 연례 이사회 주최
-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 ASOSAI 차기 총회 계획 및 훈련 프로그램 협의
- 한국의 농촌개발과 감사 세미나(1984.6월, 서울) 개최 홍보
정부훈령

- ASOSAI 의장국으로서 타국 대표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감사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 중국(구 중공),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및 북예멘의 최고회계검사기구가 ASOSAI에 가입한 것을 환영
하고, 신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

2. 대표단의 회의 참가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석 범위

- 8개 회원국 감사원장
의제 및 주요 결정사항

- 제6차 이사회 이후 사무국 및 이사회 활동보고 청취
- 1983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청취
- 인도네시아 감사원이 국내사정을 이유로 1985년도 총회 개최를 철회한 것과 관련, 이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일본이 1985년도 총회를 개최키로 결정
- 중국 등 신규 회원국의 가입을 환영
대표단은 농촌개발과 감사 세미나의 1984.6월 서울 개최를 홍보하였으며, 회원국들은 동 세미나
주제가 회원국의 감사기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호평

3. 대표단은 다음 사항을 정부에 건의함.
중
 국은 ASOSAI 의장국인 한국 감사원의 권유에 따라 1983.10월 ASOSAI에 가입한바, ASOSAI는
비정치적 단체이므로 이사회에 중국을 포함하고 세미나에도 초청하여 한국 감사원이 한·중국
교류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88서울올림픽에 대비, 서울시가 스즈키 슌이치 도쿄도지사를 방한 초청하여 올림픽 준비 관련
동인의 경험을 청취하는 등 한·일 간 우의 증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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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이사회, 제29차.
Manila(필리핀) 1984.12.7-8

1. 정부는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제29차 집행이사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대표단

2. 대표단에 대한 정부 훈령은 다음과 같음.
1983.10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EROPA 제10차 총회 성과 지속을 위한 회원국 상호간 협력과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그 후속사업 마무리 교섭
한국 내에 설치되어 있는 EROPA 발전관리센터의 그동안의 활동과 장래계획을 설명하고, 이 지역 공무

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Executive Dev’
t Programme을 홍보
총회 및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결속 강화에 주력하고, 각 회원국에 설치되어 있는 EROPA 센터를

방문 그 활동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장래 계획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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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대표 손관호 중앙공무원 교육원장, 교체수석 황병인 총무처 행정관리국장 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연세대 대표 2명
파견 목적
- 회원국 간 효과적인 행정제도 발전문제에 관한 논의 및 협력 강화
- EROPA 신회원국 및 단체 가입 논의
- EROPA 운영 전반에 관한 공동 관심사 논의 (파견기간 중 EROPA 제7차 상무관 과정도 참관 예정)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 제28차.
Hamburg(독일) 1984.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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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부는 1984.9.29. 공문을 통하여 1984.10.6.~23. Hamburg(독일)에서 개최되는 제28차 국제협동
조합연맹(ICA) 총회에 참석하는 한국 대표단이 총회 본회의 참석 후 동독 현지시찰(동베를린 및 포츠담
등)에 참가하는 데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외무부는 1984.10.2. 공문을 통하여 한국 대표단의 동독 현지시찰에 대해 이의 없음을 농수산부에
통보

956

다만, 공산권 해외여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표단으로 하여금 출국 전 필요한 특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여행지 도착 시는 인근 한국 공관 또는 현지 우방국 공관에 소재를 통보하며,
여행 중 국익과 위신에 저해되는 언동이 없도록 지도할 것을 농수산부에 요청

2. 제28차 ICA 총회에 참석하는 한국 대표단은 윤근환 농협중앙회장 외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가자는 52개국 756명
ICA 중앙위원의 서면투표(1984.7.5.~8.16.) 결과 R. Beasley가 사무총장으로 피선
1983년 결산 승인(수입 및 지출 각 481,227파운드)
회원국 및 회원기관의 1984년 회비 납부 실적 청취
Arthur Young International 제네바 지부를 1984년도 ICA 본부 및 3개 지역사무소의 회계검사
기관으로 지정

3. 대표단은 총회 본회의 참석 후 동독 현지시찰을 하였으며, 동구권 인사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북한의
ICA 가입 추진 동향에 관해 청취함.
Krasheninnikov ICA 이사(소련인)는 북한소비조합이 자신에게 꾸준히 ICA 가입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다고 언급하고, 북한의 가입은 남북한 간 교류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농협중앙
회가 북한의 가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요청
ICA 사무총장서리는 북한이 1984.5월 오슬로에서 개최된 ICA 중앙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석하여
북한의 ICA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
하고 있다고 언급

4. 농수산부는 1985.7.13. 공문을 통하여 북한소비협동조합연합회가 1985.6월 동베를린 개최 ICA 집행
위원회에서 가입이 결정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향후 ICA 관련 회의 참석 과정에서 남북한
대표 간 상면 또는 상호 방문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할 것임을 부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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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국제표준화기구) / TC-22(제22 기술위원회)
회의. 장춘(중국) 1984.10.10-12

1. 국제표준화기구(ISO) 사무차장보는 중국(구 중공) 측으로부터 1984.9월경 중국 장춘에서 개최 예정인
TC-22(제22 기술위원회)에 참석하는 한국대표들에게 입국사증을 발급할 것이라는 전문을 받았으며,
동 회의는 도로차량기술 전문위원회 회의로서 개최 시기, 의제 및 참가 신청 등 구체사항은 AFNOR(프
랑스 표준협회)에서 ISO 회원국에 발송할 것임을 1984.6.1.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에게 통보함.
2. 공업진흥청은 1984.7.23.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신승주 공업진흥청 기계기좌, 한국기계연구소 및
대표단 명단을 ISO 측에 통보하고 대표단의 중국 입국사증 취득 관련 ISO 측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주제네바대표부의 요청에 따라, ISO 사무국은 한국 대표단 명단을 중국 측에 통보하고 한국
대표단이 동경에서 입국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

3. ISO 사무국은 TC-22 회의가 1984.10.10.~12. 개최키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회원국에 통보함.
4. 공업진흥청은 AFNOR 측이 중국표준국(CNAIC)으로부터 한국 대표단에 대한 중국 입국사증을 도쿄
소재 중국대사관에 신청하도록 통보받았다고 1984.9.20. 외무부에 알려옴.
주일본대사관은 한국 대표단이 10.8. 도쿄 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취득하여 10.9.
북경으로 향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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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관계자가 TC-22 회의에 참석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대해

IUGS(국제지질학연맹) 총회, 제27차.
Moscow(소련) 1984.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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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처 및 대한지질학회는 1984.8.3.~14. Moscow에서 개최되는 제27차 국제지질학연맹(IUGS)
총회(IGC)에 참석하기 위해 공산권 여행허가를 외무부에 신청한바, 외무부는 이에 대해 국내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결과 KAL기 사건 처리에 대한 소련의 무성의한 태도와 아직 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소련 개최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동 회의 참가를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회보함.
958

그러나 외무부는 소련과의 선별적인 교류 재개 필요성 및 그간의 제반 상황 변동으로 비정치분야
행사에의 선별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84.6.13. 과학기술처에 다시
통보

2. 국 제지질학연맹(IUGS) 산하 국제지질도편찬위원회(CGMW) 사무총장은 제27차 총회 기간 중인
8.5.~13.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CGMW 본회의에 이상만 서울대 교수의 참가를 초청한바, 외무부는
국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상만 교수 등 한국 대표단의 동 회의 참가를 허용하기로 하고, 주프랑스
대사관에 대해 한국 대표단이 파리 소재 소련대사관을 통해 소련 입국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지시함.
이상만 교수 등 한국 대표단 3명이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소련 입국사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소련 측은 제27차 IGC 참가 등록번호 없이는 입국사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
이에 한국 대표단 3명이 7.31. 파리에 도착 CGMW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회의 참가대책을 협의한
결과, IUGS 사무총장을 통해 제27차 IGC 총회 조직위 측에 한국 대표단에 대한 IGC 등록번호와
입국허가 부여를 위한 특별고려를 요청(IGC 등록신청은 이미 1984.1.15. 마감)
IUGS 사무총장은 1983년 IGC 회의에 참가신청을 한 이상만 교수에게만 입국사증 발급이 허가
(나머지 2명은 제외)되었음을 8.7. 통보하여 이 교수는 8.9. 입국사증을 취득하여 소련으로 향발

3. 이상만 교수는 CGMW 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를 일지 형식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남
 ·동아시아 변성지질도 편찬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동 지질도를 게시하고, 남·동아시
아 변성대의 특징에 관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하고 IUGS 평의원회 회의도 IUGS 한국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이 교수는 저녁 늦게 조선동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동 조선인은 만나서 이야기
를 하자고 하다가 이 교수가 연락처를 물어보니 연락을 끊었다고 언급
이 교수는 소련의 대한국 감정이 크게 나쁘지 않으므로 소련과의 교류확대 필요성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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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세계적십자평화회의, 제2차. Aaland 및
Stockholm(스웨덴) 1984.9.2-7

1. 국제적십자사연맹(LRCS)의 de la Mata 총재는 1983.4.29. 국무총리 예방 시 1984년 중 세계적십자평
화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동 회의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문제가 의제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1975.6.11.~13. 유고 베오그라드에서 제1차 세계적십자평화회의 개최
1982.10월 LRCS 집행위원회 회의 시 미국대표가 제2차 세계적십자평화회의 개최를 제의하고
핀란드·스웨덴이 공동주최 용의 표명
959

으로 1984.9.2.~7. 핀란드 Aaland에서 개최됨을 회원국에 통보함.
폐회식은 Stockholm에서 거행

3. 대한적십자사(이하‘한적’
)는 제2차 세계평화회의에 대비하여 학계·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
데 2차에 걸쳐 적십자 평화문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이산가족과 관련
된 결의안을 제2차 세계평화회의에 제출키로 함.
유
 창순 한적 총재 일행은 1984.7월 Abu-Goura 요르단 적신월사 총재, Aubert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부총재 및 de la Mata LRCS 총재를 방문하여 제2차 세계평화회의에 이산가족문제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협의

4. 한적은 1984.8.23.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제2차 세계평화회의에 유창순 총재 등 3명의 대표단 파견을
통보하고 현지 공관의 협조를 요청함.
5. 한적대표단의 제2차 세계평화회의 참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참
 석자

- 107개국에서 250여 명 참석 (북한은 오문한 북한적십자사 부회장 등 5명 참석)
이
 산가족에 관한 한국 측 결의안은 사무국에 무위 접수되었으나, 북한 측 결의안(한국 측 안에
대한 대안)은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접수되지 않고 사무국으로부터 내용 수정을
권고 (북한은 사무국 권고대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접수)
한적의 이산가족재결합을 위한 결의안은 9.4. 제2위원회에서 토의되었으며, 제2위원회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영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LRCS 사무국은 1983.10.25. 공한을 통하여 제2차 세계적십자평화회의가 핀란드·스웨덴의 공동주관

소
 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적십자사는 군축·반핵운동에 적십자사가 직접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프랑스 등 서방 적십자사는 그러한 문제는 각국 정부에 속하는 문제라면서
대립한바, 양측은 적십자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적십자사가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지침
을 채택함으로써 타협점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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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Aubert, Maurice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 방한, 1984.10.26-31

1. 대한적십자사(이하‘한적’
)는 1984.10.10.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한적 창립 79주년 기념식 참가와
한적과의 업무협의 목적으로 Maurice Aubert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부총재를 1984.10.26.~31. 방한
초청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외무부장관 등 정부관계자 예방을 요청함.
Jean de Courten ICRC 아시아국장이 수행 (동인은 방한 후 일본, 중국 방문)
Aubert 부총재는 방한기간 중 한국 정부 당국자와 남·북한 적십자 관계, 한적과 중국(구 중공)
홍십자회와의 관계 향상, 사할린 교포 송환문제 등에 관해 협의 희망
961
국
 무총리 예방

- 진의종 총리는 Polisalio에 의해 납치된 한국 어부 및 납북 어부의 송환에 대한 ICRC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중국 거주 한인 교포들의 고국 방문, 사할린 거주 교포 3,000여 명의 송환 희망, 중국 내
독립유공자 36인의 유해 이장문제 등에 대한 ICRC의 지원을 요청
- Aubert 부총재는 북한, 사할린,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ICRC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 부총재는 남북한 적십자사 양측이 모두 원할 경우 ICRC가 남북한적십자사회담 재개문제를 중재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
외
 무장관 예방

- 이원경 장관은 대북한 구호물자 배분,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중국 거주 동포의 모국 방문 및 애국선열
유해 봉환문제, 사할린 교포 송환문제 등에 관한 ICRC의 지원을 요청
- Aubert 부총재는 ICRC 예산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 증가를 요청하고, 남북한 이산가족문제 등 해결을
위한 ICRC의 노력에 대해 설명
Aubert 부총재는 상기 이외에도 손재식 통일원장관, 유창순 한적 총재를 예방하여 상호 관심
사항 및 협력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

3. de Courten ICRC 아시아국장은 1984.11.30. 주제네바대사를 방문하여 자신의 일본 및 중국 방문결과를
알려 주면서, 일본 방문 시 사할린 거주 한국동포 문제에 대해 협의한바 우선 재회에 필요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중국 방문 시 중국 거주 한국교포의 모국 방문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긍정적 반응을 표명했다고 설명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Aubert ICRC 부총재의 주요 인사 예방(10.29.) 결과는 다음과 같음.

4. 본 문서철에는 사할린 교포 귀환문제, 남북적십자·경제·체육 회담, 중국 거주 교포 모국 방문 등에
관한 현황 자료와 ICRC 아시아국장이 1983.12월 방한 시 복역수 방문과 관련하여 외무부에 수교한
ICRC 비망록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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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FAI(국제항공연맹) 총회, 제77차. Prague
(체코슬로바키아) 1984.10.26-11.1

1. 교통부는 1984.7.30.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1984.10.26.~11.1. Prague(체코)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
연맹(FAI) 제77차 총회에 참석할 조중건 대한항공협회 회장 등 7명의 대표단 해외여행을 추천함.
외무부는 8.11. 교통부 앞 공문을 통하여 동 대표단의 해외여행에 이의 없음을 통보
* FAI(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e): 1905년 창립, 본부 파리, 각국 민간항공단체가
회원, 대한항공협회는 1959년 가입

2. 외무부는 제77차 FAI 총회에 동구과 태석원 사무관을 파견하여 체코정세 조사 및 동구권 인사들과의
태
 사무관은 대한항공협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바, 입국사증 취득 편의상 문화여권을 발급
대한항공협회 대표단의 FAI 총회 참석에 대한 북한 측 항의로 대표단에 대한 체코 입국 사증발
급이 지연되었으나, 총회 조직위 측이 체코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대표단은 도쿄 주재 체코대사
관을 통해 입국사증을 발급

3. 태석원 사무관의 회의 참가 결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가국

- 38개국 189명
- 북한은 김광호 북한항공협회 서기장 외 1명 참석
주요 의제 및 토의 결과

- 제76차 총회 이후의 FAI 활동사항 보고 및 결의사항 인준
- 1985~86년간 활동 계획 보고
특기사항

- 회의 기간 중 북한대표 2명을 접촉한바, 이들은 적대적 언사를 피하고 평화 공세를 펼친다는 느낌
- 체코, 소련 및 동구권 대표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대표단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기피하는 경향
대표단 체류 중 특별한 차별대우는 없었으며, 체코는 충실하게 친소 노선을 견지
가까운 장래에 체코 등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비정치 분야 교류증진은
상호간 이해증진과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4. 대한항공협회 대표단은 총회에서 The Republic of Korea로 정식 호명되고, 북한은 North Korea로
소개됨.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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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을 통한 대동구권 관계개선 문제를 타진키로 결정함.

| 84-0835 |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V.1 1975-78
생산연도

1975-1984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4-60 / 15 / 1~112(112p)

1. 제6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1975.6.17.~18. 서울)에서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해운협정 체결에 원칙 합의하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결을 추진키로 함.
2. 외무부는 1975.7.18. 한·호주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재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재무부는 호주와의 협정체결 타당성을 검토 중이므로 동 검토가 끝난 후 체결 교섭을 시작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회보함.
964

외무부는 협정체결 추진과 관련, 호주가 타국과 체결한 이중과세협정 전문 및 호주의 세제관계
자료를 구득하여 재무부에 제공

3. 재무부는 1977.9.20. 한국 측 협정초안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동 초안을 호주 측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
한바, 외무부는 재무부 초안에 대한 조약국의 내부 검토를 거쳐 호주 측에 제시할 최종안을 마련하였
으며, 한국 측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정안 내용

- 인적 범위, 협약 대상 조세, 용어의 정의
- 과세상 주소, 항구적 시설, 부동산 및 사업 소득, 선박 및 항공기,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과세,
양도 소득 및 인적용역 소득
- 이중과세 회피 방법, 무차별 대우, 발효 및 종료
협정 체결의 실익

- 한국 기업 및 상품의 대호주 진출과 한국 선박의 국제운수업 진출 촉진
- 호주의 대한국 투자 및 기술 도입 촉진

4. 외무부는 1977.11.1. 한국 측 협정안을 주호주대사관에 송부하고, 호주 측에 대해 1978년 상반기
중 양국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도록 지시함.
5. 호주 측은 실무자회의 개최 제의와 관련 1978.1.3. 주호주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호주 측이 이미
10여 개국으로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교섭 요청을 받고 있고, 또한 인원 부족 및 업무 폭주 등
의 사정으로 1978년 중에는 한국과의 협정 체결교섭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함.

1984

6. 주호주대사는 1978.9월 두 차례에 걸쳐 호주 외무성 경제차관보를 면담, 양국 간 합작투자사업의 급증에
대비하여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속 체결할 것을 촉구한바, 이에 동 차관보는 호주 국세청 담당인원의
부족과 협정을 체결해야 할 대상국이 많으므로 시일이 걸릴 것이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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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V.2 1979
생산연도

1975-1984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4-60 / 16 / 1~356(356p)

1. 재무부는 1979.3.13.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한·호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실무자회의를
1979.9.3.~8. 캔버라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한다고 통보하면서, 호주 측 협정초안을 입수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호주 측은 1979.4.30. 공한을 통하여 한국 측 제의를 수락

2. 재무부는 1979.7.27. 공문을 통해, 1977.11월 한국 측 협정안(V.1 제4항 참조)을 호주 측에 제시하였
966

으나 그동안 교섭에 별다른 진전 없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한국의 경제 환경도 변화하였고, 또한
OECD 협정 모델도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한국 측 초안 일부를 수정한 협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동 수정안을 호주 측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1979.8월 호주 측 협정안을 입수하여 재무부에 제공

3. 정부는 한·호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실무자회의(79.9.3.~8. 캔버라)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대표단

- 수석대표 박송택 주호주대사관 참사관, 대표 재무부 안창식 국제조세담당관 외 2명
호주 측 대표단

- T. Boucher 국세청 차장 외 대표 7명

4. 제1차 실무자회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음.
양
 국 수석대표는 회의에 임하는 자국 정부의 입장과 세제 특색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후,
협정안 축조심의 진행
9
.3. 회의 시 협정 전문, 제1조(인적 범위), 제2조(협약 대상 조세) 및 제3조(용어의 정의)에 대해 합의
양측이 제시한 협정초안을 근거로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전(全) 조항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상호 이견이 있는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나, 더 이상의 협의는 시간 관계상 진행 불가

5. 대표단의 회의 결과 평가는 다음과 같음.
한국 측이 OECD 모델에 충실하려는 면에 반해 호주 측은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외자도입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OECD 모델을 외면하고 자국 사정에 유리한 규정만을 주장하여
상호 의견조정이 쉽지 않아 회의가 어렵게 진행
양측은 제2차 실무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2차 실무회의를 서울에서
조속한 시일에 개최한다는 각서에 서명

생산연도

1975-1984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4-60 / 17 / 1~355(355p)

1984

| 84-0837 |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V.3 1980-81

1. 한·호주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실무자회의를 1980.4.14.~18.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
는바,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대표단

- 수석대표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외 외무부 및 재무부 대표 5명
호주 측 대표단

- 수석대표 T. Boucher 국세청 차장 외 대표 4명

양측 초안을 조문별로 검토하면서 채택 여부를 토의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은 조항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고정사업장(P.E.) 및 사업소득 등 중요 조항에 대해서는 양측 이해가 대립되어
제3차 실무자회의에서 협의키로 합의
한국 측은 호주 진출 한국기업들에게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한국에 투자하는 호주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서 협정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호주 측은 호주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한국에서 면세혜택을 받은 자국기업으로부터도 조세를 징수하려는 입장으로 교섭에 임하였기
때문에 제2차 회의에서도 협정 문안에 합의 불가

3. 양측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실무자회의를 1981.2월 캔버라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호주 측의 세제 개혁법안 의회 상정 등 업무폭주를 이유로 한 회의 연기 요청 및 한국 측 수석대표 일
정상의 이유로 제3차 회의는 1981.4.1.~7. 캔버라에서 개최키로 최종 합의되었으며,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대표단

- 수석대표 서영택 재무부 세제국장 외 외무부 및 재무부 대표 4명
호주 측 대표단

- 수석대표 T. Boucher 국세청 차장 외 대표 4명

4. 제3차 실무자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양
 측은 협정안에 합의하여 1981.4.7. 협정문에 가서명
대표단은 호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개발수입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한국이 자원보유
국과 체결하는 최초 협정이라는 점과 호주가 원천지국 과세주의(Source Principle)를 강화하는
조세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호주에 예외 없는 부분은 한국 측이 수락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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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실무자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상
 기와 같은 입장에 따라 일반적인 원천지국 과세주의는 호주 측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으나,
한국기업의 진출, 현지기업 설립 및 합작투자에 관한 조항은 한국의 기존입장을 대부분 관철시
키는 성과 달성

5. 양국은 가서명된 협정문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한바, 한국 측은 1981.11.2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위한 절차를 완료(호주 측도 서명절차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서명 시기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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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관해 교섭함.

생산연도

1975-1984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4-61 / 1 / 1~208(208p)

1984

| 84-0838 |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V.4 1982.1-6

1. 정부는 1981.4.7. 가서명된 한·호주 이중과세방지협정문의 서명과 관련, 1982.1.14. 윤하정 주호주대
사에게 서명권한을 부여하는 전권위임장을 발급함.
2. 한국 측은 빠른 시일 내 협정 서명을 호주 측에 요청한 바, 호주 측은 그간 한국어본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용어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어본 문안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동
 검토회의에서 양측은 국가명의 위치 변경, 최종 조항의 용어 규정순서 등에 합의하고, 한국
측에서 서명을 위한 수정된 한국어본을 작성하기로 결정

3. 한국 측은 호주 측과 합의한 바에 따라 한국어본을 수정하여 1982.6월 양국 서명용 한국어본을 주호
주대사관에 송부함.
4. 주호주대사관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일이 잠정적으로 1982.7.12.로 결정되었으며, 호주 측에서는
John Howard 재무상이 동 협정 서명자가 될 것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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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측은 1982.5.12. 주호주대사관과 한국어본 협정문에 대한 검토 회의를 개최

| 84-0839 |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V.5 1982.7-1984
생산연도

1975-1984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4-61 / 2 / 1~331(331p)

1. 주호주대사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982.7.12. 주호주대사와 John Howard 재무상 간에 호주
국회의사당 상원분과위 회의실에서 서명되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동 협정 서명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동
 협정 대상조세로서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및 방위세로 하고, 호주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각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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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정은 양국 간 경제거래상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양국 간 경제적·인적 거래를 원활히 하는 한편,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통하여
호주의 대한국 투자 촉진 및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을 도모

- 호주 측도 동 협정이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포괄적 협정이며, 국가 간 과세권 배정에 있어서
기존의 협정 규정과 일치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3. 한국선주협회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조세로서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650만 달러이며, 이중
과세방지협정체결을 추진 중인 호주 등 3개국에 납부한 세액이 300만 달러를 상회하므로 한·호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한 조치를 1982.7.9. 정부에 요청함.
4. 협정 서명 후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함.
외무부는 동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무장관실을 경유하여 국회에 제출(82.8.14.)하였으며, 제114회
국회 본회의(82.11.29.)에서 정부의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
호주 측은 국내절차 진행 중 의회해산 등으로 지연되다가 83.9.20. 하원을 통과하고, 9.21. 상원에
상정

5. 동 협정은 양측이 각각 국내절차 완료를 통고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으로써 발효되는바, 1983.10월
전두환 대통령의 호주 방문 계기에 공한을 교환하여 협정을 발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아웅산 암살폭발 사건으로 중단됨.
6. 그 후 양측은 1983.11.16. 캔버라에서 발효에 필요한 상호 통고 절차를 완료(각서교환 형식)하여 협정은
1984.1.1. 발효하게 되는바, 외무부는 동 협정 공포를 총무처에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협정은 조
약 제823호로 1983.11.19. 관보에 게재됨.

생산연도

1978-1984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4-61 / 3 / 1~442(442p)

1984

| 84-0840 |

한·방글라데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83.5.10 서울에서
서명 : 1984.8.22 발효 (조약 846호)

1. 주인도대사는 1974.8월 방글라데시에 진출 중인 고려개발의 요청에 따라 방글라데시와의 이중과세방
지협정 체결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동 협정체결 필요성에 대해 재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재무부는 양국 간 경제적·
인적 교류가 협정을 체결할 만큼 크지 않고,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고려개발에 대한 영업세
감면 전망은 없다는 이유 등 협정체결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

2. 방글라데시 측은 1979.2.27. 공한을 통하여 양국 간 협정체결을 제의하면서 방글라데시 측 협정초안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방글라데시가 이를 수락함.
한국 협정안을 80.1월 방글라데시 측에 송부

3. 정부는 제1차 회의에 참가할 정부 대표단으로 수석대표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외 4명을 임명하였으며,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방글라데시 측은 수석대표 M. Chowdhury 국세 및 관세청 차장 외 4명
참석).
주
 요 합의 사항

- 부동산 소득은 소재지국에서 1차로 과세, 상업소득은 귀속주의와 독립회계 원칙 채택
- 양도소득에서 부동산은 소재지국에서 1차로 과세, 기타는 양도자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
- 고용소득은 고용 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특정용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연금은 거주지국에
서만 과세 등
미합의 사항

- 대상조세, 고정사업장 중 종속대리인 범위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의 범위, 국제운수소득,
투자소득 제한세율, 면세이자 범위 등

4. 제2차 실무자회의가 1981.12.7.~12. 서울에서 개최되어 제1차 실무자회의에서의 미합의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협정문안에 가서명함.
5. 동 협정은 1983.5.10. 이범석 외무장관과 방한 중인 Shams-Ud Doha 방글라데시 외상 간에 서명하였
으며, 양측은 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킴.
한국 측 협정 비준안은 83.12.14. 제119회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되었으며, 방글라데시 측도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83.12월말에 비준서를 교환할 것을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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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에 송부한바, 재무부는 양국 간 제1차 실무자회의를 1980.2.18.~22. 방글라데시 Dacca에서

8
 4.7.23. Dacca에서 주방글라데시대사와 S. Chowdhury 방글라데시 국세 및 관세청장 간에
비준서가 교환되었으며, 동 협정은 84.8.22. 발효

- 외무부는 84.7.24. 총무처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 협정을 공포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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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84-0841 |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V.1 1978-79

1. 1978.10.10.~12. 방한한 노르웨이 O. Haukvik 공업상은 10.11. 외무장관을 방문, 한·노르웨이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제의함.
주한 노르웨이대사관(도쿄 상주) 참사관은 78.11.20. 외무부를 방문, 노르웨이 측 협정안을 제시
하고 79.4월 또는 5월 서울에서 실무자회의 개최 제의

2. 외무부는 한국 측 협정안을 1979.2월 노르웨이 측에 제시하고, 재무부 요청에 따라 양국 간 제1차
실무자회의를 1979.4.30.~5.4.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바, 노르웨이 측이 동 제의를 수락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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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부는 제1차 회의에 참가할 정부 대표단으로 수석대표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외 4명을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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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측은 수석대표 O. Biller 재무성 법무국 과장 외 1명이 참석

3. 제1차 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
 의는 양측 국내세법을 설명하고, 양측이 제시한 초안을 동시에 검토하되 한국 측 초안을
기초로 축조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
합
 의 사항

- 인적적용범위, 거주자, 고정사업장(건설공사 존속기간 6개월), 부동산소득은 소재지국에서 과세,
특수관계기업,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임원의 보수, 연예인의 보수, 연금, 정부직원, 교직자, 기타소득
- 이중과세방지 방법은 노르웨이 거주자 경우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Tax Sparing을 규정, 한국 거주자의 경우 세액공제방법 채택
양측은 잠정적으로 제2차 회의를 1979.8.6.~10. 오슬로에서 개최하여 미합의 사항을 협의하기로
합의

4. 제2차 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제1차 회의 시 미합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여, 전문 및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 문안을
확정하고 1979.8.9. 양측 수석대표가 가서명
합의 사항

- 노르웨이 측 자본세는 대상조세에서 제외, 국제운수소득은 기업소재지주의에 의한 상호면세원칙
적용, 투자소득 제한세율은 배당 및 이자 15%, 사용료 10~15% 합의
- 연금(민간연금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사회보장연금은 지급지국에서도 과세), 한은·수출입은
행·KOTRA 직원은 한국에서만 과세
- 이중과세방지 방법(한국은 세액공제방법, 노르웨이 측은 투자소득 이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법,
투자소득은 세액공제방법)

| 84-0842 |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V.2 19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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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노르웨이 측에 1979.8.9. 가서명된 협정안의 조기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노르웨이 측은 동
협정안에 대한 영어 번역본 작성 및 최종 검토 작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북해유전개발에 따른 사정
변경으로 타국과 기 체결한 이중과세협정 개정이 요구되고 있어 한국과의 협정 조기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양측이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던 중, 노르웨이 측이 1981.10월 가서명 협정안의 일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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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 것을 제의하고, 한국측도 일부 조항의 용어 수정을 제의하는 등 양측 간에 수차례 협정안 수정
이 계속된 후 협정 문안을 최종 확정함.
3. 정부는 협정안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였으며, 1981.1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주노르웨이
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에 서명하기로 결정한바, 양측 간 협의를 거쳐 1982.10.5. 오슬로에서
최석신 주노르웨이대사와 S. Stray 노르웨이 외상 간에 서명됨.
4. 협정 서명에 따라, 정부는 한·노르웨이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을 1983.10.7. 국회에 제출하였
으며, 제119회 국회 본회의에서 1983.12.14. 정부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함.
5. 동 협정은 1984.1.31. 서울에서 외무부 이장춘 국제기구조약국장과 N. I. Kjaergaard Nissen 주한 노르
웨이대사 간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1984.3.1. 발효하게 됨.
6. 비준서 교환에 따라, 외무부는 1984.1.31. 총무처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 협정을
공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35호로 1984.2.10.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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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84-0843 |

한·일본 간의 ’
83 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4.6.2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44호) V.1 1983

1. 정부는 1983.8.2. 제5차 대일경협 집행준비위원회(재무차관이 위원장, 외무부, 건설부, 상공부 차관
보급 참석)를 개최하여 83년도 엔차관 대상사업을 조정·확정하고, 동 사업안을 83.8월 중순 일본에
비공식 제의키로 함.
83년도 대상사업은 당초 선정된 6개 사업(2억9,600만 달러)에 대전 및 서울 상수도사업 등
(3,910만 달러)을 추가
83.8월 이후의 추진일정

2. 한국은 상기 일정에 따라 일본 정부 조사단이 1983.10월 중 방한하여 83년도분 엔차관 사업안에 대해
1차 협의한 후, 최종 합의 전이라도 동 사업 관련 한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 83년도 내에 타결하는 일정
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과 수차례 교섭하였으나, 일본은 양측 간 합의 후 한국 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것
을 강력하게 희망함.
한국은 83.10~11월 중 일본 정부 조사단 및 OECF 조사단이 방한할 경우 양측 간 합의가 83.12
월이 되어야 가능하고, 한국 국회의 동의는 합의 후에 요청하게 되나 이때는 이미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이며 내년도 임시국회 일정도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일본이 양해해 줄 것을 요청
그러나 일본은 차관 교섭 사항이 양측 간에 합의되기 전에 한국 국회 심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될 경우 일본 국회에서 정치 문제화될 것이 크게 우려되므로, OECF 조사단 방한 등 협의
를 거쳐 12월 중순 양측 간에 사업이 합의된 후 한국이 국회 동의를 요청할 것을 희망

3. 일본 정부 조사단이 83.10.24.~27. 방한하여 한일경협실무회의(관계부처 과장급 참석)가 개최된바,
일본은 83년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OECF 조사단을 11.2.~26. 한국에 파견하고 일본과의 사업
합의는 12월 중순을 목표로 추진키로 함.
4. 한일 양측은 일본 정부조사단 및 OECF 조사단의 방한 결과를 토대로 83년도 엔차관 사업에 관한
최종 실무회의를 83.12.14.~17. 도쿄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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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10월초 국회에서 82년도 사업 동의 후, 일본과 82년도 사업에 대한 각서교환 및 차관협정 체결
- 83.10~11월 일본 정부 조사단 및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평가단 방한, 83년도 사업 협의
- 83.11월 국회 동의 및 일본과의 실무합의
- 83.12월 또는 84.1월 일본과 83년도 사업 협정 체결

한
 국 측 수석대표 위성용 재무부 경제협력 국장, 일본측 수석대표 야나기 외무성 경제협력
국장 등 참석
한
 국 측은 연내 합의를 희망하고, 일본 측은 연내 또는 명년 초 합의 불가피 입장 표명
공여 규모

- 한국은 1982년 공여액(451억 엔)보다 10% 증액된 500억 엔 이상 규모 희망
- 일본은 10% 증액은 어려우며 6~7% 증가(480억 엔)는 가능하다는 입장
976

5. 일본 측은 83.12.26. OECF 차관 83년도 공여 규모 및 조건에 합의한바, 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여 규모

- 495억 엔(2억600만 달러 상당, 엔화 기준 전년보다 10% 증가)
조건

- 금리 연 4.75%(전년도 4.5%), 기간 25년(7년 거치 18년 상환)
구매 방식

- general untied
일본은 향후 OECF 차관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국이 가능한 한 외화분이 많은 사업, 내자 충당이
가능한 사업, 기자재 구입보다는 프로젝트 성격이 큰 사업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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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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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간의 ’
83 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4.6.2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44호) V.2 1984

1. 일본이 1983년도 OECF 차관(엔차관)에 대해 83.12.26. 합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84.1.17. 주일본대사
관에 조기 각서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교섭하고, 구매방식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은 general untied임을 재
강조하도록 지시함.
주일본대사관이 1.19. 일본 외무성과 접촉한바, 일본은 한국이 국회 동의를 얻게 되면 즉시
각서교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구매방식 문제는 각 부처별 의견이 상이하므로 일본
정부 의견이 결정되는 대로 통보해 주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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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동의안이 84.3.16. 임시국회를 통과하였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는 한편, 일본 측 교환각서안
중 구매방식 local cost 30% 사용한도 등에 대한 한국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주일본대사관에서 3.23. 일본 외무성과 접촉할 당시 일측 교환각서안은 국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작성된 만큼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양측은 그 후
수차례 의견 조정을 거쳐 5.18. 교환각서 문안에 합의

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83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의안은 84.6.1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22. 대통령 재가를 받은바, 동 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
 본은 한국에 495억 엔의 차관을 제공
사업별 차관 제공 규모

- 주암 다목적댐 111억 엔, 서울 및 부산 하수처리장 230억 엔, 도시 상수도 51억 엔, 농수산 연구 장비
현대화 33억 엔, 기상설비 현대화 42억 엔, 국립보건원 안정성 연구센터 24억 엔, 도시 쓰레기 처리시설
4억 엔
제공 조건

- 상환조건 7년 거치 18년 분할상환, 금리 연 4.75%, 인출기간은 주암 다목적댐 6년, 도시 쓰레기 처리
시설 3년, 기타 사업 5년
차
 관 제공은 한국 정부와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실시
차관 금액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지불하는 대금으로
사용하며, 상기 차관에 의한 구매는 OECF의 구매지침에 따라 사용
한국 정부는 상기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며, 차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과금 및 조세의 부과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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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측은 83년도 엔차관에 대한 교환각서 및 부속서 초안을 84.2.27. 한국 측에 송부하고 외무부는 국

4. 상기 각서는 84.6.25.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장관대리와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 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함. 외무부는 각서교환 직후 동 각서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포해 줄 것을 총무
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각서는 조약 제844호로 6.28. 관보에 게재됨.
5. 한편, 일본은 84.2.27.~3.1. 도쿄에서 개최된 한국과의 실무협의(과장급) 시 84.8월초 협정 체결을 제의한
바 있음.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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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그리스 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협정
체결 교섭, 1984

1. 그리스는 1984.5월 선박운수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그리스 측 협정안을
한국에 제시한바, 동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조(협정의 적용범위),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국제운수소득에 관한 과세), 제4조(협정의
비준 및 발효)

2.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84.6.8. 그리스측 안과 한국측 안(재무부 작성)을 국제기구조약국에 송부하고
그리스와의 협정 체결에 대한 법률의견을 요청한바, 국제기구조약국은 8.9.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양국 간의 경제 전반에 걸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박운수소득에 대한 제한적인 이중과
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따라서 동 협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우선

3.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국제기구조약국의 의견을 반영한 한국 측 수정안을 작성하여 8.21. 국제기구조
약국의 법률의견을 요청한바, 이에 대한 국제기구조약국의 11.6. 회신은 다음과 같음.
그리스와의 협정을 국가 간 협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 간 협정으로 하는 것이 한국 관행에
일치되는 것으로 판단
타방 당사국의 항공기 및 선박에 고용된 일방 당사국인의 용역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 당사국에
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조 규정은 다수의 한국 송출 선원이 그리스 선박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협정안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
다만, 한국의 소득세법이 국제운수사업에 고용된 자의 용역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협정안은 법제처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서 헌법 제96조(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의한 국회 동의 필요성 여부가 결정

- 한국이 체결한 국제운수면세협정은 인적용역소득까지 면세로 규정한 예는 없는 것으로 파악

97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제시함.

한·가봉 간의 항공운수협정 서명, 19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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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가봉대사는 Air Gabon사 K. Mapsi 사장이 1977.10.17.~18. 방한할 예정이며, 방한 중 한·가봉
간 항공협정 체결 필요성 조사를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10.15.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가봉과의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대한항공은 10.21.~22. Mapsi 사장과 대한항공/Air Gabon 간 협력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간 항공협정을 체결키로 합의

980

교통부는 11.4.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한국 민간항공사의 아프리카 노선 개척을 위해 가봉과
항공협정을 체결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

- 1982.8월 전두환 대통령의 가봉 방문 시 양국 간 항공협정 체결에 합의

2. 외무부는 1978.11.3. 주가봉대사에게 한국 측 협정안을 가봉 측 요청에 따라 프랑스어본으로 송부하
고, 가봉 측에 항공협정 체결을 제의하도록 지시함.
3. 주가봉대사는 1979.1.24. 주재국 외무부에 한국 측 협정안을 전달하고 양국 간 항공협정 체결을 제의
한바, 가봉 측은 1979.6.13. 가봉 측 협정안을 송부해 왔으나 항공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소극적 반응을
보임.
양국 간 항공회담 개최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홍순길 부장 등 대표단이
1982.9.27.~30. 가봉을 방문하여 Air Gabon 측과 회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항공협정 체결 필요
성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

4. 한국 측 제의에 따라 양측은 1982.11.17.~18. 가봉 리브르빌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하고 정부는
동 회담에 외무부 남홍우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6명의 대표단(가봉 측은 C. Oligni 민항성 차관
외 8명 참석)을 임명한바, 동 항공회담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양측은 가봉 측 협정안을 기초로 협정문을 축조심의하여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양측 수석대표
가 11.18. 가서명
합의 사항

- 한국 정부는 대한항공을, 가봉 정부는 Air Gabon을 지정 항공사로 결정
- 지정 항공사는 기종 제한 없이 주 1회 운항 (운항횟수 증가는 항공 당국 간 승인 필요)
- 일방 지정 항공사의 타방 항공사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수송력 이전은 강제적 성격을 띠지 않으며,
중간 및 이원지점에서의 제5자유 행사는 항공사 간 합의와 항공 당국의 승인이 필요

5. 정부는 1984.9.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원경 외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가봉과의 항공협정에
서명키로 결정함.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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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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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V.1 1980-1981.9

1. 말레이시아 교통부장관은 1980.10월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MAS(말레이시아항공)가 양국 간 항공협정
(79.6월 체결)에 의한 타이베이-서울 간 승객수 제한(편당 65명) 및 중동행 승객 제한(50명) 등으로
막심한 적자운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MAS의 서울취항 중단사태가 우려되
므로 한국 정부가 호의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교
 통부는 양국 간 항공시장은 수요 부족으로 대한항공이 미취항하고 MAS만 취항하여 일방적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제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대한 페낭대교 공사(2억4천만 달러) 낙찰 통보 및 대우실업과의 탄약운반선 수출계약(2,100만
달러)을 연기

2. 한·말레이시아 양측은 1981.9.17.~26. 쿠알라룸푸르에서 항공회담을 개최,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한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한국 측 수석대표는 최호중 주말레이시아대사, 말레이시아 측은 교통부차관).
말
 레이시아측은 김포공항에서의 항공기 부품에 대한 과세 시정, 말레이시아-서울 간 판촉운임
계속 적용, 타이베이-서울 간 수송제한 철폐, 서울-중동 간 한국근로자 수송 제한 및 로열티
지불 철폐, 말레이시아-서울 간 운항횟수 증가 등 해결조건을 제시
한국 측은 승객제한 또는 로열티 지불은 국제항공상 관행으로 대한항공도 중동 및 유럽으로부
터 유사한 제한을 받고 있고 로열티도 지불하고 있으며, 중동노선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는 상
황에서 MAS에게 무제한 개방할 수 없는 실정임을 설명하면서, 중동노선 승객수 제한은 54명,
로열티는 현재대로 81달러로 하되 면제 범위는 10명에서 20명으로 할 것을 제안한바, 말레이시
아측은 동 제안을 수락 불가 통보

- 말레이시아 측의 비공식 최종입장은 승객제한 100명 로열티 면제 50명
양측은 중동노선 문제의 원만한 타결을 전제로 서울-타이베이 간 승객 제한문제, 판촉운임
문제, 항공기 부품 과세문제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

3. 대표단은 회담 결과와 관련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한국 측은 회담을 항공문제에 한정시키고자 한 데 반해, 말레이시아 측은 양국 간 전반적인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타결할 것을 촉구
양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말레이시아 간 외교, 국방 등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타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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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레이시아 측은 페낭(Penang)대교 공사 한국낙찰, 건설 및 방산품 조달 등 한국에 많은 기회를 부
여했음에도 불구하고, MAS 문제 관련 한국 측이 호의적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 현대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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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V.2 198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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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측은 한·말레이시아 간 제2차 항공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 서울에서 재개하는 방안을 1981.10.3.
말측에 비공식 제의하는 한편, 제2차 회담에서도 기존의 정부 입장을 고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은 10.24. 말측 최종 협상안(승객제한 70명·로열티 면제 30명, 또는 승객
제한 75명·로열티 면제 20명)을 제시
제1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81.10.27.~28.) 참석을 위해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한국
측 수석대표 김동휘 외무차관이 가자리 외상 예방 시, 동 외상은 양국 항공문제는 감정을 자극
982

하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측 태도에 유감을 표명

2.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81.11.10.)에서 정부는 제2차 항공회담 교섭 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동 조건하에 주재국과 교섭하도록 지시함.
항
 공문제 타결 시 페낭대교 등 사업이 한국 측에 낙찰되도록 사전 보장 필요
중동승객 제한 65명·로열티 면제 25명 타협안을 제시하되 한국측 안에 부정적인 경우 말측이
제시한 2개 타협안 중 승객제한 70명·로열티 면제 30명을 수락

3.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1.11. 말레이시아 교통장관과 승객제한 70명·로열티 면제 20명 조건에 비공식
합의하였으며, 동 장관은 페낭대교 등 현안사업의 한국 측 낙찰은 각의에서 이미 양해된 사항으로 명
백함을 언급(동 장관은 11.18. 현대건설에 계약 체결을 통보).
4. 제2차 항공회담이 1981.11.30.~12.1. 서울에서 개최된바,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한국 측 수석
대표는 공로명 외무부 제1차관보, 말측은 Ishak 교통부차관).
1차 회담에서 기 합의된 서울-타이베이 간 승객제한 문제 등 4개 문제에는 대체적인 의견 일치에
도달
그러나 운항횟수 문제에 대하여는 이견을 보인바, 한국 측은 서울-타이베이 간 승객제한 완화는
현 취항횟수인 주 2회를 전제로 하여 합의된 것임을 강조

- 말측은 1972.10월 양측 항공사 간 양해각서 제1항에 규정된 주 3회 운항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주 2회
운항을 전제로 한 서울-타이베이 간 승객제한 완화는 수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운항횟수에 관한
교섭은 대표단의 수권사항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그 이상의 협의를 중단
말
 레이시아는 양국 간 항공현안에 대한 한국 입장을 문서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 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회의를 종료

1984

-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2.8. 항공기 부속품에 대한 면세, 판촉운임 문제, 승객 쿼터 계상 문제, 운항횟
수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외교공한으로 주재국 외무성에 전달

5. 제2차 회담 결과에 대해 말레이시아 국가지역개발장관은 1981.12.15. 한국 대사에게 마하티르 수상이
한국과의 제반 협력증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양국 간 항공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라고
언급했음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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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V.3 1982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4-62 / 3 / 1~438(438p)

1. 국무총리는 1982.1.26. 한·말레이시아 항공협정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 다음과
같은 교섭지침을 마련하고,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동 지침에 따라 주재국과 교섭할 것을 지시함(주말
레이시아대사도 일시 귀국하여 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
한국 정부는 한·말레이시아 관계 심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측이
요망한 항공문제에 대해서는 1983년 이후에 긍정적으로 배려할 의사가 있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사항(1.25.)을 마하티르 수상과 면담하여 구두로 직접 전달
984

81.12.8. 주재국 외무성에 전달한 한국 측 회답 공한 내용을 말측이 조속 수락하도록 운항횟수 등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1983년 이후 양측이 합의하는 적절한 시기에 협의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명의 공한을 주재국 측에 통보

2.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2.2.4. 마하티르 수상을 면담, 상기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이 제의한
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바, 동 수상은 이에 동의를 표명하면서 항공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여 자신의 친한정책 수행상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함.
3. 한·말레이시아 양측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교섭을 진행하여 양측 의견이 접근함에 따라
1982.5.26.~27.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항공회담을 개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모두 타결하였으나,
말측이 주장한 중동 승객 인원수 및 로열티 등 항공사 간 상무협정에 포함시킬 사항을 정부 간 합의의
사록에 포함시키는 문제, 로열티 지불 유효기간 문제 등으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한국 측 수석대표는 최호중 주말레이시아대사, 말레이시아 측은 Ishak 교통부 차관

4. 말레이시아 외무성 부차관보는 1982.8.9.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전순규 공사를 면담, 1982.5월 제3차
항공회담 개최 이래 한국 측으로부터 공식태도 표명이 없다고 하면서 한국 측의 공식입장을 조속하게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한바, 이와 관련 외무부는 8.11.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주재국 측에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교섭할 것을 지시함.
정부 간 합의의사록에 포함되어 있는 중동승객 제한 및 로열티 지급에 관한 사항(부속서 B)을
상무협정에만 포함(다만, 말레이시아 측이 부속서 B 사항을 계속 정부문서로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주말레이시아대사 명의 또는 수석대표의 별도 서한으로 확인해 주도록 협의)
로열티 지급에 관한 상무협정 부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이후는 새로운 합의 시까지
계속 유효하도록 조치

1984

5. 상기 1982.8.11.자 한국 측 제의에 대해 말레이시아 측은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양국 간 항공협정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9.16.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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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V.4 1983-84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4-62 / 4 / 1~382(382p)

1. 말레이시아 측이 1982.9.16. 한·말 항공협정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양국 간 교섭이 중단되어 오던 중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1983.6.16. 항공회담 실무협의 재개를
한국 측에 제의해 옴.
이에 대해 교통부는 말레이시아 측이 한국의 기존입장(82.5월 항공회담 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의개최는 불요하나, 정부 간 회의개최가 불가피할 경우 협의 시기는 10월 중순 이후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
986

2. 외무부는 말레이시아 측의 회담 개최 제의가 1983.8.9.~13.로 예정된 마하티르 수상의 방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양국 정상회담 시 항공문제가 거론될 경우에 대비하여 8.4.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함.
중동 승객 운송 제한 문제와 로열티 지급 문제를 정부 간 합의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종전대로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정에만 포함시키도록 교섭
말측이 상기 문제의 정부 간 합의문서 포함을 계속 주장하여 정치적 타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문제점(중동 승객 운송 제한 등)을 별도의 외교당국 간 서한으로 해결

3.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는 항공회담 관련 원칙적 수준의 의견만 교환한 가운데, 교통부는
1984.1.27.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대한항공이 1984.2.21.부터 쿠알라룸푸르에 운항을 개시코자
하므로 말측의 운항허가 취득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2.17. 주말레이시아대사
관에 이번 대한항공의 취항으로 양국 항공사 간 관계가 균형화되면 그간의 양국 간 항공문제도 자동
적으로 해소됨을 감안하여, 대한항공의 취항허가 신청이 조속 처리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함.
그
 간의 양국 간 항공문제는 대한항공이 쿠알라룸푸르에 취항하지 않고, 말레이시아항공(MAS)만
서울에 취항함으로써 생긴 항공 불균형문제 때문에 발생
대
 한항공은 MAS와의 상무협의(2.9. 쿠알라룸푸르) 시 대한항공 화물기(주 1회 왕복) 및 여객기
(주 2회 왕복) 운항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양측은 중동·유럽 승객 문제 및 로열티 지급문제를
규정한 항공사 간 상무협정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한항공의 화물기 취항신청에 대해 2.21.부터 3개월간 운항을 잠정 허가하
였으며, 대한항공은 2.24. 여객기 운항을 신청

4. 대한항공의 말레이시아 취항문제와 관련, 말측은 84.2.17. 그간의 현안이었던 운항횟수 문제 및 상무
협정의 지위에 대한 한국 입장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3.14.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주재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1984

2
.9. 양국 항공사 간 협의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쿠알라룸푸르에 취항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공사
간 상무협정을 폐기
대
 한항공이 쿠알라룸푸르 취항을 신청했으므로, 양국 간 민항발전 및 협조관계 구축을 위해
MAS의 제3편에 대한 운항권을 부여

5.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84.4.2.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문제를 제외하고 양국 간
항공문제가 타결된 것으로 양해하고, 대한항공 여객기의 쿠알라룸푸르 취항(운항 개시일 4.4.)을 허가
또한, 4.3. 각서교환 시 양측은 항공기 부품에 대해 상호 완전면세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한·말 항공협정 제4조를 개정하는 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

6. 말레이시아 측은 84.4.13. 항공협정 제4조 개정을 위한 제안각서를 한국 측에 제시해 왔으며, 한국
측은 5.31. 국무회의 심의 및 6.14. 대통령 재가를 거쳐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명의의 회답각서를 송부
하기로 결정함.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6.18. 한국 측 회답각서를 주재국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말레이
시아 항공협정 개정에 관한 양측 간 각서교환이 동 일자로 발효
외무부는 한·말 항공협정 개정 각서교환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개정 각서는 조약 제842호로 6.25.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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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76.11.12 서울에서
가서명 : 1984.1.21 발효 (조약 제834호) V.1 1975-80
생산연도

1975-1984

생 산 과

근동과/조약과

MF번호

2014-62 / 5 / 1~350(350p)

1. 교통부는 수출다변화 정책에 따라 수출물량이 증대되고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화물수
송과 인력진출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남방항공노선(Southern Route)을 이용한 대한항공의 유럽지역
취항에 대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이집트 등 중동국가와의 항공노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75.9.2.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항공협정 체결교섭을 요청함.
대
 한항공과 사우디항공은 75.7.21.~24.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항공협정 체결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사우디항공 측은 정부에 양국 간 항공협정 체결을 건의하겠다고 언급
988

2. 외무부는 1975.9.8. 한국 측 협정안을 주사우디대사관에 송부하고, 아래 지침에 따라 사우디에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개최를 제의하도록 지시함.
사
 우디 정부 측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 대한항공 사장은 76.4.6. 사우디항공 사장을 방문, 대한
항공의 사우디 취항의사를 전달하고 항공협정 체결 전 양 항공사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
대
 한항공은 동사가 서울-바레인 노선을 취항할 계획에 있으며, 사우디는 중동인력 진출 및
서울-바레인 노선 개설에 있어 중요한 중간지점인 만큼 한·사우디 항공협정의 조기 체결을
정부에 건의
대한항공은 76.7.14.부터 사우디 영공을 통과하여 서울-바레인-취리히 간 정기운항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오며 협조 요청한바, 주사우디대사관은 대한항공의 사우디 영공통과 허가를 6.26.
사우디 정부 측에 요청하고, 사우디 측은 7.10. 영공통과를 허가

3. 한국 측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던 사우디 측은 1976.9월 한국과의 항공협정 교섭을
위해 Madhi 항공청장 등 3인의 대표단을 11.8.~13. 서울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우디 측 협정
초안을 10월말 한국 측에 송부함.
4. 정부는 한·사우디 항공회담 관련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8명의 정부대표단을
임명하였으며, 76.11.9.~12.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간 항공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
 국 측 초안을 기초로 하여 교섭한 결과, 전문 및 본문 17개조로 구성된 협정안에 합의
특히,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에서 양측은 아래 노선 구조에 합의

- 한국 측 노선: 출발지점(한국 내 제지점)-중간지점(타이베이,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또는 싱가포르,
방콕 또는 랑군, 콜롬보)-사우디 내 지점(다란 또는 제다)-이원지점(취리히)
- 사 우디 측 노선: 출발지점(사우디 내 제지점)-중간지점(두바이, 카라치, 봄베이,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타이베이)-한국 내 지점(서울)-이원지점(동경)

1984

7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의사록에서 양측은 협정안에 대한 가서명과 동시에 협정을 잠정 적용시
키기로 합의함으로써, 협정 비준 전이라도 민간항공이 중동 및 유럽에 취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합의의사록에서 양측은 각자의 항공사 지점을 타방 체약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
상
 기 합의에 따라, 양측 수석대표는 11.12. 협정안에 가서명

5. 정부는 1976.12.3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유양수 주사우디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에 서명
78.4월 사우디 측은 국내 사정상 조기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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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결정함.

| 84-0852 |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76.11.12 서울에서
가서명 : 1984.1.21 발효 (조약 제834호) V.2 1981-84
생산연도

1975-1984

생 산 과

근동과/조약과

MF번호

2014-62 / 6 / 1~183(183p)

1.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1980.12.21. 영어본에 가서명된 항공협정문의 아랍어본에도 가서명할 것을
요청해 온바, 한국 측은 이를 수락하고 한국어본도 동시에 가서명하기로 함.
2. 주한 사우디대사관 Yafei 1등서기관은 1983.3.15. 정의용 외무부 통상정책과장을 방문, 사우디항공이
대한항공과 합의한 바에 따라 1983.4.1.부터 서울취항 예정이며, 이와 관련 교통부에 사우디항공의
서울취항 인가를 요청하였으나 교통부는 취항 인가 절차에 90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정식
990

인가절차를 4.1. 이전 완료하기 어렵다면 잠정적으로 임시 허가라도 가능하도록 외무부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외
 무부는 취항 허가 관련 교통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교통부는 3.21. 사우디항공의 서울 취항을
잠정적으로 허가(운항 개시일은 83.4.1. 주 3회)

3. 주사우디대사관은 협정 서명을 위한 한국 측 국내절차가 1976.12.31. 이미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사우디 측의 서명 관련 국내절차 진전사항을 수차례 문의한바, 1983.12.21. 사우디 정부가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해 오면서 협정 발효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함.
4. 이에 따라, 양국은 1976.11.12. 가서명된 이래 잠정 적용되어 오던 양국간 항공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1984.1.21. 상호 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정은 동 일자로 발효함.
5. 외무부는 1984.1.24. 총무처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 협정 공포를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34호로 1984.1.28.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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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V.1 1976-80

1.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6.4.29.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한·영 항공협정(각서교환) 제2조(c)(iii)의 단서
조항(오사카에 의무적 착륙)의 삭제 개정을 요청함.
영국 측은 Cathay 항공사가 76.7.8.부터 협정 제2조 (c) (iii)에 의거한 화물운수권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 측이 오사카공항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홍콩-타이베이-서울 노선으로
화물운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동 협정 개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

2. 영국 측 개정 제의와 관련, 교통부는 한국 측으로서도 대한항공이 사실상 운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홍콩에서 양국 간 항공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청함.
3. 런던에서 1979.7월 개최된 제1차 한·영 정책협의회에서는 양국간 인적 왕래와 교역이 증가되고
있음에 비추어 정부 간 항공협정 체결을 목표로 양국 항공사 간 접촉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4.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현행 각서교환 형식의 항공협정 개정보다 새로운 일반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한국 측 협정안을 1979.11.26. 주영국대사관에 송부하면서 주재국에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하도록 지시함.
영국은 80.5월 협정초안을 한국 측에 송부

5. 제1차 한·영 항공회담이 1980.6.3.~6. 런던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한국 측 수석
대표는 선준영 외 7명, 영국 측 수석대표는 P. Bryant 상무성 차관보 외 8명 참석).
부속서(노선·운수권 문제)

- 영국 측은 제1노선과 제2노선의 중간 제지점을 명시한 안을 제시하고, 한국 측은 중간 제지점을 명시
하지 않은 안을 제시한바, 영측은 노선 명시를 강력히 요구
- 한국 측은 영국항공사는 당장에라도 중간 제지점 운항이 가능한 반면, 대한항공은 중간 제지점 운항에
필요한 선결요건 미비(제3국과의 항공협정 미체결 등)로 영국 측 입장 수락이 어려움을 분명히 하여
양측은 노선 및 운수권에 관한 부속서 안에는 미합의
부속서를 제외한 지정항공사 복수제 조항, 항공사 이익금의 외환관리법에 의한 송금, 항공지사
설치운영에 대한 제3국인과 동등한 대우 부여 등의 협정 문안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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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호찌민(구 사이공)에 대체되는 이원지점(Points Beyond) 확보와 운항횟수 조정 필요성이 있으므로

6. 서울에서 1980.10.8.~11. 개최된 제2차 한·영 정책협의회 시 영국 측은 영국항공사로서는 언제라도
서울에 취항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대한항공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운항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하면서
한·영 항공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것을 희망함.
7. 제2차 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영국 측은 제1차 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예정대로 1980. 11월중
개최를 희망하였으나, 한국 측은 1981년 1/4분기로 연기할 것을 제의함.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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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V.2 1981.2-7월

1. 영국 측은 제2차 한·영 항공회담 개최가 연기된 것과 관련, 1981.1.21.~25. 영국을 방문한 재무장관
에게 양국 항공협정의 조기 체결에 관심을 표명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제2차 회담 개최에 관한 교
통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영국항공(BA)과 접촉하였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
하였으며, 또한 한·영 간 항공수요 부족으로 대한항공이 취항하기에는 경제성이 없으므로 정부 간
회담 보다는 우선 양국 항공사 간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회보함.

계속하는 수밖에 없음을 통보

2.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1.5.21.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항공회담 개최를 위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임을 통보하여 온바, 외무부는 양국 항공사 간 협의가 진전되지는 않았으나 양국 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단 항공회담 개최에 응하기로 결정함.
3. 제2차 한·영 항공회담이 1981.6.29.~7.3. 서울에서 개최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 수석대표 노창희 외무부 조약국장, 영국 측 수석대표 H. M. G. Stevens 통산성 민간항
공국장
한·영 간 노선 개설 문제와 관련 영국 측이 조속한 노선 개설을 희망하였으나, 우선 양측
항공사 간 상무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충분히 진전되면 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
서울-홍콩 간 지역 노선과 관련 영국 측은 심각한 불균형(대한항공 주 13회, CPA 주 7회)이
있었다고 지적, 대한항공의 동남아노선 운항편수를 대폭 축소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동 요구가
거부될 경우 대한항공에 대한 운수권 허가 취소도 불사할 것임을 통보

- 이에 한국 측은 동남아지역에 대한 점진적 항공수요 증대 추세에 비추어 축소 조정은 있을 수 없으며,
영국 측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9월중 영국에서 개최되는 추가회담(제3차 회담) 시 협의하
기로 합의

4. 영국 측 수석대표는 제2차 항공회담 종료 후 한국 수석대표 앞 1981.7.3. 서한을 통하여 자신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항공운수권을 취소하라는 훈령을 받고 왔다면서, 7월 말 런던에서
회담이 개최되지 못할 경우 7월 말에 항공운수권 취소 통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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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81.4.17. 주영국대사관에 제2차 한·영 항공회담 개최 관련 교통부가 회신한 상기
입장을 설명하면서, 항공회담의 조기 개최는 현 상황에서 어려우며, 양국 항공사 간 협의를

5. 한국 측 수석대표는 영국 수석대표 앞 1981.7.15. 답신을 통하여 제2차 회의 시 9월중 추가 회담
개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측이 7월 말 항공운수권 취소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으로서도 항공회담을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함.
주
 영국대사관 최공천 참사관은 한국 수석대표의 서한을 7.28. 영국 수석대표에게 전달한바,
동인은 항공운수권 취소가 9.15.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주한 영국대사관에 7월말까지 한국 측에
994

취소통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면서, 동 취소가 9.15. 발효되므로 그 이전에 항공회담이
타결되면 문제가 자동해결될 것이라 언급
이
 에 대해 최 참사관은 회담 개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통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한국 정부에서 그런 통보를 받으면 항공회담 개최 필요성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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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84-0855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V.3 1981.8-10월

1.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1.8.3.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한·영 잠정 항공협정(1972년 각서교환)에
의거하여 대한항공에 부여한 서울-홍콩 간 취항 운수권의 취소를 통고하면서, 동 취소는 1981.9.15.
발효 예정이므로 발효 전인 9월초 양국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타협을 모색할 것을 제의함.
잠정협정 규정상 운수권 취소는 30일 전 사전통고로 가능

2. 외무부는 상기 영국 측의 취소 통보는 서울-홍콩 간 불균형의 시정과 더불어 서울-런던 간 항로 개설을
위한 압력수단이라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함.
- 외무부는 81.8.12. 주한 영국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CPA항공의 서울-홍콩 간 운수권을 9.15. 취소함
을 통보 조치
81.9월초 런던에서 항공회담을 재개하고, 지역노선 운수권 감축과 서울-런던 간 항로개설 문제를
동시에 타결

3. 제3차 한·영 항공회담이 1981.9.1.~8. 런던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됨.
한국 측 수석대표는 노창희 외무부 조약국장, 영국 측 수석대표는 H. M. G. Stevens 통산성
민간항공국장
영국 측은 대한항공 운수권 취소 압력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한국 측도 BA항공의 서울 취항
동의 조건으로 운수권 취소 사태를 방지하고 홍콩·동남아 등 지역노선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주
 요 합의 내용

- 서울-홍콩-방콕 노선은 81.12.31.까지 현행대로 유효 (대한항공 주 13회 유지, 화물 주 2회는 82.3.31.
까지 유효하며 82.4.1.부터 주 1회)
- 82.1.1.부터 서울-홍콩(방콕 제외) 여객 주 7회 2,800석
- 서울-런던 노선은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의 후 결정 (영국 측은 상무협의가 6개월 이내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동 협의가 만족스러우면 서울-홍콩 간 화물을 주 2회로 원상회복시킬 용의 표명)
대
 한항공 회장은 9.10. 외무부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 대표단이 제3차 회담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여, 대한항공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방어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
영
 국 측은 제3차 항공회담 종료 후인 9.14.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제3차 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의 서울-홍콩 간 운수권이 12.31.까지 연장되며, 그 후의 연장 여부는 양측 간 새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통보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국 측도 영국 항공사에 대한 운수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통보

995

4. 대표단은 1981.9.16. 대통령 앞 보고에서 회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 건의함.
한국 측의 적극적 자세로 영국 측의 서울-홍콩 간 운수권 취소 조치를 잠정적으로 연장
82.1.1. 이후 한국 민항기의 홍콩-방콕 간 취항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여 대만-방콕 노선 및
여타 아세안 주요국과의 노선 강화 등 대안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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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84-0856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V.4 1982

1. 제3차 한·영 항공회담(1981.9.1.~8. 런던) 후속조치로 양국 항공사는 1982.2.19. 런던에서 회의를 갖고,
한·영 간 노선구조, 비운수권 전제 홍콩경유 허용, 제5운수권 행사 시 양국 항공사 간 합의와 정부승인
필요 문제에 대해 합의함.
2. 양국 항공사 간 합의에 따라 영국 통상성은 1982.3.26. 제4차 항공회담을 개최할 것을 한국 측에 제의해
옴에 따라 양측은 82.5.13.~14.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한바,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양측이 협정문안 및 양해각서에 합의하여 5.14. 수석대표 간 가서명
노
 선 구조

- 한국 측: 기간노선(한국내 제지점-중간제지점-런던-이원제지점), 지역노선(서울-대만내 1개 지점-홍콩)
- 영국 측: 기간노선(영국내 제지점-중간제지점-서울-이원제지점), 지역노선(홍콩-대만내 1개 지점-서울)
- 다만, 중간 및 이원제지점은 생략이 가능하고 운항순서 변경 가능
운
 수권 행사

- 기간노선: 운항횟수 주 2회, 기종은 무제한, 제5자유운수 및 중간기착점은 항공사 간 합의 필요, 일방
항공사가 타방 항공사보다 3개월 앞서 취항을 희망할 경우에도 항공사 간 합의 필요
- 지역노선: 수송력(여객은 주당 2,800석, 화물은 주당 B747 2편), 6개월간의 Load Factor가 66% 이상 또
는 56% 미만인 경우 항공사 간 합의 및 정부승인으로 증감 가능
한국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영국항공의 운항을 제한키로 결정
영
 국 측은 일본 내의 1개 지점을 중간 또는 이원지점으로 하여 CPA항공의 홍콩-서울 간 화물
운송을 제의하였으나 한국 측에서 반대

- 양측은 항공사 간에 동 문제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데 합의

3. 정부는 제4차 항공회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한국 민항기의 유럽 노선 확충과 유럽 이원 비행노선을 확보
양국 정부의 합의각서 교환형식으로 잠정적 인정되어 왔던 홍콩-서울 간 운수권이 협정상의
권리로 승격
지역노선에 화물기 2편의 운항권을 확보 (현재 2편 운항, 그중 1편은 잠정적 인정)
영국 측은 양국 항공사 간의 운항이 균형되고 공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지역노선
에서 대한항공만이 화물기를 운항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 내재

4. 외무부는 양측이 가서명한 항공협정 및 양해각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 조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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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수석대표는 장만순 외무부 조약심의관, 영국 측 수석대표는 H. M. G. Stevens 통상성
국제항공국장

| 84-0857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V.5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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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2.5.14. 한·영 양국 간 항공협정 가서명 이후 주한 영국대사관 측에 수차례 동 협정서명에
대한 영국 측 입장을 타진한바, 주한 영국대사관은 본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여
오다가 1984.2.3.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가서명된 양국 항공협정을 1984.3.5. 서울에서 서명할 것을
제의함.
2.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84.2.16.) 및 대통령 재가(3.3.)를 거쳐 이원경 외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양국
998

간 항공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3. 양국 간 항공협정은 1984.3.5.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Paul Channon 영국 통상산업성 정무차관
간에 서명됨.
Channon 정무차관은 한·영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협의를 위해 3.4.~9. 방한 계기에 양국
간 항공협정에 서명
동인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 경제기획원, 체신부 장관 등을 예방하였으며, 삼성전자, 포항제철,
판문점, 구미공단 등을 시찰

4. 동 협정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서명과 동시에 발효함.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38호로 1984.3.10.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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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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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4.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51호)
V.1 1979

1. 1978.4월 해운항만청장의 노르웨이 방문 시 한·노르웨이 양국 간 해운협력 문제를 협의한 바 있으며,
1978.10월 노르웨이 통상·해운성 차관의 방한 시 UNCTAD(유엔무역개발위원회) 정기선동맹헌장 원칙
하에 양국 간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함.
2. 해운항만청은 1979.3월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한·노르웨이 양국 간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따라 양측 간 교섭이 시작되어 한국 측은 초안을 79.6월 노르웨이 측에
노르웨이 측 대안은 UNCTAD 정기선동맹헌장 원칙의 삭제(자유경쟁원칙 삽입), 제3국적 용선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해상운송수입의 무제한 환전 및 송금을 주안점으로 작성
해운항만청은 노르웨이 측 대안과 관련, UNCTAD 해운협정 체결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한국 측
초안대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

- 제3국적 용선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해상운송수입 환전 및 송금 문제는 외국
환관리법상 저촉

3. 양측은 1979.10.1.~2. 오슬로에서 제1차 해운회담을 개최한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한상국 주노르웨이대사, 노르웨이 측은 A. Bergesen 상무해운성 해운국장
합
 의 사항

- 연안항해: 해운협정 대상에서 이를 배제키로 한 한국측 안에 합의
- 발생소득 이전: 체약국 법령에 따를 것을 주장한 한국측 입장 관철
- 협의 기구: 목적 및 협의 범위를 명시한 한국측 안에 합의
미
 합의 사항

- UNCTAD 정기선동맹헌장 원칙과 관련, 노르웨이 측은 동 원칙을 협정이 아닌 별도의 양해각서상에
서 다룰 것을 제의한바, 한국 측은 협정의 기본정신을 양해각서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 노르웨이 측은 cross trade에도 내국민대우 부여를 주장한바, 한국 측은 제3국 항로상 최혜국민대우
부여를 주장
양측은 합의사항 및 미합의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을 명문화하고, 차기 회담 개최에 합의

4. 주한 노르웨이대사는 1979.10.30. 외무부차관을 방문, 최근 한국의 입법조치(한국적 선박을 이용한
화물운송 장려를 위한 시행령)로 노르웨이 해운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양국 간 해운협정 타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waiver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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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고, 노르웨이 측 대안은 79.8월 한국 측에 전달됨.

해
 운항만청은 노르웨이에 대해 waiver 적용을 잠정 면제해 줄 경우 타 국가들도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이 우려되며, 국내 선사들의 반발 등으로 노르웨이 측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1000

생산연도

1979-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조약과

MF번호

2014-63 / 6 / 1~210(210p)

1984

| 84-0859 |

한·노르웨이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4.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51호)
V.2 1980-82

1. 노르웨이 상무해운성은 1980.2.8. 주노르웨이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제2차 한·노르웨이 해운회담의
80.5월초 서울 개최를 제의함에 따라 5.6.~8. 서울에서 제2차 회담이 개최된바,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 측 수석대표는 문명린 해운항만청 차장, 노르웨이 측은 A. Skarstein 상무해운성 사무차관
합의 사항

미합의 사항

- 항로별 구분 대우 및 협정 적용 대상 화물

2. 오슬로에서 1981.6.18.~19. 개최된 제3차 해운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
 국 측 수석대표는 최석신 주노르웨이대사, 노르웨이 측은 J. Otterbech 상무해운성 해운국 부
국장
한국 측 초안 제2조와 양해각서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
노르웨이 측 입장

- UNCTAD 헌장 조문과 관련된 문구를 협정조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
- 항로 구분 없이 모든 항로상 내국민대우를 주장
- 협정 적용대상 선박으로 국적선뿐만 아니라 일방당사국 선사가 운영하는 제3국 국적선과 외국과의
합작에 의한 선박까지 확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것을 주장
- UNCTAD 정기선동맹 미가입국 선박과 제3국 항로까지 Waiver 면제를 주장
한국 측 대안

- UNCTAD 원칙의 유념이란 문구의 협정상 조문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협정 서문에 표기할 것을 주장
- 제3국 항로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는 UNCTAD 헌장의 적취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할 것을 주장
- 협정 대상 선박을 노르웨이 선사가 운영하는 제3국 국적선 및 외국과의 합작에 의한 선박까지 확대하
자는 데 대해 반대
노르웨이 측은 한국 측 대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타결하자고 제의

3. 노르웨이 측은 1981.10월 한국 측에 대해 양국 간 해운협정의 조속 타결을 희망하면서,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측이 영국 및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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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TAD(유엔무역개발위원회) 정기선동맹헌장 조항을 협정 제2조에 규정
- 노르웨이 측은 제1차 회담 시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측 입장을 존중 (선원의 개념에
제3국 선박에 승선한 체약국 선원 포함, 연안 항해의 협약 적용대상 배제, 협정 발효기간 12개월 등)

4. 한 국 측은 노르웨이, 영국 및 네덜란드 3국의 공동 요청에 따라 이들 3국과의 공동해운회담을
1982.5.20.~21. 서울에서 개최한 바,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 이기주 외무부 경제국장, 노르웨이 및 네덜란드 해운국장, 영국 해운정책과장 등이 참석
한
 국과 3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미합의된 사항 중 3국 공통적인 문제에 관해 중점 협의
UNCTAD 정기선동맹 적취원칙 적용 문제

1002

- 한국 측: 정기선동맹 헌장상의 40:40:20 적취원칙은 정기선(동맹선 및 맹외선)에 적용
- 유럽 측: 정기선동맹 적취원칙은 정기동맹선에만 적용하며, 맹외선에 확대적용은 곤란
적
 용대상 선박

- 한국 측: 국적선 및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제3국선에 한정
- 유럽 측: 한국 측이 제시한 선박 외에 용선선박, 당사국 선사참여 합작회사 선박 및 선복교환협정
체결 선박도 포함
적
 용대상 화물

- 한국 측 정기선 화물, 유럽 측 정기선 및 비정기선 화물
항
 로상 대우문제는 적취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는 항로와 관계없이 상대국 선박에 대한
차별조치를 삼가 합의
공
 동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양자회담을 개최

5. 상 기 한·3국 간 공동회담 후 한·노르웨이 양측은 1982.5.25. 및 5.27. 비공식회담을 가졌으나
UNCTAD 정기선동맹 헌장상 적취율 적용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함.

생산연도

1979-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조약과

MF번호

2014-63 / 7 / 1~353(3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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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4.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51호)
V.3 1983-84

1. 한·노르웨이 양측이 1979년 이래 4차에 걸친 해운회담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기본
입장의 차이로 해운협정 체결이 계속 지연됨.
노르웨이 측은 83.1.19. 양측 이견 부분을 제외한 협정 체결 또는 협정체결 전 잠정조치로 노르
웨이 선사가 취항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동 방안은 논의 불발

2. 외무부는 1983.7.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국 측 입장을 주노르웨이대사관에 송부하고, 주국과 교섭
할 것을 지시함.

원칙 적용

- 단, 제3국 항로상 체약당사국의 맹외선(盟外線)에 대한 적취량은 제3국과의 관계 및 균형적인 항로
발전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조정

3. 제5차 한·노르웨이 해운회담이 1983.9.28.~30. 서울에서 개최된바,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한준석 해운항만청장, 노르웨이 측은 E. Selmer 상무해운성 사무차관
양측은 그간의 경직된 입장에서 벗어나 협정안에 합의하여, 9.30. 양측 수석대표가 협정안 및
양해각서에 가서명
합의 사항

- 서문에 UNCTAD 헌장의 적취원칙 존중 언급
- 제3국 승선 자국선원 및 자국선 승선 제3국 선원 대우보장, 항구에서의 선박은 내국민대우, 공동운항
제3국 선박 대우문제는 양해각서에 삽입
- 소득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송금, 화물적취는 정기동맹선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양해각서에 삽입
주요 쟁점이었던 한국 측의 비동맹선 규제 제의에 대하여는 공정한 상업적 경쟁원리에 따라 정
기선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경우에만 비동맹선 규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양해각서에 삽입하는 것으로 합의

4.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4.5.24.) 및 대통령 재가(8.29.)를 거쳐 이원경 외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양국 간 해운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동 협정은 1984.9.17.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Asbjorn
Haugstvedt 노르웨이 통상해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함.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51호로 1984.9.20.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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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해운회담은 1983.9월중 서울에서 개최
협
 정 적용범위는 양국 정기선 교역에 한하고, 적취원칙은 정기선동맹 화물에 대하여 40:4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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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키스탄 간의 해운협정, 1984.3.3
Islamabad 에서 서명 : 1984.4.1 발효 (조약
제839호)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서남아과/조약과

MF번호

2014-63 / 8 / 1~259(259p)

1. Bhomal 파키스탄 해운공사(PNSC) 사장은 1982.11월 방한 시 파키스탄 측 해운협정안을 제시함.
주카라치사무소장은 82.11.24. Bhomal 사장을 면담하고 해운협정 체결 방향에 대해 협의한바, 동
사장은 파키스탄 외무성에 협정 체결을 요청할 예정이며 한·파키스탄 양국 간 수교가 해운협정
체결의 전제라고 언급

2.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83.2월 주재국 외무성, 교체성 등 관계 인사를 여러 차례 면담하여 파키스탄
1004

측이 해운협정 체결에 관심이 많음을 확인하고, 양국 간 수교여건 기반조성 차원에서도 해운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3. 한국 측은 1983.3.3. 파키스탄 측에 해운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3.8. 한국 측 수정안을 제시함. 회담
개최에 앞서 양측 안에 대한 사전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파키스탄 측 제의로 4.4.~5. 카라치에서 회담을
개최한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
 국 측 대표단은 최 훈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외 3명, 파키스탄 측은 M. Kaleem 교체성 국장
외 2명 참석
양
 측이 협정안을 합의함에 따라, 4.5. 양측 수석대표가 협정안에 가서명
한국측 안을 중심으로 축조심의하여 합의된바, 다음과 같이 내용 수정

- 전문(前文): 영토의 신성 및 내정불간섭 원칙 추가
- 제2조: 제3국 항로상 체약 당사국 선박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참여 원칙 추가
- 제12조: 해운공동위원회에 물량 협의 기능 부여 및 공동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 곤란 시 양측 관계
당국 간 협의토록 하는 내용 추가
- 양국 교역 항로상 체약당사국 선사가 운영하는 용선에 대해서도 관계당국 간 상호 인정하에 국적선
대우를 할 것을 합의록에 수록
대
 표단은 회담 시 한국 측 기본입장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회담 결과로 양국 간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및 외교관계 수립 촉진에 기여했다고 평가

4.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3.11.3.) 및 대통령 재가(12.3.)를 거쳐 오재희 주파키스탄대사가 정부를 대표
하여 양국 간 해운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양국은 83.11.7.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양국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동 협정은 84.3.3. 이슬라마바드에서 오재희 주파키스탄대사와 F. K. Bandial 파키스탄 교체성
차관 간에 서명되었으며, 양측은 4.1.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고하여 협정은 동 일자로 발효

1984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39호로 1984.4.9.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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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일란드 간의 국제특급 우편업무 교환
협정 체결교섭, 1983-84

| 84-086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63 / 9 / 1~11(11p)

1. 체신부는 1983.4.16.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아일랜드 우정청(郵政廳)이 한국 우정청과 국제특급우편
업무개시를 위한 협정 체결을 제의해 왔다고 통보하면서 동 협정 체결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주영국대사관(아일랜드 겸임)에 동 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관 의견과 아일랜드 거주
동포 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함.
1006

주영국대사관은 아일랜드와의 수교 달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의 실질관계 심화가
바람직한 현실에 비추어 동 협정 체결은 필요하며, 아일랜드 거주 동포(체류자 포함)에 관한
공식집계는 없으나 5~6명의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
외
 무부는 4.28. 체신부 앞 공문을 통해, 동 협정 체결은 아일랜드와의 수교 추진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회보하고, 협정 체결과 관련된 진전사항을 수시로 외무부에 알려 줄 것을 요청

3. 외무부는 1984.3월 협정체결 진전 상황에 대해 체신부에 문의함. 체신부는 아일랜드 우정청의 협정체결
제의(1983.4.15.)에 대해 5.2.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한국측 안을 제시한바, 아일랜드 측은 5.10.
전보로 아일랜드 국내 사정상 한국이 제의한 7.1. 시행은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추후 협의하겠다고
답신을 보내 온 이후 재회신이 없었다고 외무부에 회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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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조약1과

MF번호

2014-63 / 10 / 1~154(154p)

1984

사증면제협정 추진 현황, 1981-84

1. 정부는 1981.6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민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동 방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함.
현재 추진 중인 8개국(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페루,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세네갈, 시에
라리온) 등에 대해 조속한 타결 추진
여타 체결 가능 대상국을 1981.7.31.까지 조사하여, 이들 국가와의 체결 교섭 추진

2. 외무부는 협정 체결 가능 대상국을 검토한 후, 1981.8월 다음과 같이 총 62개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
아
 주지역(18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피지, 파푸
아뉴기니, 통가, 투발루, 서사모아, 솔로몬아일랜드, 나우루, 키리바시, 몰디브
미주지역(19개국)

-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그레나다, 아이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페루,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
 동지역(9개국)

-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수단, 오만, 레바논, 이집트, 리비아
아
 프리카지역(16개국)

- 가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케냐, 코트
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지부티, 보츠와나, 카메룬

3. 외무부는 1981.12월 관련 공관에 대해 사증면제협정 체결 교섭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우선 양측 간 협정 문안 합의
문안 합의 후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

- 관계부처 합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절차 완료 후 외무부 본부의 각서교환 지시에 따라 해당 공관과 주재국 간 정식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협정 체결

4. 외무부는 1982.6월 각국과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시 실익 문제를 재검토하고 일부 공관에 대해서는 체결
교섭 보류할 것을 지시한바, 그간의 추진 결과는 다음과 같음.
총 교섭국 수 62개국

- 협정체결 6개국, 교섭보류 42개국, 교섭 계속 추진 1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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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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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베이도스 간의 사증면제 협정,
1983.8.18 및 1984.2.10 Bridgetown 에서 각서
교환 : 1984.3.11 발효 (조약 837호)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4-63 / 11 / 1~127(127p)

1. 외무부는 바베이도스와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1981.9월 주자메이카대사관(바베이도스
겸임)에 협정 체결교섭을 지시한바, 주자메이카대사관은 1981.9.15. 한국 측 사증면제협정 안을 바베
이도스 측에 전달하면서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제의함. 그 이후 외무부는 바베이도스와의 협정 체결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1982.6월 주자메이카대사관에 협정 체결 교섭을 중단할 것을 지시함.
2. 바베이도스 측은 이후 1983.3.9. 공한을 통하여 한국 측 협정안을 수락할 용의를 표명하자, 외무부는
1008

바베이도스가 동부 카리브지역의 도서국가 중 산업, 관광, 교통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함.
외
 무부는 1983.6월 주자메이카대사관에 바베이도스 측이 1981.9.15.자 한국측 안을 수정 없이
받아들일 경우 회답각서 문안을 접수하여 외무부로 송부할 것을 지시

3. 주바베이도스대사관(1983.8월 상주공관 설치)은 1983.9월 주재국과의 교섭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바
 베이도스 외무성은 9.5. 공한을 통하여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문서를
전달해 온바, 동 문서는 Tull 외상이 8.18. 서명하여 한국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1인칭 공한
동
 문서에 명시된 협정 내용은 한국측 안과 동일하며, 한국 측 회답문서와 동 문서로서 협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명기

4. 상기 바베이도스 측 최종문서는 한국 측 제안각서에 대한 회답각서가 아니라 바베이도스 측이 제안
각서를 제시하는 형식이었으나, 외무부는 주바베이도스대사관 건의대로 바베이도스 측 제안각서에
대한 한국 측 회답각서 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함.
5.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4.1.12.) 및 대통령 재가(1.28.)를 거쳐 바베이도스 측 제안각서에 대하여
이원경 외무장관 명의의 회답각서를 송부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정부는 회답각서를 1984.2.10.
바베이도스 측에 전달하였으며, 동 협정은 한국 측 회답각서 송부일로부터 30일 후인 1984.3.11.
발효된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국 국민은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 가능, 양국 선원은 선원수첩 등 유효한 서류 휴대 시 15일간
체류 가능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증 발급 필요,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효력 일시 정지 가능

1984

6.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37호로 1984.3.6.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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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루나이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1984

| 84-086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63 / 12 / 1~21(21p)

1. 이원경 외무장관은 브루나이 국왕의 1984.4월 방한을 수행한 브루나이 외무장관과 4.10. 별도 면담 시,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은 양국 간 관계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아세안국가들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브루나이와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의함.
이
 에 대해 브루나이 외무장관은 협정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1010

2. 외무부는 브루나이 측 요청에 따라 한국이 아세안국가들과 체결한 사증면제협정문을 전달한바, 브루
나이는 1984.6월 한국 측이 제의한 협정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될 것이며,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통보함.
3. 브루나이는 1985.8.6. 주브루나이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1985.9.1.부터 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함.
단기사증(통과 및 관광) 발급 면제
시
 행일시는 1985.9.1.부터, 사증발급 기간은 14일
통과 및 관광객(유효한 여권과 항공권 소지자로서 충분한 경비를 보유한 자)에 한하며, 현지
고용 희망자는 사전 입국사증 취득 필요

4. 참고 사항으로 브루나이는 이민정책상 타국과 양자협정 체결을 지양하고, 국내법 조치로 특정국가에
한해 단기사증발급 면제 제도를 채택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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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63 / 13 / 1~13(13p)

1984

한·필리핀 간의 이민협정 체결교섭, 1984

1. 외무부 경제국은 한·필리핀 지역사회개발협의회 창립 1주년 행사 참석차 1984.11.4.~11. 방한 중인
Nituda 필리핀 대통령특별보좌관 겸 이민청장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에게 한·필리핀 이민
협정시안(요지: 농공업 분야에 대한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이민 추진하고 단, 세대당 최저 투자액 10만
달러)을 비공식으로 제시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타진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시해 줄
것을 1984.11.7. 아주국에 문의함.

1984.11.8. 경제국에 회신함.
다
 만, 아주국은 마르코스 대통령으로부터 민다나오지역 82.7만 헥타르를 하사받았다고 주장하는
RCDCFI(민다나오 비회교도 소수민족 연합재단)와 국내기업 남북실업이 1982.10월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개발지역 하사에 대하여 대통령궁에 조회 결과 허위로 판명되어 동
사업이 진전 없이 종료된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로 통보

3. 새마을중앙본부는 필리핀 이민청장이 제시한 한·필리핀 이민협정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협정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1984.12.11. 외무부에 통보함.
어
 느 외국인이나 75,000달러 이상 투자하면 필리핀에 투자이민이 가능
상호주의에 의거 한국이 불리할 가능성이 존재
농
 공업 분야 투자 관련, 필리핀에서 성공한 경우가 희박하며 또한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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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 아주국은 필리핀 이민청장의 투자이민 제의와 관련된 이민협정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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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간의 문화협정, 1983.12.7
Santiago 에서 서명 : 1984.9.21 발효 (조약
850호)
생산연도

1978-198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4-63 / 14 / 1~264(264p)

1. 한·칠레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 관련, 주아르헨티나대사(칠레 겸임)는 1965.2.26. 한국 측 초안을
칠레 측에 제시함.
한국 초안 제시 이후 칠레의 반응이 없어 78.7.21. Standard Text를 재송부한바, 칠레 측은
79.7.26. 수정안을 제시

2. 외무부는 부내 및 관계부처(문교부, 문공부, 과기처 및 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 측 수정안을 작성
1012

하고 동 수정안을 1979.8.24. 칠레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1980.8.18. 수정대안을 한국 측에 제시함.
주칠레대사관은 실질적인 수정 내용이 없으면 한국 측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도록 주재국과
교섭한바, 칠레 측이 80.10.18. 수정대안을 철회하여 양측은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80.12.23.
최종 문안에 합의

3.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1.2.13.) 및 대통령 재가(2.21.)를 거쳐 외무장관 또는 주칠레대사를 정부대표로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한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출
 판물에서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올바른 보급 증진(제1조)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등에 문학과 역사에 관한 강좌 및 강의 설치 가능성 검토(제2조)
양
 국 간 문화 및 과학기관 설치 촉진(제4조), 학위 및 자격증명서의 인정 방법 및 조건 검토(제
5조), 문화관계 및 이해증진 수단으로서의 여행 장려(제6조), 문화교류 시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제8조)

4. 양측이 협정 서명 절차를 진행하던 중, 칠레 측은 1982.2월 새로운 제도적 현실에 맞추기 위하여 협정
안 제4조 및 제6조의 일부 수정을 제의해 옴. 한국은 1982.3월 제6조 수정에 동의하고, 제4조에 대해
서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수정대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칠레 측은 1983.1월 다시 수정안을
제시해 온바, 외무부는 칠레 측 수정안이 기존 합의 문안에 많은 자구수정을 요하므로 1982.2월 칠레
측이 제시한 제4조 및 제6조를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토록 교섭할 것을 주칠레대사관에 지시함.
5. 칠레는 83.1월 제시 수정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1983.11.23. 재문의한바, 정부는 칠레 측 수정안이
실질적 내용보다는 대부분 자구수정인 점을 감안하여 수락하고 외무장관의 칠레 방문(83.12.6.~8.)
계기 서명을 추진하기로 함.

1984

6. 한·칠레 문화협정은 1983.12.7. 산티아고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Miguel Schweitzer 칠레 외상 간에
서명됨.
양측은 1984.8.22.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하여 1984.9.21. 발효되고,
동 협정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약 제850호로 1984.8.29.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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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수정 및 연장,
1980-84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4-64 / 1 / 1~188(188p)

1. 대호지구 농업개발사업 차관
정부는 대호(大湖)지구 농업개발사업을 위해 1978.12.20. 140억 엔 규모의 한·일 정부 간 OECF
차관협정(각서교환 형식)을 체결한바, 이와 관련 경제기획원은 1980.10.21. 외무부에 동 차관을
대호지구 방조제 건설을 위해 1981~83년간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정 개정 교
섭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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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호지구 농업개발사업은 1979~83년 방조제 건설 및 1986년 경지정리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차관액은
140억 엔(6,200만 달러 상당)으로 연리 5.25%, 7년 거치 20년 상환조건
- 동 차관협정은 차관액을 연도별 일정비율로 인출(그에 상응하는 내자를 한국 측이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도별 인출비율에 관계없이 차관액을 1981~83 중 전액 인출, 집중 투자하여 1983년 말까지
방조제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관 사용방법을 변경할 필요
한국 측의 협정 개정 제기에 대해 일본 측은 1978년 협정 체결 당시 차관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차관액을 정부자금관리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한 것인데, 이를 개정한
다는 것은 차관공여 당시의 근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와 관련한 협정개정은 곤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1981.2.17. 표명함.

- 다만, 일본 측은 방조제공사 집중사용 및 내·외자 사용 비율문제는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반응
일본은 1981.5.30. 일본 관계성청 간 협의결과를 종합한 답변서를 한국에 송부하면서, 차관
사용방법을 전대차관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한국 측의 요청은 수락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통
보해 온바,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6.25. 당초 협정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키로 방침을 변경함.

- 동 방침 변경 이후, 경제기획원은 81.8.4. OECF 측과 차관자금은 방조제 공사에 집중사용하고 인출비
율은 66%에서 88%로 한다는 데 원칙 합의
- 재무부는 82.3.26. 경제기획원과 OECF 간 합의사항을 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식으로 협정 수정을
외무부에 요청하고, 일본 측은 82.10.14. 한국 측 수정제의에 동의
- 이에 따라 한국은 82.11.12. 차관 인출기한을 1년 연장(84.12월까지)하는 내용을 포함 협정 수정을
재요청하였으며, 한·일 양측은 12.9. 협정 수정 관련 양해각서를 교환

2. 의료시설 확충사업 차관
정
 부는 1982.10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 중인 원호병원의 의료장비 도입문제와 관련, 1981.1.31.
체결된 OECF 의료시설 확충사업 차관 130억 엔 중 약 10억 엔을 원호병원 의료장비 도입에
전용하기 위해 1981.7월 동 전용에 대한 일본 측의 비공식 반응을 타진함.

- 의료시설확충사업 차관은 83.12월까지 5년간 70억 엔 제공,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
일
 본 측은 의료시설 확충사업 차관 인출기간을 당초 83.12월에서 84.12월까지 연장하는 한국
측 제의에 동의함.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자원협력과/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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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V.1 1-9월

1. 1983.11.23. 체결된 한·호주 어업협정 오징어 채낚기 부속약정과 관련, 강영식 수산청장은 1984.4월
호주 방문 시 호주측과 부속약정 갱신을 위한 어업회담을 캔버라에서 개최키로 합의함.
호주 수역은 한국측이 겨울철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개발한 어장이며,
양측은 지난 1년간의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입어조건을 결정

2. 한·호주 양측은 1984.7.19.~20. 캔버라에서 회담을 개최한바,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양측은 부속약정 문안에 합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영문본을 호주가 작성(국문본은 한국이
작성)하여 7.30.경 가서명한 후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서명하기로 합의
부속약정 효력기간을 1984.10.1.~1985.9.30.으로 연장
1984~85년 어획 쿼터(괄호안은 1983~84년 쿼터)

- 총 어획쿼터 4,000톤(1,800톤), 조업 척수 12척(6척), 척당 최대 어획량 333톤(300톤)
- 어획 쿼터 소진 후에도 별도 협의에 따라 추가 쿼터 할당이 가능
입어료

- 톤당 105 호주달러(척당 150톤분을 일괄 납부 후 추가 어획량에 대한 입어료는 수차에 걸쳐 분할 납부)
한국 어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기존 5개에서 멜버른 등 3개 항 추가
호주 측은 미소진 쿼터에 대한 입어료 반환은 규정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한국 측의 어획물 해상 전재 요청은 차기 회의에서 협의키로 합의

3. 양측은 호주 측 영문본에 대한 자구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속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1984.8.22.
김우상 주호주대사관 공사와 R. Bain 1차 산업성 수산담당 차관보 간에 캔버라에서 부속협정 영문본에
가서명함.
국
 문본에 대한 가서명 절차는 생략하고, 외무부가 주한 호주대사관과 협의하여 국문본 문안을
확정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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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우상 주호주대사관 공사, 호주 측 수석대표는 R. Bain 1차 산업성 수산담당
차관보

| 84-0870 |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V.2 10-12월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자원협력과/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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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호주 양측은 1984.8.22. 가서명된 한·호주 어업협정 오징어 채낚기 부속약정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함.
2. 정부는 1984.10월 김우상 주호주대사대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약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하고 김우상
대사대리에 대한 전권위임장을 송부함. 동 부속약정은 1984.10.16. 캔버라에서 김우상 대사대리와
John Kerin 호주 1차산업성 장관 간에 서명되고, 1984.10.1.부터 소급 발효된바, 부속약정의 주요 내용은
1016

다음과 같음.
부속약정 효력기간을 1984.10.1.~1985.9.30.으로 연장
어획 쿼터

- 총 어획쿼터 4,000톤, 조업 척수 12척, 척당 최대 어획량 333톤
입어료

- 한국 어선 12척은 1년간 입어료로 총 189,000 호주달러를 지불하면 총 1,800톤까지 오징어를 어획할
수 있으며, 톤당 105 호주달러를 지불하면 추가로 2,200톤의 오징어를 어획 가능
한국 어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기존 5개에서 멜버른 등 3개 항을 추가

3. 외무부는 부속약정 발효에 따라 동 부속약정을 관보에 고시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부속약정은 외무부고시 제100호로 1984.10.22. 관보에 게재됨.
4. 주호주대사관은 1984.11.13. 입어료 189,000 호주달러를 호주 측에 납부하고, 한국어선 12척에 대한
어업허가서 발급을 확인한바, 어업허가서는 한국 측 어선들의 출어 일정을 고려하여 호주 Geelong항
도착 시 각 어선별로 전달하기로 함.

생산연도

1974-198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4-64 / 4 / 1~380(380p)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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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의 부속 어업협력협정, 1984.5.22 서울에서
서명 : 1984.9.19 발효 (조약 852호)

1.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74.11월 주재국에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한국 측 기본 협정안을
제시함. 에콰도르 측은 1978.10월 한국측 안 제2조의 영해인접수역을 영해로 수정 제의한바, 한국 측
은 에콰도르의 영해 200해리를 인정할 수 없어 전관수역이라는 대안을 제시함.
외무부 조약국은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12해리 영해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에 비추어
에콰도르 측의 200해리 주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

2. 1979.1월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주재국이 국내정세 관계로 어업협정 체결 교섭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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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을 서두르지 말고 당분간 관망함이 좋겠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1982.6월 한국측 안을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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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에콰도르 측의 반응을 대기하던 중, 에콰도르 측은 1983.3.16. 국회동의를 이유로 어업협정을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협정으로 체결형식을 변경하여 Valencia 외상의 3월 방한 시
서명 또는 가서명할 것을 제의함.
3. 한·에콰도르 양국은 1983.3.28. Valencia 외상 방한 계기에 경제기술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 측은 5.6. 수정안을 제시한바, 그간의 양측 주요 쟁점 및 입장은 다음과 같음.
어업협정 명칭에 대해 한국 측은 에콰도르 측이 제의한 명칭(부속어업협정)을 수락
에콰도르 측은 어선조업의 편의제공 근거를 국내법령의 규정으로 축소시키고 있으나 한국 측이
수락
에콰도르 측은 영해 200해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200해리 영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협정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관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해하지 않는다는
완충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

4. 한·에콰도르 양측은 1983.6월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던 중 에콰
도르 측이 유엔해양법에 관한 조항 삭제 등 일부 조항 재수정할 것을 1984.1월 제의함. 이에 대해 한국
측은 1984.3.9. 재수정안을 수락하되 영해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한 양해각서를 송부한바, 에콰
도르 측은 3.26. 한국 측 부속어업협정안 및 양해각서안을 수락함.

5.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4.5.4.) 및 대통령 재가(5.12.)를 거쳐 이원경 외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한바, 동 협정은 1984.5.22.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Augusto Anda
주한 에콰도르대사 간에 서명됨. 양측이 1984.9.19.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에
따라 협정은 1984.9.19.부터 발효된바, 부속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어
 업에 관한 상호협력 및 자국 수역 내에서 타방 당사국 어선의 조업편의 제공, 양국 민간
자본협력 장려, 상업적 어업합작사업 설립, 어업 생산물의 제3국 시장 수출 촉진
1018

6.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52호로 1984.9.28.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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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
교환에 관련된 의사록 갱신, 1984

1. 한·프랑스 양국은 1984.1.19. 만료되는 한·프랑스 정부 간 어업 각서교환에 관한 의사록 갱신을
위한 회의를 1984.1.9.~12.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정부는 동 회의에 참가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이희수 수산청 어업진흥관 외 외무부, 수산청 등 대표 11명
(프랑스 측은 수석대표 M. Rodrigue 외무성 전권공사 외 12명)
정부 훈령

2. 상기 1항의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양측은 의사록 유효기간을 1984.1.20.~1985.1.19.(1년간)로 갱신
도
 서별 입어 조건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80척, Wallis & Futuna 72척
한
 국 어선은 프랑스 감시하에 어획물을 전재하고, 한국 정부는 월간 어획량 통계자료를 매년
프랑스 정부에 제공하며, 한국 어선 30척이 폴리네시아의 Papeete항을 기지로 이용하기로 합의
전
 년도에 비해 허용 어획량이 1,200톤(1.9%) 증량되고, 입어료는 12% 감액

3. 한·프랑스 양국은 1985.1.19. 만료되는 의사록 갱신을 위한 회의를 1984.12.17.~20. 파리에서 개최
하기로 합의한바, 정부는 회의참가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이종휘 수산청 차장 외 외무부, 수산청 등 대표 4명
(프랑스 측은 수석대표 M. Chenu 외무성 전권공사 외 9명)
정
 부 훈령

- 입어기간 만료(85.1.9.) 이후에도 한국 어선이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의사록을 갱신하고, 현행 일괄
입어료 지불방식을 개별 입어료 지불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교섭
- 입어료는 3.7% 범위 내 인상, 어획 허가 톤수는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도록 교섭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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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Wallis & Futuna 수역은 한국 참치 연승어업의 중요 어장이므로
의사록이 갱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입어료 지불방법 및 입어조건에 대해서 한국측 안을 중심으로 교섭
- 프랑스는 한국 어선의 폴리네시아 항구 이용 증대 및 기지개설 등 경제기술협력 강화를 요청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4. 상기 3항의 회의 개최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측은 의사록 유효기간을 1985.1.20.~1986.1.19.(1년간)로 갱신
전년도에 비하여 허용 어획량은 320톤(4.2%) 증량되고, 입어료는 8.6% 인상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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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키리바시 간의 어업협정 부속약정 연장,
1984.11.12

1. 수산청은 1981.9.21.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1981.10.21. 만료되는 한·키리바시 어업협정 부속약정
갱신을 위한 회담 개최 시기 및 장소에 관해 키리바시 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측 간 회담이 1981.11.19.~24. 키리바시의 Tarawa에서 개최된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 측은 기존의 일괄 입어료 지불(Lump Sum)방식을 지양하고 향후 입어료는 입어 희망
선박별 개별 입어료 지불방식을 주장하였으나, 키리바시 측은 정확한 어획량 통계 미비로 종전과
같이 일괄 지불방식을 주장

- 키리바시 측은 추후 부속약정 재교섭을 희망

2. 주피지대사관(키리바시 겸임)은 1982.5월 외무부에 회담 재개를 건의해 온바, 이와 관련하여 수산청은
회담 개최에 대한 전제로 한국 측 입장(개별 입어료 방식 채택 또는 1981년도 입어료에서 10% 인상된
입어료 지불)을 키리바시 측에 전달하고 반응을 타진해 줄 것을 요청함.
키
 리바시 측이 82.8월 한국 측 입장을 수락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회담 재개가 무산

3. 키리바시 외무성은 1982.9월 현안 중인 부속약정 갱신협의를 개최할 것을 다시 제의해 왔으나, 수산
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수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함.
최근 한국 참치업계는 어선 척당 단위 어획량 감소, 어로 경비 급등,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도산업체가 속출
따라서 입어료 지불을 선박별 개별 입어료 지불방식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회의 개최는 무의미
하나, 키리바시 측의 입어료 지불방식 변경 시 회의 개최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

4. 키리바시 측은 1983.11월 및 1984.2월 2차례에 걸쳐 개별 지불방식에 의한 입어교섭을 제안함. 한국
측에서 회담개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자 키리바시 측이 1984.8월 한국 측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여
1981년 회담결렬 3년 만인 1984.11.5.~12. Tarawa에서 회담이 재개, 다음과 같이 합의함.
약정기간

- 84.11.12.~85.11.11.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입어료 20만 달러를 2회 균등 분할하여 키리바시 정부에 지불
키리바시는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원사 어선 60척에 대하여 입어 허가장을 발급, 60척 이상 신청 시
매 어선마다 5,000달러를 추가 지급
키리바시 영해(12해리) 내에서의 조업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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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측은 일괄 지불방식을 견지함에 따라 한국 측은 입어료 10% 인상을 제시하였으나,
키리바시 측은 그 이상의 인상을 요청하므로 합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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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리타니 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협정.
전2권, 1984.1.7 Nouakchott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2호) V.1 1976-81
생산연도

1976-1984

생 산 과

조약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4-64 / 7 / 1~309(309p)

1. 정부는 한국원양어업에 있어 모리타니 어장의 중요성을 감안, 원양어업 회사들의 개별 입어교섭을
지양하고 1976.3월 이후 교섭 창구를 한국원양어업협회로 일원화하여 모리타니와의 어업협력을 추진함.
76년 현재 한국 트롤어선 102척(선원 3천 명)이 모리타니 어장에서 조업, 76년 약 9만 톤을
어획하여 약 7천만 달러를 수출
한국원양어업협회는 76.8월 모리타니 정부기관과 5백만 달러 규모의 어업합작회사 설립 합의의
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정부는 77.6월 우선 250만 달러를 출자하여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1022

한국 어선의 입어권 확보 교섭을 병행하도록 결정

2. 정부는 1977.7월 관민어업협력사절단을 모리타니에 파견하고, 한국 측 어업협력협정안을 모리타니
측에 제시함. 모리타니 측은 장기간 어업협정 체결문제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다가, 1980.11월
모리타니 수산차관이 한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하여 양륙시설, 냉동 창고 및 수
리소 건설 등을 해 주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3. 모리타니 측은 S. Oumar 수산해운경제상의 방한(1981.1.16.~23.) 계기에 어업협정 체결을 희망하면서
1981.1.5. 모리타니 측 협정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측은 모리타니 안에 선박 나포 및 선원 체포와 관
련된 조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1981.1.14. 제안함.
4. 한·모리타니 양측은 S. Oumar 수산해운경제상이 1981.1.17.~21. 방한 중에 양국 어업회담을 개최한바,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 측 수석대표 김종수 수산청장, 모리타니 측 수석대표 S. Oumar 수산해운경제상
양측은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1.21. 양측 수석대표 간에 어업협정문과 부속서에 가서명
협정문 주요 내용

- 한국 선박의 모리타니 경제수역 내 조업권 및 항만시설 이용권 획득
- 한국 선원 등 모리타니 주재 한국민의 공정한 대우 보장
- 어업관련 분야에서의 양국간 기술협력 증진 합의
-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2년간씩 갱신
부속서

- 모리타니 측은 1981년 중 한국 어선 35척 입어 허가
- 한국 측은 향후 5년간 매년 연수생 10명 접수, 전문가 3명 파견, 선박수리공장 건설비 지원(2백만
달러 이내), 향후 3년 내 중고 냉동선 5척(약 150톤급) 무상공여

1984

5.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1.6.2.) 및 대통령 재가(6.24.)를 거쳐 외무장관 또는 주모리타니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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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타니 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협정.
전2권, 1984.1.7 Nouakchott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2호) V.2 1982-84
생산연도

1976-1984

생 산 과

조약과/자원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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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1.1.21. 가서명된 양국 간 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협정이 서명될 수
있도록 모리타니 측의 협조를 수차례 요청함.
2. 협정 서명을 위한 모리타니 측의 국내절차 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Mohamed Ali 수산해운경제성장
관이 방한하여 1983.4.25.~5.3. 서울에서 한·모리타니 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회담이 개최된바,
동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1024

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종수 수산청장
양측은 1981.1.21. 가서명된 양국 간 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취하기로 하고 83.5.3.
어업협력협정 시행의사록에 서명
모리타니 수역 입어허가 한국어선 총 톤수는 매년 1만톤, 입어허가 기간은 3년, 입어료는 1톤당
매년 450달러, 어획물은 누아디브 항구에 양륙
한국 정부는 모리타니 내 조선소 건설을 위해 5백만 달러 공여를 보장

3. 상기 어업협력협정 시행의사록과 관련, 수산청은 동 의사록에 언급된 한국 어선의 모리타니 수역
입어 규모 및 모리타니 내 조선소와 선박수리소 건립을 위한 자금공여 규모 조정 등을 위하여 신임
강영식 수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어업협력 교섭단을 1983.8.29.~9.1. 모리타니에 파견하였으며, 교섭
단은 다음과 같이 모리타니 측과 합의하고 시행의사록을 수정함.
입어 규모는 9,000톤에서 4,500톤으로 조정
한국 측 자금공여 규모는 450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조정

4. 모리타니 측은 1983.7.27.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해 왔으며, 동 협정은
1984.1.7. 누악쇼트에서 김성식 주모리타니대사와 Mohamed N’Diayne 수산해운성차관 간에 서명됨.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1984.1.8. 상호 통보하여 협정은 동 일자로 발효된바, 협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모리타니 측은 한국 어선이 모리타니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것을 허가
양국은 조선 및 어업 분야에서의 합작회사 설립을 장려
한국은 모리타니 어업회사가 한국인 선원 및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가
한국은 모리타니 연수생 훈련 및 한국 전문가 파견 등 기술 원조를 제공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32호로 1984.1.19.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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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 1984.9.30

1. 주뉴질랜드대사는 1984.6.7. 주재국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면담하여 1984.9.30. 만료되는 양국 간 어업
협정 연장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동인은 어업협정을 종전과 같이 조문 수정 없이 2년간 재연장할 것을
제의하면서, 협정 재연장은 1982년 양식에 따라 뉴질랜드 외상과 주뉴질랜드대사 간 각서교환 형식으
로 가능하다고 언급함.
양
 국 간 어업협정은 1978.3.16. 웰링턴에서 서명, 발효되어 1984.9.30.까지 유효기간이 1차 연장
협정 개요

2. 외무부는 수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1984.6.27. 주뉴질랜드대사관에 대해 한국 측이 양국 간 어업협정의
2년 연장에 관한 뉴질랜드 측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고, 뉴질랜드 측 제안각서를 외무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
3. 양 측 합의에 따라, 윤영교 주뉴질랜드대사와 Frank O’
Flynn 뉴질랜드 국방장관 겸 외무장관은
1984.9.21. 웰링턴에서 양국 간 어업협정 연장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였으며, 동 각서교환으로 양국 간
어업협정은 1986.9.30.까지 2년간 재연장됨.
협정의 재연장으로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중인 한국 트롤어선 6척, 오징어 채낚기
어선 6척의 계속적인 조업이 가능

4. 양측의 각서교환은 합의에 따라 1984.9.30. 발효됨. 외무부는 동 각서교환을 관보에 고시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각서교환은 외무부고시 제99호로 1984.10.15.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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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관리, 보존, 이용에 관한 공동 관심 표명
- 뉴질랜드 정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 총 허용 어획량 중 뉴질랜드의 조업능력을 제외한 잉여분 중 일부 한국에 할당
규정
-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의 뉴질랜드 국내법령 준수를 보장
- 양국 정부 간 정기적 어업분야 협의 규정

| 84-0877 |

한·바레인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 1984.4.2 Manama 에서
서명 : 1984.5.21 발효 (조약 841호)
생산연도

1976-1984

생 산 과

조약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4-64 / 13 / 1~376(376p)

1. 한·바레인은 1976.4.17.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외무부는 양국 간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1976.9.12. 한국 측 협정안을 바레인에 제시함.
주바레인대사는 주재국 측이 한국측 안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77.8.8. 법제처장관
을 면담하고 협정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

1026

- 동 장관은 한국 측 초안의 최혜국대우 조항이 난점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걸프연안 아랍국가와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여타 다른 국가와의 협정 체결 시 최혜국대우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바레인 정부의
관례라고 언급
바
 레인은 78.1.3. 수정안을 한국에 제시하고 바레인측 안에 대한 한국 측 동의가 있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바레인에서 서명하기를 희망

- 바레인 측 수정안은 최혜국대우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으며, 기타 조항은 한국 측 초안과 유사

2.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주바레인대사에게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된 협정체결을 주재국과 재
교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주바레인대사의 1978.9.6. 주재국 법제처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은 최혜국대우
조항이 삽입된 협정 체결은 불가하다는 최종 입장을 밝힘.
3. 외무부는 1978.12.20. 최혜국대우 조항을 삭제한 상태에서의 협정 체결에 대한 주바레인대사관의 의
견을 문의한바, 주바레인대사관은 최혜국대우 조항의 명문이 없어도 필요한 특혜부여는 항상 가능하
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바레인과 체결된 협정이 없으므로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이에 따라 외무부는 최혜국대우 조항이 삭제된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협정 발효 조항 등
여타 조항에 대해 바레인 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양측은 1982.4월 협정문안에 합의

4.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2.6.18.) 및 대통령 재가(6.30.)를 거쳐 주바레인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에 서명하도록 결정, 동 협정은 1984.4.2. 바레인 마나마에서 송성한 주바레인대사와 ISA Borshaid 재
무경제차관 간에 서명됨. 양측이 1984.5.21.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에 따라 협정은 동 일자로 발
효된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무역 극대화를 위한 조치 시행
상공업 및 재정적 지원 장려, 자본투자 및 합작사업 장려
전문가 및 기술연수생 교류, 무역박람회 개최, 공동위원회 설치 등

1984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41호로 1984.5.31.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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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리랑카 간의 무역협정,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4.10.8 발효 (조약 제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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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77-1984

생 산 과

통상1과/조약과

MF번호

2014-64 / 14 / 1~175(175p)

1. 외무부는 외무장관의 스리랑카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무역협정 서명을 추진키로 하고 1978.7.7. 한국
측 협정안을 스리랑카 측에 제시함.
2. 스리랑카 측은 한국 측의 무역협정 초안 제시 이래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나, 1982.7.14. 한국 측 초안에
동의함을 주스리랑카대사관에 통보함에 따라 양측은 협정 문안에 합의함.
1028

3. 양측이 무역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던 중 한국 측에서 최종인증 조항을 추가시킬 것을
제의하고, 스리랑카 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1983.9월 최종적으로 협정 문안에 합의함.
4.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4.2.10.) 및 대통령 재가(5.9.)를 거쳐 이원경 외무장관이 스리랑카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동 협정은 1984.5.28.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W. Menikdiwela 스리랑카 대통령 비서실장 간에 서명됨. 양측이 1984.10.8.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에 따라 협정은 동 일자로 발효된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국 정부는 상호 무역상의 최혜국민대우를 부여
양국 간 상품교역은 각국의 현행 수출입 규정에 따르며, 거래상의 결제는 자유태환성 통화로
결정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53호로 1984.10.17. 관보에 게재됨.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4-65 / 1 / 1~74(74p)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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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간의 연세대학교내 재활원 건립사업
에 관한 약정, 1984.11.6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
효 (외무부고시 102호)

1.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4.5.30.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한국 재무부가 독일재건은행(KFW) 재정차관
사업(의료 취약지구 병원 건립사업, 송배전 시설사업)의 불용액을 신규 의료사업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고 알려오면서, 동 요청과 관련 독일 정부는 연세대학교 재활원 건립사업(사업
비용 6백만 마르크)을 대상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함.
2.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4.7.6.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재정원조에 관한 양국 간 협정에 의거하여 차관
제시함.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한국 측 수정안을 독일 측에 제시하고, 양측은 수차례 의견
교환을 거쳐 문안에 합의함.
3. 연세대학교 재활원 건립사업에 관한 약정은 1984.11.6.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Wolfrang Eger
주한독일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된 바,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
 업명

- 신체장애자 재활원 건립사업(차주 한국 정부, 사업주 연세대학교)
차
 관선

- 독일 재건은행(차관액 6백만 마르크, 226만 달러 상당)
사
 업개요

- 200병상 규모의 재활원 신축, 위치는 연세의료원
차
 관조건

- 이자율 연 4.5%,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15년

4. 외무부는 동 각서교환을 관보에 고시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각서교환은 외무부 고시
제102호로 1984.11.12.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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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으로 연세대학교 재활원 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고, 독일 측 약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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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간의 음성지역 순천향대학 기초
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약정, 1984.1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101호)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자원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4-65 / 2 / 1~75(75p)

1. 정부는 1983.3월 음성지역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독일 측의 기여를 요청한바,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4.6.5.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해 옴.
독일 정부는 개별 약정 체결을 전제로 음성지역 보건지원 사업을 위하여 117만 마르크를 배정
동
 사업은 독일 기술협력청(GTZ)이 수행키로 결정

2.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4.7.4.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에 대한 약정 체결을
1030

제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독일 측 약정안을 제시함.
독일 정부는 1백만 마르크를 재정기여금으로 제공
한
 국 측은 한국에 파견하는 독일 전문가에 대해 1인당 월 2,500마르크를 부담
순천향대학과 독일 기술협력청은 사업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협의

3.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국이 독일 측 약정안을 수락함을 통보함에 따라, 동 약정은
1984.11.5.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Wolfrang Eger 주한독일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바,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순천향대학은 독일 기술협력청으로부터 1백만 마르크의 재정기여금을 접수
독일 정부는 총 2.5인/월의 범위 내에서 단기전문가 1인을 파견하여 순천향대학의 자문에 대응
한국 정부는 한국에 파견하는 독일 전문가에 대해 1인당 월 2,500마르크를 부담
독일 정부는 동 사업 이행을 독일 기술협력청에 위임
한국 정부는 동 사업 이행을 순천향대학에 위임

4. 외무부는 동 각서교환을 관보에 고시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각서교환은 외무부 고시
제101호로 1984.11.12. 관보에 게재됨.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자원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4-65 / 3 / 1~58(58p)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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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간의 한국기계금속연구소내 산업안전
관리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 1984.11.24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105호)

1.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3.12.23.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국기계연구소 지원
사업의 연장에 동의한다고 통보해 옴.
한국기계연구소사업 추진 경위

- 77.7월 한·독 기계금속연구소 설치 약정 체결
- 81.3월 동 연구소 내에 산업안전관리기구를 설치 1983년 말까지 운영키로 합의

2.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4.6.14. 외무부에 독일 측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3. 주한 독일대사관은 한국기계금속연구소 내 산업안전관리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독일 측 약정안을
1984.7.12. 외무부에 송부하여 왔으며, 이어서 수정된 약정안(한국인 기술자 18명을 8명 한도로 수정)
을 1984.9.25. 재송부해 옴.
4.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된 독일 측 약정안을 수락한다고 통보함. 양측 간 합의에
따라 동 약정은 1984.11.24.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Wolfrang Eger 주한독일대사 간에 각서교환
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바, 동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독
 일 측 부담사항

- 기계공학 전문가(30개월/1인) 및 단기 전문가(20인/월) 파견, 독일에서 한국 기술자(8명 이내)에 대한
기술훈련을 12개월간 실시
한국 측 부담사항

- 한국 기술훈련생의 국외여행경비 부담, 독일측 파한 전문가 1인당 월 2,500마르크 부담

5. 외무부는 동 각서교환을 관보에 고시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각서교환은 외무부 고시
제105호로 1984.12.3. 관보에 게재됨.

103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독일 정부는 약정 체결을 전제로 한국기계연구소 지원 사업을 위하여 180만 마르크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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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84.2.3 Rome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6호) V.1 교섭철, 1973-80
생산연도

1973-1984

생 산 과

조약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4-65 / 4 / 1~246(246p)

1. 1973.6월 국무총리의 이탈리아 방문 시 양국 간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이와
관련 이탈리아는 1973.6.11. 협정안을 한국에 제시함.
2. 외무부는 이탈리아 측 초안이 주로 이탈리아가 공여하는 원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일방적 내용
의 협정으로 되어 있어서, 외무부 내부 및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호혜적·쌍무
적 성격의 대안을 작성하고, 1973.8월 한국 측 대안을 이탈리아 측에 제시함.
1032

3. 외무부는 1974.2월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 한국 측 대안에 관한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바,
이탈리아는 협정 체결에 앞서 어떤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 입장을 먼저
알려줄 것을 요청함.
한국은 조선공업, 기계공업(자동차 공작기계, 전기기관차, 자동기계 등), 화학공업(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연료제조 및 관광 분야 등의 기술협력 추진을 제의

4. 양국 간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서 주이탈리아대사는 1979.10.8. Stammati 통상장관의 방한
계기에 협정체결을 추진코자 교섭 재개에 관한 외무부 본부의 입장을 문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한국측 안은 1973.8월 제시한 이래 오랜 기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하여 그간의 상황 변동을 반영한 재수
정안을 송부, 주이탈리아대사관이 1979.12.10. 주재국에 제시함.
한
 국 측 재수정안에 대해 이탈리아는 80.1.24. 협정 체결에 앞서 구체 사업에 관한 양국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표명

5. 외무부는 1980.9월 협정 체결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주이탈리아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재국과의 교섭을 재추진하도록 지시함.
과
 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동시에 모든 단위사업의
근거를 설정
구
 체적 협력분야, 협력사업 및 협력방법 등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결정
현행 한·이탈리아 문화협정만으로는 광범위한 기술협력을 도모하는 데 불충분
8
 0.8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간 통상차관 회담에서도 과학기술협정 체결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탈리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술원조, 기술인력 훈련, 전문가 및 기술자의 상호 교환 등 양국 간
기술협력을 증대키로 합의한 바 있음을 강조

1984

6. 주이탈리아대사관이 1980.10월 2차에 걸쳐 주재국 외무성과 접촉한바, 이탈리아 측은 종래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한국 측 협정문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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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84.2.3 Rome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6호) V.2 교섭 및 체결철
생산연도

1973-1984

생 산 과

조약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4-65 / 5 / 1~320(320p)

1. 한·이탈리아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82.3.10.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이탈리아 정부가 한국과의 기술협력 3개년 계획(1982~84년)을
성안 중에 있다고 통보하면서 한국 측이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함.
2.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2.7월 주재국 외무성의 요청으로 협정 체결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외무성은
협정 체결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측의 협력 희망 분야 및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1034

바람직하며, 협정문은 기본 협정과 의정서로 구성하되 특정 분야에 관한 별도의 합의문서 교환도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외
 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탈리아 측 요청에 따른 구체적 협력 사업에 관한 자료를 작성
하여 82.8월 이탈리아에 제시

3. 이탈리아 외무성은 한국 측이 1979.12월 제시한 협정 재수정안에 대한 대안을 1982.11.5.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송부하면서, 1983.3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이탈리아 문화공동위원회 계기에 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함.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수정안을 83.3월 이탈리아 측에 제시

- 특별 약정 체결 조항을 삽입
- 한국 측 협정수행 책임기관을 과학기술처에서 외무부로 변경
- 협정은 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보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하도록 수정 (추후 협의에서 양측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는 것으로 합의)
이탈리아 측은 83.4.15. 한국 측 수정안에 동의를 표명하면서,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는 기존의 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별개로 개최할 것을 요청

4. 양측의 협정문안 합의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3.12.8.) 및 대통령 재가(1984.1.24.)를 거쳐
지연태 주이탈리아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동 협정은 1984.2.3. 로마에서
지연태 대사와 Bruno Corti 이탈리아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국 간 정보 및 자료 교환, 전문가 교환 방문,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및 훈련과정의 제공
개별 협력 사업에 대한 특별약정 체결 및 공동위원회 설치
대학, 단체 및 전문기관 간 과학·기술연구 상호 협력

1984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36호로 관보에 게재됨.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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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웨이트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
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1983.8.8 Kuwait 에서
서명 : 1984.2.1 발효 (조약 829호) V.1 1974-81
생산연도

1974-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4-65 / 6 / 1~295(295p)

1. 1974.4월 대중동 경제협력사절단(단장: 상공부장관)의 쿠웨이트 방문 시 양국 간 무역·경제 및 기술
협력 협정 체결을 쿠웨이트 측에 제의하고 한국 측 협정안을 제시함.
2. 쿠웨이트 외무성은 1976.2월 긴밀해지고 있는 양국 간 경제 및 통상협력 관계를 더욱 질서 있게 추진
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무역·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이 아닌 무역협정 형식의 대안을 제시함.
1036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양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한국 측 수
정안을 76.4월 쿠웨이트 측에 제시함.

- 한국 측 수정안에는 최혜국대우조항 포함 및 무역합동위원회와 같은 상설 협의기구 설립 내용을 포함

3. 한편, 제30차 중동 경제협력 실무위원회(1976.8월)는 쿠웨이트와 무역협정과 별개로 경제기술협력협
정 체결을 계속 추진키로 의결하였으며, 외무부는 쿠웨이트와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진
출업체 및 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경제기술협력 협정안을 작성,
1977.7월 쿠웨이트 측에 제시함.
4. 주쿠웨이트대사는 1980.4월 주재국 외무성과 접촉, 한국 측이 1977.7월에 제시한 경제기술협력 협정안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바, 시일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한국 측 협정안을 다시 제시해 주기를 희망함.
또
 한 쿠웨이트 외무성은 1976년 이래 미결 상태에 있는 양국 간 무역협정을 경제기술협력협정과
통합하여 단일협정으로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

5. 외무부는 한국 측이 무역협정과 경제기술협력협정 안을 각각 쿠웨이트 측에 제시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감안, 외무부 내 관련 부서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무역협정 및 경제기술협력협정을
통합하여 협정안을 재작성하고, 통합 협정안을 1980.10월 쿠웨이트 측에 제시함.
주쿠웨이트대사는 1981.12월 쿠웨이트 상공장관과 면담하여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한바,
동 장관은 협정 체결을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

6. 본 문서철에는 한국의 쿠웨이트 진출대책(1976.8월, 경제기획원), 쿠웨이트가 중국(구 중공)·말레이
시아와 체결한 경제기술협력협정문 및 헝가리와 체결한 무역협정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생산연도

1974-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4-65 / 7 / 1~189(189p)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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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웨이트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
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1983.8.8 Kuwait 에서
서명 : 1984.2.1 발효 (조약 829호) V.2 1982-83

1. 쿠웨이트는 한국이 1980.10월 제시한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안에 대한 대안을
1982.2월 한국 측에 제시함.
쿠웨이트 안은 한국 측 협정안 중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수정

2. 외무부는 1982.3월 쿠웨이트 측 대안이 양국 간 경제기술 및 통상협력에 관한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될 것임을 감안하여 우선 쿠웨이트 측 대안을 수락하고,
협정을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기본협정으로 개칭하여 체결한 후 시기를 보아 세부 약정을
외무부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가 원칙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1982.5월 일부 자구 및
언어 조항 등을 수정한 한국측 안을 쿠웨이트에 제시

3. 양측은 그 후 일부 조항에 대한 문안 조정을 거쳐 1983.2월 협정문안(영어본)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3.5.12.) 및 대통령 재가(6.2.)를 거쳐 신정섭 주쿠웨이트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4. 한·쿠웨이트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기본협정은 1983.8.8. 쿠웨이트에서 신정섭
주쿠웨이트대사와 Abdullah Alhamed 쿠웨이트 상공성차관 간에 서명되었으며, 양측이 1983.12.4.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에 따라 협정은 1984.2.1. 발효되는바, 협정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음.
양국 정부는 경제기술무역관계 강화를 위한 조치 강구
합작사업 촉진, 투자 장려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무역확대를 위하여 박람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제공
양국 간 자유태환성 통화로 지불
필요한 경우에는 양국 간 협력관계 이행을 위한 세부약정 체결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방 요청에 의해 회의 개최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29호로 1983.12.16. 관보에 게재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체결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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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1.12.18 Lima 에서 서명 :
1984.7.5 발효 (조약 849호)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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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완복 특사와 페루 외상 간 면담(1980.7.26.) 시 논의된 바 있는 한·페루 간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
외무부는 1980.8.25. 주페루대사관에 양국 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주재국에 제의하도록
지시함.
페루 외무성은 80.12월 주페루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박동진 특사의 페루 방문 시 공동성명
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81.1.5.부터 시작할 것을 제의

1038

2.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국 측 협정 초안을 1981.1.22. 제시한바, 페루 측은 수정안을
1.31. 제시하면서 외상 방한 시 서명토록 추진할 것을 희망함.
한국이 페루 측 수정안을 수락함으로써 양측은 81.2.4. 협정문안에 합의

- 협정 문안은 한국어본과 스페인어본을 정본으로 구성

3. 양측 간 문안합의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1.5.8.) 및 대통령 재가(5.29.)를 거쳐 외무장관
또는 주페루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양측은 당초 페루 외상 방한 시 협정이
서명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페루 외상의 방한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한국 측은 주페루대사가
현지에서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4. 한·페루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은 1981.12.18. 페루 리마에서 윤 찬 주페루대사와 Arias
Stella 페루 외상 간에 서명됨. 양측은 1984.7.5.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에
따라 동 일자로 협정이 발효된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제·과학·기술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부속약정 체결, 상호 교역증진, 투자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합작기업의 구성, 상대국의 투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 혼성위원회 설치, 과학기술
협력 시행과 관련된 관세 및 기타 소득에 대한 면세 등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49호로 1984.8.3. 관보에 게재됨.

생산연도

1975-1984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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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1984.4.21 서울에서 서명 :
1984.6.16 발효 (조약 843호)

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5.6월 겸임국인 카타르를 방문하여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카타르 경제
통상장관과의 면담 시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 및 통상증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외무부는 국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을 작성하여 1975.10월 카타르 측에 제시

2. 카타르 측은 상기 협정안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검토 중이라는 반응을 보여 오다가, 1984.2월 주한
카타르대사(도쿄 상주)가 민수홍 외무부 중동국장과 통화하여 Khalifa 국왕의 방한(4.20.~22.) 계기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의함. 이와 관련, 카타르 측은 1984.3.6. 한국 측 초안에 대해
것을 제의함.
카타르 측은 84.3.13. 수정안을 제시해 왔으나, 동 수정안이 한국측 안과 실질적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카타르 측 수정안을 수락
카타르 측은 84.3.22. 협정안 제2조 최혜국대우 조항과 관련, 카타르가 여타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이 규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키로 했다고 추가 통보해 온바, 한국은
타국과 체결한 협정 중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정(호주, 카메룬, 쿠웨이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카타르 측 수정안을 수락
양측은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3월말 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

3. 정 부는 한·카타르 간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문안 합의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1984.4.12.)를 거쳐 이원경 외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동 협정은
1984.4.21. 서울에서 이원경 장관과 Sheikh Abdul 카타르 석유재무상 간에 서명되었으며,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을 위한 제반조치 강구, 상호 투자 및 합작사업 장려
과학·기술정보 및 기술자 교류 촉진
필요한 경우 분야별 세부협정 체결

4. 동 협정은 한·카타르 양국 간에 체결되는 최초의 협정으로서 양국 간 비준서 교환일자에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됨. 이에 따라 양측은 비준서 교환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동 협정은 1984.6.16.
카타르에서 김용권 주카타르대사와 AL-Obaidly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간에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음을 통보하면서, Khalifa 국왕 방한 시 석유재무상이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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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43호로 1984.6.22.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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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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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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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이중 국적자의 외교관 임명 문제 , 1984

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4.4.30.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파견국이 이중 국적자(파견국과 한국 국적)를
한국에 외교직원 또는 영사직원으로 임명하는 데 대한 한국의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함.
파견국이 이중 국적자를 외교직원 또는 영사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한국이 수락할 것인지
여부, 수락할 경우 이들에 대한 외교특권면제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및 제한이 있다면 제한
내용, 이들의 배우자에 대한 특권면제 제한 여부
이
 중 국적자를 행정직 또는 기술직 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수락할 것인지 여부, 이들의 배우자
또는 가족에 대한 특권면제의 제한 여부

한국인이 주캐나다대사관으로 파견된 사례 여부)
이중 국적자인 한국 공무원의 타국적 국가 파견에 대한 한국의 정책

2. 외교부는 법무부에 한국의 국적법 관계규정(국적상실에 관한 제12조 등)에도 불구하고 이중 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있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주 미국, 일본 등 주요 공관에 대하여 이중국
적 관련 주재국의 사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할 것을 지시함. 외무부는 법무부 및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를 검토한 후,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보함.
한국의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외무장관이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중 국적자는 외무공무원에
임용 불가
한국은 한국 국적을 소지한 이중 국적자를 타국 외교공관 직원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접수는 가능
이중 국적자를 행정직 또는 기술직 직원으로 접수하는 것은 이들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 후 접수 가능 판단
한국이 이중 국적자를 외교관으로 접수하지 않으므로 외교특권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의견
이중 국적 소지 행정직원에 대해서 공적인 행위에 한하여 특권면제를 부여하나, 파견국과 상호
주의 원칙 적용
이중 국적 소지 외교직원 및 행정, 기술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특권면제를 부여하지 않으며
다만, 파견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권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
한국에 이중 국적자가 파견된 사례 또는 이중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이 자신이 보유한 타국적
국가에 파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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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에 이중 국적자가 파견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또는 이중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이 자신이
보유한 타국적 국가에 파견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한국 및 캐나다 국적을 가진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문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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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1984년 중 개최되는 제7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대한 의견을 1984.1.27. 외무부에 문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유엔 비회원국의 ILO 가입에는 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부대표 2/3의 찬성을 포함한 전체대표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북한과 공산
국가들의 반대로 ILO 가입이 용이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우선 한국의 노동정책 등 국내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간여 문제 등을 검토한 후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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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한국의 ILO 가입신청에 대한 주제네바대표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주제네바대표부는 ILO
가입의 장단점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 협의 후 제71차 ILO 총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신청서 제출에 앞서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1985.1.21.~24. 시드니)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를 상대로 사전교섭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함.
3. 1984.6월 제70차 ILO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하여 한국의 ILO 가입을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F. Blanchard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동인을 방한 초청함. 대표단은
주요 우방국 및 ILO 사무국이 한국의 ILO 가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1985년 ILO 총회 시
가입신청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건의함.
4. 외무부는 1984.7.27. 한국의 ILO 가입문제에 대한 관련부처 간 협의를 개최함. 노동부는 한국의 노동
현실이 국제사회에서 비판받고 있으므로 ILO에 가입하여 비판적 국가들을 적극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그 밖에 북한의 가입방해 움직임과 가입 후의 후유증을 고려하여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가입을 유보할 경우 국내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고려하여 가입 시기를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추진하자는 의견이 개진됨.
이에 따라 동 협의에서는 1985년 ILO 총회 시 한국의 주도하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으나 북한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

5.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11월 ILO 사무국을 접촉하여 한국의 ILO 가입신청서 제출 시 처리전망에
대하여 문의한바, 사무국은 한국의 경우 가입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ILO 사무총장은 1985.1월말 시드니에서 개최 예정인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에서
참가국들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함.

1984

6. 외무부는 1984.11.19. Blanchard ILO 사무총장의 방한(12.2.~6.)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ILO
가입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의함.
남북한 동시 가입이 아니면 한국의 단독 가입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가입 신청 시기를
미리 정하지 않고 가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ILO 사무총장 방한 시 한국의 가입 희망 의사와 적절한 시기에 가입 신청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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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B(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 약정 한국 가입,
19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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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유수출 개도국회의(1983.5.23.~27. 부쿠레슈티)에서는 선진국의 섬유류 수입규제 강화에 대처하여
섬유수출 개도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기구 설치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사무국은 동 회의 후속조치로서 협력기구 설치 협정안을 작성함.
개도국 확대회의(1983.9.24. 제네바)는 UNCTAD 사무국이 작성한 협정안을 기초로 국제섬유
의류기구(가칭 ITCB ; Int’
l Textiles & Clothing Bureau) 설립 약정문을 작성하여 섬유수출 개도
국회의(1983.12.12.~14. 제네바)에서 채택
1044

2. 섬유수출 개도국그룹 의장은 1983.10.31. 공한을 통하여 12.12.~14.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섬유수출국
워크숍에서 ITCB 설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각국이 고위실무급 대표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포함 총 23개국이 참가한 동 워크숍에서 ITCB 약정문을 채택하고 개도국 섬유교역 연구보고서
작성 등 성과를 거둔바, 주제네바대표부는 다음과 같이 관찰 및 건의함.
워크숍에서는 선진국들의 빈번한 협의요청에 대한 대처문제, 1984년 섬유위원회의 총회 이전
개최 문제, 향후 다자간섬유협정(MFA) 개정문제에 관해 토의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몇 개국의 최종 참여 발표보류로 ITCB 약정안만 채택하고, ITCB 설치는
차기 워크숍으로 미루어진 것이 참가국들에게 실망스런 요인
따라서 주요 섬유공급국인 한국은 1984년 1/4분기 중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차기 워크숍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정시키고, 3~5만 달러 규모의 특별출연금을 출연할 것을 건의
또한, 1985년 상반기 예정인 워크숍의 서울 개최 실현을 건의

3. 외무부는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ITCB 가입이 섬유수출을 위한 개도국 간 협력증대, 중국
(구 중공), 루마니아 등 공산국과의 접촉증대 및 인도, 파키스탄 등 비동맹국과의 유대강화 견지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차기 섬유수출 개도국회의에서 정식가입을 위한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ITCB 가입 및 기구설립 준비를 위한 특별출연금으로 3만 달러를 기여함.
4.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4.7.12.) 및 대통령 재가(7.20.)를 거쳐 현희강 주제네바공사가 ITCB 설립약
정에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도록 결정하고 외무장관 명의 전권위임장을 발급함. 현희강 공사는 카라
치에서 개최된 섬유수출 개도국회의에 참석하여 1984.7.25. ITCB 설립약정에 서명한바, 동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84

섬
 유 및 의류 무역에서의 차별 및 보호주의 제거
다자간 섬유협정의 효율적 시행 보장
회
 원국 간 섬유 및 의류 무역에 관련된 정보수집·배포 및 분석, 섬유협상 시 또는 무역 분쟁
시 회원국 지원 및 자문 제공

5. 외무부는 정부대표의 서명으로 1984.8.25. 효력을 발생하는 ITCB 설립약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약정은 조약 제848호로 1984.8.3.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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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TIR협약]의
개정, 1984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4-66 / 2 / 1~14(14p)

1. 유엔 사무총장은 1984.3월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
협약(TIR협약) 부속서6에 규정된 차량 환기기구(ventilation apertures) 관련 개정안이 1983.10월 TIR
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되었음을 TIR 회원국에 통보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문의함.
동 개정안은 TIR 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원국들이 1984.5.1.까지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하지 않는 한 1984.8.1.부터 발효
		 * 협약 명칭: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the Cover
1046

of TIR Carnets(TIR Convention)
		 * 국제도로운송(TIR ; 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

2. 외무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관련부처(교통부, 건설부, 상공부 및 재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관련부처
들은 개정안에 이의 없다고 외무부에 회보함.

| 84-0892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4-66 / 3 / 1~331(331p)

1984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E3) 한국 가입, 1984.9.29

1. 재무부는 1982.7.30.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관세협력이사회(CCC) 관련 국제협정 부속
서 가입 추진을 요청함.
CCC는 국별로 상이한 통관절차를 조화·통일시켜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관절
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과 동 절차와 관련된 30개 부속서를 제정

- 동 부속서 중‘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E3)는 보세창고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하여 수출입업자에게
편익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국제무역을 증대시킨다는 데 의의

가입코자 하므로 외무부에서 E3 가입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

2. 한국은 1983.7.15.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 가입 시‘물
품의 일시 장치에 관한 부속서’
(A2)도 가입함.
3. 외무부는 1984.3.14.‘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
(E3)를 수락하여야 할 필요성 및 실익에 대해 재무부와
협의 후 E3 수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E3 수락안을 1984.5.24. 국무회의 심의에 상정함.
E3 수락 이유

- 보세창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업계의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 간소화된 세관 절차의 도입으로 무역
업계에 편익을 제공하는 등 한국 관세제도의 국제화 촉진
- 1984년 CCC 총회(5.21.~25. 서울) 개최국으로서의 면모 유지
일부조항 유보

- E3 중에는 수출입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것만으로 관세의 환급·내국세의 면제 또는 환급이 가능
하다고 규정한 조항(권고적 관행 13~15조)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수출면허 발급 후 선적여부를 확
인하고 환급 또는 면세를 해주는 한국의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므로 동 조항들은 유보
E3 주요 내용

- 보세창고의 종류, 설치, 운영, 보세창고에의 장치를 허용할 물품, 장치기간, 장치물품의 소유권 이전
과 반출 등에 관해 규정

4.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4.5.24.) 및 대통령 재가(6.7.)를 거쳐, 주벨기에대사 명의의 공한으로 한국의
E3 수락과 3개 조항(권고적 관행 13~15조)에 대한 유보를 CCC 사무총장에 통보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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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관세청, 한국보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E3 가입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
있으며 동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 관세법규상 수용할 수 없는 4개 조항에 대해 유보 조건부로

주
 벨기에대사는 84.6.29. CCC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E3 수락을 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E3는
84.9.29. 한국에 대하여 발효

5. 외무부는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
하였으며, 동 부속서는 조약 제845호로 1984.7.5.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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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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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의 해상수송에 관련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84.4.30-5.25

1. 국제해사기구(IMO)는 1984.4.30.~5.25. 런던에서 특정물질의 해상수송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
상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 1969년 CLC협약(유류오염 재해시 민사책임 협약) 개정의정서안 및 1971년
CLC FUND협약(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 설치협약) 개정의정서안을 토의, 채택하기로 함.
이와 관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ALCC)는 동 개정의정서안에 대한 회원국 간의
사전협의를 위하여 1984.3.5.~7. 자카르타에서 협의회 개최 결정

2. 정부는 상기 AALCC 협의회에 이종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참사관을 정부대표로 임명하였으며, 동
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 12해리 영해 범위 내 적용 주장과 경제수역까지의 적용 주장이 대립

- 배상책임의 한계와 관련, 상환액이 높게 책정되지 않아야 하며, 예외적 대형사고가 사례로서 적용되지
말아야 하며, 인플레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동 협의회 참가율이 극히 저조하고(한국, 일본, 필리핀, 이란, 인도, 스리랑카
등 10개국 참석), 토의 의제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이 대립되어 AALCC의 단일입장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IMO 런던회의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외무부에 건의

3. 정부는 1984.4월말 개최되는 IMO 런던회의에 최동진 주영국대사관 공사(수석대표), 한지연 해운항만
청 기획관리관 등 대표단 7명을 파견한바, 동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의는 CLC 및 FUND 협약 개정의정서를 채택하고, 대표들의 Final Act 서명 후 폐막
대표단은 정부 훈령에 따라 선주 및 화주의 책임 한도액의 점진적 증액 필요성을 지적하고,
개정협정의 발효는 점진적 방식(Phased-In Approach)을 지지하며, 적용해역의 범위는 회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경제수역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
2개 협정의 적용 해역은 원칙적으로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
CLC 개정의정서는 찬성 48, 반대 18, 기권 16으로 채택(한국 및 일본은 기권)되었으며, 이에
따라 1969년 CLC 협약은‘1984 Liability Convention’
으로 부르기로 결정
FUND 개정의정서는 찬성 44, 반대 0, 기권 21로 채택(한국 및 일본은 기권)되었으며, 1971년
FUND 협약은‘1984 Fund Convention’
으로 부르기로 결정
민간책임한도액은 5천 톤 미만 선박은 3백만 SDR, 5천 톤 초과 선박은 매 초과 톤마다 420
SDR을 추가 부담하되 최대 6천만 SDR을 초과하지 않기로 결정(투표 없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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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4. CLC 및 FUND 개정의정서는 1984.12.1.~1985.11.30. 런던에서 서명이 개방되며, CLC 개정의정서는
10개국(1백만 톤 이상의 탱커 보유국 6개국 포함), FUND 개정의정서는 8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12개월이 지난 후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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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국내
적용 및 이행, 1982-84

1.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2.2.5. 외무부에 공한으로 한국이 1926년 및 1968년 국제도로교통협약의 당사
국인지 여부, 한국이 1969년 협약에 명시된 국제면허를 인정하는지 여부, 한국이 해당국의 국내면허
또는 상기 협정에 따른 국제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여행객 또는 거주자에 대해 한국에서 운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여부 및 허용할 경우 운전허용 기간에 대해 문의함.
2. 외무부는 상기 제1항 관련 소관 부처인 내무부와 협의하여 1982.4.14. 주한 독일대사관에 다음과 같이
한국은 1949년 국제도로교통협약의 당사국이며, 동 협약에 따라 국제면허를 인정
한국은 유효한 국제면허를 소지한 외국인 여행객 또는 거주자에 대해 국제면허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한국 내 운전을 허용하며, 외국인 여행객 또는 거주자가 운전 허용기간 만료 전에 한국면
허를 신청하면 국제면허를 근거로 하여 한국면허 교부 가능
해당국의 국내면허를 소지한 외국인 여행객 또는 거주자는 한국 도로교통에 관한 필기시험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한국면허를 교부 받아야만 운전 가능

3.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3.1.18. 외무부에 공한으로, 독일은 1949년 국제도로교통협약의 당사국이 아니
지만 동 협약에 따른 국제면허를 인정하고 있음을 통보하면서, 한국이 1968년 국제도로교통협약에 따른
국제면허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외
 무부는 1983.2.19. 주한 독일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한국은 1968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동 협약에 따른 국제면허를 인정하고 있다고 회보

4. 내무부는 1983.7.5. 외무부에 공문을 송부, 한국은 국제도로교통협약상 인정된 국제면허에 대해 적성
검사에 합격하면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부해 주고 있으나, 외국 정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를 국내
운전면허로 교부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하면서 147개 국가의 국제도로교통협약 가입현황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49년 협약 당사국 85개국 명단을 1983.7.13. 내무부에 통보

105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회보함.

UCC(세계저작권협약) 가입 검토, 19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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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Imago 출판사는 1955.6.14. 주영국대사관 상무관 앞 서한을 통하여, 백조출판사의 발행인이며
번역가라는 한국인이 동 출판사를 찾아와 Freud 전집 17권(Imago사가 저작권 보유)을 한국어로 번역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서, 한국은 세계저작권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또한 백조
출판사와 Imago사 간에 계약이 서명되더라도 한국이 저작권 사용료(royalty)의 해외송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55.7.27. 주영국대사
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보하도록 지시함.
1052

한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저작권보호조약은 없음.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국내 거주자에 한함)은
그가 번역 내지 재출판하고자 하는 외국서적에 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 전무
그
 러나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번역 승낙을 받고 저작물 사용료를 송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외환송금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2. 주한미국대사관은 1956.5.1. 외무부 앞 공한으로 한국의 저작권법 입법계획 여부와 타국과의 저작권
협약 체결 계획에 대해 문의하면서, 필요시 미국은 한국의 1952년 세계저작권협약(UCC) 가입을 지원
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미국의 관심사항을 담당 부처에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
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미국 측에 회보함.
3. 주미국대사는 1956.7월 한국극예술협회의 Gone with the Wind 공연계획과 관련, 미국 저작권 소유자
로부터 항의가 있었다고 보고해 온바, 외무부는 주미국대사에게 한국은 UCC 가입국이 아니며 또한
미국과 저작권보호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으므로 한국 정부는 국제법상의 책임이 없으며, 동 저작권
침해문제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므로 당사자 간 교섭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회보하
도록 지시함.
본
 문서철에는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관련 항의 사례가 수록

4. 외무부는 1958.5.16. 한국 정부의 UCC 가입에 대한 문교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문교부는 취약한 국내
문화계의 상황을 감안할 때 UCC 가입은 현재로서 시기상조라고 회보함.

1984

5. 외무부는 1981.8월 문화공보부에 대하여 한국이 1957년 저작권법을 제정한 이후 저작권 분야 국제협
약 가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한국의 국력신장에 상응하는 국제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6.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1981.9.24. 회원국 앞 공한을 통하여 각국의 UCC 가입을 촉구함.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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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 헌장의 제24 및 25조
개정,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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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5년 세계보건기구(WHO) 제28차 총회는 각 지역별로 매년 최소 1개 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도록
현행 집행이사국을 30석에서 31석 내지 33석으로 증설하는 내용의 헌장 개정안을 작성토록 사무총장
에게 위임함. 이와 관련, 1976년 WHO 제29차 총회는 사무국에서 작성한 헌장개정안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헌장 제24조 및 제25조 개정안을 채택함.
이
 사국 수를 현행 30국에서 31국으로 증설
각 지역기구에 3개 이상의 이사국을 배분, 선출
1054

지
 역기구에서 매년 1개 이상의 이사국이 선출되도록 헌장 개정으로 추가될 1개 이사국 임기를
필요에 따라 단축

2. 외무부는 1979.12.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장개정 수락을 위한 국내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함.
현행 지역기구별 이사국 배분에 따르면 이사국 수가 3국이 미달되는 지역기구는 동남아지역뿐
이며, 따라서 헌장 개정으로 추가되는 1개 이사국은 동남아지역 기구에 배정될 것이 필연적
북한은 동남아지역 기구에 소속(한국은 서태평양지역 기구에 소속)하고 있어, 헌장 개정으로
북한이 이사국에 선출 가능
동 보류 조치가 WHO 헌장상 또는 일반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3. 유엔 사무총장은 1976년 제29차 WHO 총회에서 채택된 헌장개정안이 회원국 2/3의 수락을 얻어
1984.1.20. 모든 회원국에 발효됨을 통보함.
4. 외무부는 개정헌장의 발효에 따라 고시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개정헌장은 외무부고시
제95호로 1984.5.28.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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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개정
외교회의, 제4차. Geneva, 1984.2.27-3.23

1. 정부는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개정 제4차 회의에 참가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 박홍식 특허청차장 외 대표 3명
회의 목적

- 공업소유권에 대한 파리협약 일부 개정 (대개도국 특혜부여 및 선진기술 이전 촉진)
주요 토의사항

정
 부 훈령

-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개도국에의 기술을 촉진하게 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견지
- 한국이 파리동맹 내에서 개도국그룹에 속하고 있으나 공업소유권 분야에서는 선발개도국으로서
공급자적 위치에 있음을 고려하여 각 그룹들과 실질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유리한 내용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2. 동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동 회의는 제3차 외교회의에서 심의한 바 있는 제1조(특허 및 발명자증의 정의), 제5조A(특허불
실시에 대한 제재) 및 제10조4(지리적 명칭의 보호)에 대해 중점 심의하였으나 각 그룹별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폐막
제1조 관련, 개도국은 특허권자에게 배타적 권리와 실시의무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선진국은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배타적 보상권이므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발명자증 제도와 특허제도를 동시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제5조A 관련, 개도국은 제3차 회의 합의안을 고수하기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선진
국은 개도국의 3가지 대안 모두가 전용실시권 허용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도국
제안에 반대하였으며, 특히 선진국 그룹은 국내기업(특히 화공 및 의약업계)의 반발로 제3차
회의 때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
제10조4 관련, 개도국이 보호 요청한 국가별 200개의 지리적 명칭등록 보호문제가 10개로 제한
됨에 따라 개도국은 반대의 입장을 고수
제4차 회의는 약 1개월간의 회의기간 동안 어떤 개정안에 대하여도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며,
참가국들은 제5차 외교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주요 쟁점을 협의할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특별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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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의 권리제한을 통한 개도국의 이익 확보 (선진국 특허권자가 개도국에서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개도국에 강제실시권 부여 등)

3. 대표단은 선진국 특허권자의 역할 증대와 정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인하여 선진국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개도국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불실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도 합의될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관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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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특허협력조약) 한국 가입, 1984.8.10

1. 특허청은 1982.7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함.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외국의 특허권 취득 시 종전에는 개별 국가마다 출원하던 것을 1개의 출원에 의하여 조약 당사국에
동시에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조약(국제출원제도의 창설)
- 1970.6.19.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1978.1.24. 발효
한국의 가입 시 장점

한국의 가입 시 단점

- 특허권리화 지연 (현재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 후 권리가 설정되나 PCT 가입 후에는 20개월 후에 설정)
- 출원절차의 이원화
결론

- PCT 가입을 위한 국내외 여건이 성숙 (외국 출원의 계속적 증가 및 특허청 현대화 5개년 계획사업
추진, 세계지적소유권기구 및 파리조약 가입 등)
- 가입에 따른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므로 가입 추진이 타당

2. 정부는 PCT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984.4.12.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PCT 조약 제2장의 국제예
비심사제도에 대해 유보를 하고 PCT 조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함.
국제예비심사제도

-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한 국제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상업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예비심사제도
한국의 유보 이유

- 심사의 자주성 확보 및 심사 지연 방지

3. 정부는 1984.4.26. 대통령 재가를 거쳐 외무장관 명의의 PCT 가입서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제네바대사는 1984.5.10. WIPO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동 조약은 동 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함.
4. 외무부는 동 조약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조약은
조약 제840호로 1984.5.15.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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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출원절차의 통일 및 간소화(내국인의 국제출원 촉진)
- 특허심사 부담의 경감(국제 선행기술 조사)
- 외국인 출원에 대한 부실권리(不實權利) 설정 배제
- 특허정보의 신속하고 용이한 이용 가능(기술개발 촉진에 기여)

| 84-0899 |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4.8.13-9.5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66 / 10 / 1~321(321p)

1. 외무부는 1984.6.7. 동력자원부에 공문을 송부,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1984.3.19.~4.13.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오스트리아가 제안한‘해양광업에 있어서의 탐사·
조사 및 개발을 위한 합작기업 제안(JEFERAD안)’
은 소규모의 재정적 부담으로 심해저 탐사 및 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
청함.
1058

동력자원부는 84.7.5. 한국의 심해저개발 참여문제는 자원 확보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타당
성이 불확실하고 개발기술도 미확립되어 있으므로, 심해저개발에의 투자는 당분간 연구투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회보

2. 유엔사무국은 국제해저기구 준비위원회 제2회기 속개회의가 1984.8.13.~9.5. 제네바에서 개최된다고
회원국에 통보함(동 회의 개최에 앞서 8.8.~10. 77그룹 회의 개최). 정부는 동 회의 수석대표로 박쌍용
주제네바대사를 임명하고 다음과 같이 훈령을 시달함.
동
 회의에서 선발투자가 등록에 관한 규칙 채택문제가 중점 토의될 예정인바, 대표단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개도국의 선발투자가 자격 획득시한 연장문제에 관한 각 지역그룹의 입장을
타진할 것을 지시
개발청과 합작으로 유보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JEFERAD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개도국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

3. 동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동 회의는 선발투자가 등록절차에 관한 규칙 중 중복 광구, 기술전문가 그룹, 신청자료 비밀보장
등 미결사항을 타결한다는 목표 아래 개최
협약 서명시한(84.12.9.)이 임박했음에 비추어 활발한 막후교섭이 이루어진 결과 중복 광구 해결,
서독의 협약 참여유도, 동구권에 대한 1개 광구 추가할당, 개도국의 선발 투자가 자격획득 시한
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광범위한 양해 성사
선발투자가 등록을 위해 중복광구 해결에 관한 규정 수정이 불가피하고, 심해저개발 체제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보다 많은 선발투자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소련 등 동구그룹과
77그룹이 동조함에 따라 상기 양해 가능
1984.8.3. 제네바에서 서방선진국 간에 서명된 잠정협정은 소련 등 동구권의 불만을 초래했고
소련 등은 이에 반발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였으나, 준비위원회의 정치화를 우려한
77그룹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의안 채택에 실패

1984

4. 대표단은 제3회기에서는 선발투자가의 등록절차에 관한 규칙이 채택되고, 본 회기에서 이루어진
양해에 따라 중복광구 문제가 해결된 선발투자가의 등록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준비위원회 작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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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
위원회, 제2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4.3.17-4.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67 / 1 / 1~230(230p)

1984년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 회의 개최 관련 내용임.
1. 회의 개요
1984.3.17.~4.30.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
최상진 주자메이카대사(수석대표), 조명행 주자메이카대사관 참사관,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
서기관, 최정일 외무부 사무관 등 참석
1060

82개 정회원국, 16개 옵서버 참가

2. 주요 의제
선발투자자 등록 절차에 관한 규칙 채택
국제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육상 생산국 보호
심해저 개발청
심해저 개발 시행 세칙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 한국대표단 참가 목표
한국의 개발 참여에 대비하여 심해저 개발 시행세칙 논의과정에서 개발요건 완화를 위해 노력
유보지역 개발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

- 개도국에 대한 유보지역 참여 기회 제공 방안 수립
- 개발청과의 합작노력이 개도국에게 유리하도록 노력
중국 등 선발개도국들의 개발 동향 파악 및 공동개발 가능성 타진

4. 회의 결과
최우선 과제인 선발투자자 등록절차 문제는 중복광구 해결절차, 등록 신청서 심사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 문제, 신청서 내용 중 비밀정보 보장 등에 관한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타결에
실패하였으나, 핵심 쟁점이 확인되고 본격 논의의 시발점이 마련된 것은 성과
여타 의제들에 대해 작업계획 채택 및 1984.8월 회의 시까지 working paper 준비 합의
한국 대표단은 협약 발효 시기는 4~5년 후, 심해저 광물의 상업적 생산은 90년대 말~2000년대
초가 될 것으로 전망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67 / 2 / 1~393(393p)

1984

| 84-0901 |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
위원회, 제2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4.3.17-4.30. 전2권. V.2 회의참고자료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 회의(1984.3.17.~4.30.)에 관한
문서임.
1. 대표단 명단
주유엔대표부가 1984.6.14. 입수, 보고한 동 준비위원회 참석 각국 대표단 명단

2. 아·아 법률자문위원회(AALCC) 비망록

3. 토의자료 및 보도자료
유엔 사무국이 작성한 동 회의 토의자료와 보도 배경설명자료

4. 회의 배포문서철
유엔 사무국이 1984.3월 현재까지 작성, 배포한 관련자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AALCC가 작성, 배포한 동 회의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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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와 해양법에 관한 국제회의, 서울,
1984.7.3-6

| 84-090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67 / 3 / 1~391(391p)

1984.7.3.~6. 경남대 극동연구소, 하와이대 해양법연구소, East-West센터 환경정책연구소
공동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와 해양법에 관한 국제회의에 제출된 영문 논문임.
논문제목과 저자는 다음과 같음.
1.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aw of the Sea ; Chung Il Chee,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Law
1062

2.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d the Law of the Sea ; Choon-ho Park, Korea University
3. Reflections on the Attitude of North Korea toward Law of the Sea(UNCLOS Ⅲ Treaty) ; Jung-Gun Kim,
Yonsei University
4.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Japanese Municipal Laws ; Tadao
Kuribayashi, Keio University
5. Republic of China and the Law of the Sea ; Kuo-tsai Chao,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생산연도

1973-1984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국제협약과

MF번호

2014-67 / 4 / 1~449(449p)

1984

| 84-0903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V.1 해양오염 관련회의, 1973-78

1973~84년간 3차례의 국제회의를 거쳐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1984.10월 이에 가입한바, 본 문건은 그중 1973년 및 1978년에
개최된 국제회의에 관한 내용임.
1. 1973년 국제회의
국제해사기구(IMCO) 주관으로 1973.10.8.~11.2. 런던에서 개최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
의는 1954년 해양오염 방지협약을 전면 개정하여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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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MARPOL 73) 및 유류 이외 물질에 의한 해수 오염 시 공해에의 개입에 관한 부속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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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최종의정서를 채택

- 적용대상 선박, 해양오염 방지 증서, 선박 검사, 협약위반 시 조치, 해양오염 사건의 보고 및 중재에 관한
분쟁해결 등을 규정
최종의정서에 71개 참가국 중 62개국 서명
71개 IMCO 회원국 참가
한국에서 최경록 주영국대사, 최종익 주영국대사관 공사 등이 참가

- 북한은 초청되었으나 불참

2. 1978년 국제회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회의가 국제해사기구(IMCO) 주관으로 1978.2.6.~17.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1978.2.17. IMCO 탱커의 안전 및 오염방지 회의는 1973년 협약을 개정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Protocol 78)를 채택

- MARPOL 73 협약 발효 관련사항, 유류운반선 안전관련 권고, 의정서 용어 정의, 10년 이상 유조선의
중간 검사 시기, 구조 및 안전설비 관련 증서 유효기간, 비상조업 장치 등 규정
한국에서 주영국대사관 직원, 해운항만청 직원, 한국선급협회 이사장, 조선공업협회 대표, 선주
협회 대표 등 참가
62개 IMCO 회원국 참가

| 84-0904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V.2 국내조치, 1980-83
생산연도

1973-1984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국제협약과

MF번호

2014-67 / 5 / 1~244(244p)

1. 국제해사기구(IMO) 제1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1980.11.14. MARPOL 73 협약과 1973 선박으로부
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Protocol 78)를 통합하여 1973/78년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 73/78)을 단일협약으로 채택함.
2. 외무부는 1982.10월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동 협약이 1983년 중에 발효될 전망이며, 연안 해역의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동 협약을 수락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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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필요
가입 시 해양오염 방지검사 실시, 기준 미달선 발생 사전 방지, 협약증서 교부로 한국 선박의
원활한 국제항행 보장

3. 관계부처들은 동 협약 수락에 찬성하였으나, 해운항만청, 환경청, 내무부 등의 해양오염방지법 등
국내법 개정 작업에 진전이 없음에 따라 수락이 지연되었으며, 1983.12월 법제처는 재판관할권 제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국민에 대한 새로운 의무, 국내법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4. 외무부는 1983.12월 동 협약의 유보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운항만청에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현황 및 계획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 규모
등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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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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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4.10.13. 전3권. V.3 국내조치, 1984

1. 외무부는 1983년 말~84년 초 여타 가입국의 선례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협약이행에 따르는
오염방지 시설 설치와 관련한 재정적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73/78년 해양오염 방지협약의 다음 일부
부속서의 적용을 유보하기로 함.
부속서 Ⅲ(포장된 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부속서 Ⅳ(선박으로부터의 하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부속서 Ⅴ(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1065

협약가입서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7.23.)을 거쳐 1984.10.23. 한국에 대하여 발효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동 협약은 1984.6.14.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6.22.), 국회의 가입동의(7.10.), 외무장관 명의의

아르헨티나·칠레 간의 Beagle Channel
[비글해협] 분쟁, 19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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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 해협 내 경계선 획정 및 동 해역 3개 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의
분쟁은 1980.12월 및 1982.12월 교황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된 결과 1984.10월
양국 간 평화우호 조약 체결로 타결됨.
1. 쟁점
비글 해협에 위치한 Picton, Lonox, Nuena 3개 도서 및 주변 군도의 영유권
1066

- 3개 도서는 암반으로 구성된 무인도로서 경제적 가치는 없으나 대서양과 태평양의 분기점에 위치하여
남극대륙 진출의 전진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 보유
상기 수역의 영해 경계 획정 문제
마젤란 해협의 양국 국경(태평양-칠레, 대서양-아르헨티나의 권리를 인정하는 소위 양대양
분리원칙 문제) 및 항해권 문제

2. 협상 과정
1978년부터 양국 간 긴장고조로 양국이 교황청에 중재를 요청한 이후, 1980.12.12. 교황은 평화
구역 설정, 3개 도서에 대한 칠레 영유권 인정 대신 3개 도서의 일부 해변에 대한 아르헨티나
소유권 인정 등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아르헨티나의 거부로 타결 실패
1982.12월 교황청의 중재로 3자간 회담이 재개되고 아르헨티나의 민정이양 이후 회담이 급진전
되었으며, 1983.1월 양국 외상은 평화 및 우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1984.10월 양국 외상은 교황청에서 평화우호 조약에 서명

3. 평화우호조약 요지
3개 도서 포함, 비글 해협과 케이프 혼 사이의 군도는 칠레 영토로 하고 인근 3마일 내 수역을
칠레의 영토로 인정
마젤란 해협의 양국 국경은 양대양 분리원칙에 의해 획정
조약은 남극에 관한 각 당사국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
아르헨티나 선박의 태평양 측 항로 항해에 관한 사항 등

4. 의의
100년 만의 국경분쟁 해결
교황이 국경분쟁에 개입하여 성공한 최초의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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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아르헨티나·영국 간의 Falkland(Malvinas)
군도 영유권 분쟁, 1983-84

1. 대처 영국 수상은 1983.1월 포클랜드(말비나스)를 방문하고 주민들에게 포클랜드 방위 의지를 천명하
였으며, 아르헨티나 및 중남미 비동맹 국가들은 동 방문을 식민주의적 발상이며 영-알 간 분쟁해결을
곤란케 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2. 포 클랜드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Franks 위원회(영국 여·야당 전직 각료 등 6명)는
1983.1.18. 보고서를 발표하고 영국 정부의 사태 예측이나 사전 방지는 불가능하였으며, 아르헨티나

3.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말비나스) 재침공을 도모한다는 1983.1월 언론보도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
는 이를 부인함.
4. 유엔 총회 본회의는 1983.11월 중남미 20개국이 공동제안한 말비나스(포클랜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
주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양국의 교섭 재개 요청
유엔 사무총장의 알선 요청

5. Alfonsin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984.2월 양국 간 협상의 출발점으로 유엔평화군 설치를 주장하였으며,
영국 외상은 이를 거부함.
6. 스위스 정부의 중재로 1984.7월 베른에서 개최된 양국 간 회담은 영국의 포클랜드 주권 문제에 대한
토의 거부로 결렬됨.
7. 유엔 총회 본회의는 1984.10월 중남미 20개국이 공동제안한 말비나스(포클랜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내용은 83년 결의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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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공과 관련하여 현 정부를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함.

미국·캐나다 해양경계(Georges Bank)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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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간 George Banks를 중심으로 한 Maine 만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1981년 서울
법대 이상면 교수의 논문 및 1984년 ICJ 판결에 관한 내용임.
1. 서울법대 이상면 교수는 1981.7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미국·캐나다 간 Maine 만 대륙붕 및 어업수역에
관한 경계 분쟁에 대한 공정한 해결방안 제하의 논문을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에 게재함.
양국은 ICJ 또는 중재재판에 회부하기로 하였는데, ICJ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
1068

미국의 주장대로 대륙붕과 수역의 단일한 경계를 획정할 경우 자연적 연장설은 절대적인 것이
못 되고 국제관행에도 위배되며 North Channel에서 대륙붕까지 자연적 연장설 고집은 무리
캐나다의 등거리선 주장은 Maine 북부 모서리 지역에는 합리적이나 Maine 만 중앙 및 외곽지
역에는 비례의 원칙 및 해안선의 길이 비율에 비추어 부당
양측의 주장에 모순이 있으며 법원이 해결방법을 모색
양측이 단일 방법으로 경계를 획정하려 한 것이 분쟁 장기화의 요인이며,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바, Maine 만 북부 모서리부터 중앙까지만 등거리선, 중앙이원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

2. ICJ는 1984.10.12. Maine 만 해양경계 획정 건에 대해 판결함.
재판부는 경계선 자체를 획정하였으며, 경계획정이 대륙붕뿐 아니라 배타적 어업 수역까지 대상
적용법규로 58년 대륙붕 협약 6조 1항 및 2항, 82년 해양법협약의 일부를 지목
공정한 경계획정의 기준·방법은 실정 국제법에서 찾아야 하며 58년 협약 제6조(대향해안은
중간선, 접속해안은 등거리선)를 검토
경계획정 기준은 대륙붕 및 어업수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채택하고 획정 방법은
지형을 고려한 기하학적 방법을 채택
Maine 만 북부 모서리 지역의 경계선을, 제1단계 지역에는 등거리 방식을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하되 수반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획정하고, 제2단계, 제3단계 지역은 방법을 달리하여 획정
(구체 방식 생략)
분쟁해결 지역 내 양국의 어업 및 석유개발 활동 규모를 경계획정의 공정한 기준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주민의 생활에 재앙을 초래할 정도로 불공정한 경계획정인지는 검증을 요하지만, 특히
제3단계 부분에 관한 결정에 이러한 위험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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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페루·에콰도르간의 국경분쟁, 1982-84

페루-에콰도르 간 Condor 산맥지대를 둘러싼 국경분쟁 및 긴장상태에 관한 1982~84년 주페
루대사관 및 주에콰도르대사관의 정세보고 내용임.
1. 에콰도르 대통령은 1982.2월 리오 의정서 40주년을 맞아 국민투표를 통한 에콰도르의 기본입장 재정
립 의사를 밝혔으며 야당은 이를 매국행위라고 비난함. 페루 정부는 리오 의정서 준수가 국경분쟁의
종식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함.
양국 간에 서명된 리오 의정서에 의해 국경선의 95%는 해결
양국 간에는 리오 의정서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Condor 산맥지대 78Km를 둘러싸고 수시로
분쟁이 발생

2. 1983.1.20. Pastaza 강 부근에서 양국 순찰대 간 총격전, 4.6. 에콰도르 병사의 페루 국경 침범,
1984.1.15. 에콰도르군의 페루 전방초소 공격 등의 국경 충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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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콰도르 국경문제는 1942.1.29.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4개국의 보장에 의해

이란·이라크 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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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란·이라크전 등 걸프(페르시아) 만 사태와 관련한 재외공관의 정세보고 및 외무부의
정세분석 내용임.
1. 이라크 및 쿠웨이트 외상은 1984.5.21. 아랍연맹 7개국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여 대이란
원유 도입량 감축 및 이라크 공격 중지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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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의 중동사태 관련 정세 분석 및 대통령 앞 보고
페르시아 만 사태분석(1984.5.19.)

- 이라크의 이란행 선박에 대한 공격 강화에 대해 5.11. 이란 대통령은 페르시아 만에서의 확전 불사
결의를 표명
- 이란 측의 보복으로 5월 중순 쿠웨이트 유조선, 사우디 유조선이 미사일에 피격
- 페르시아 만에서 이·이 양국 대결 고조 가능
-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원유수송 중단의 경우, 공중엄호 등 강대국 개입 가능성 상존
- 걸프지역 국가로부터의 원유도입이 한국 원유도입 총 계약고의 62.7%에 이르므로 국내경제 및 아랍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긴밀히 대처 예정
걸프 만 정세분석(1984.5.23. 5.26. 및 5.31.)

- 유엔 안보리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마련 전망 희박
- 양측의 선박 공격으로 긴박한 상황 전개
- 국내 원유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분쟁 지역 내 한국 선박운항 일정을 관할 공관에
알려 비상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 걸프 만 내 운항 중인 호남정유 유조선의 안전항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대처
이란·이라크전 정세 및 대책(1984.6.7. 및 6.9.)

- 양국의 주요도시 공격으로 대규모 결전 가능성이 확대
- 사태 악화에 대비, 걸프 만 내 한국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공격대상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
-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한국 근로자의 안전대책을 재점검
- 이란의 제한수역 선포와 관련 한국 선박이 이란군의 검문·검색에 순응하도록 지시
이란·이라크전 및 걸프 만 정세(1984.6.12.)

- 이란·이라크 양국은 유엔 사무총장의 제의에 따라 6.12. 상호 공격 중지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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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태국·라오스간의 국경분쟁, 1984

1984년 태국-라오스 간 양국 국경지대 Paklay 지역의 3개 촌락을 둘러싼 국경분쟁에 관한
내용임.
1. 태국 정부는 1984.6월 한국을 포함 주변 국가들에게 라오스와의 국경분쟁과 관련한 지지를 요청함.
1984.3~6월 태국 정부의 국경지대 도로건설을 라오스군이 방해하면서 발생한 3차례의 무력
충돌은 베트남의 사주를 받은 라오스의 적대행위
태국은 국경분쟁을 제3국 개입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

라오스 국경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 태국의 입장을 옹호함.
3. 양국 외상 간에 3개 촌락을 둘러싼 국경회담이 1984.8월 개최되었으나 결렬됨.
라오스는 촌락의 역사, 행정기록, 태국·프랑스 국경조약(1893년 및 1907년)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태국은 태국·프랑스 국경조약 및 현대적 지도를 근거로 반박

4. 태국 외상은 1984.10.2.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3개 촌락에서 태국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으나
라오스 측은 철수 결정은 근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긴급 안보리 소집을 요구함.
10.9. 안보리 긴급회의는 양측 간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 개최 여부는
이사국의 협의를 거쳐 결정 필요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싱가포르 정부는 1984.6월 하노이가 캄보디아 점령 문제로부터 국제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태국·

1071

미국·니카라과 분쟁 ICJ(국제사법재판소)
잠정적 조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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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니카라과는 1984.4.9. 미국의 니카라과 항구 기뢰부설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을 ICJ에 제소하고 ICJ에
잠정적 조치를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ICJ는 1984.5.10.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함.
잠정적 조치를 지시하는 현 단계에서는 1929년 및 1946년 양국의 관할권 관련 선언이 일견
(prima facie) 관할권 성립의 근거를 제공

- 관할권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양국의 관할권 관련 선언을 검토한 후 내릴 예정
분쟁이 정치적 문제라는 이유로 본질적 법적 문제의 취급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
1072

잠정적 조치의 내용

- 미국은 니카라과 항구 봉쇄 즉시 중지
- 니카라과의 주권 정치적 독립 존중
- 양국은 분쟁 악화 또는 연장 조치 삼가

2. ICJ는 강제관할권 성립 여부에 관해 1984.10월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11.26. 관할권을 인정하고 동 소송을 접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84-091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4-68 / 7 / 1~90(90p)

1984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 회의,
제186-190차. New Delhi, 1984

1. 주인도대사는 뉴델리에서 1983.12.21. 개최된 제186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회의
(1983.12.21.) 요록을 외무부에 송부함.
1984년도 예산안 검토 및 표결, AALCC 24차 회의 관련문제 및 회기간 회의계획, 정관개정을
위한 연락관회의 특별회의일자 등에 대해 논의
사무총장은 사무국이 작성한 1984년도 예산안 설명 후 1984.2월 개최 예정인 연락관회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
제24차 회의는 1984년 중 필리핀에서 개최 예정

- 정관 수정을 위한 특별 연락관회의(1984.1.5.~7. 사무국)
- 투자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전문가회의(1984.1.30.~2.1. 뉴델리)
- 해양 환경에 관한 전문가회의(1984.3월, 인도네시아)
- UNCITRAL 공동으로 중재에 관한 합동세미나(1984.3.12.~14. 뉴델리)

2. 주인도대사가 외무부에 송부한 제187~189차 연락관회의 요록이 첨부되어 있음.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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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래 전문가회의를 개최키로 결정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전문가회의.
New Delhi, 1984.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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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CC 투자보장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1984.1.30.~2.1. 인도 New Delhi에서 개최되어 역내
투자보호 및 증진에 관한 모델 협정을 검토·심의함.
1. 회의 대표
주인도대사관 김재섭 참사관 참석
24개 회원국 참가(북한 불참)
1074

2. 주요 회의결과
역내 국가 간의 상호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투자보호 및 증진에 관한 3개의 모델 협정안을 심의·검토
한국은 투자국의 이익이 가장 잘 반영된 모델 협정안 A를 기초로 국익에 접근한 협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
회의 결과, 3개 협정안의 일부 조항(투자의 정의, 투자 촉진 및 장려, 분쟁해결, 유효기간, 내국민
대우, 자본 및 수익의 회수, 비상사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수정하고 3개의 모델
협정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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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계약
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3-8차, 1982-84

1982~84년 개최된 UNCITRAL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3~5, 7~8차 회의에 관한 내
용임.
1. 제3차 회의(1982.2.16.~26. 뉴욕)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수석대표), 김연권 외무부 사무관 참석
국제 상사중재에 관한 표준법의 초안 작성의 준비 과정으로 표준법의 적용범위 등 국제 상사중재
관련 전반적 문제를 개괄적으로 토의
두되 필요한 경우 강행규정을 두기로 합의

2. 제4차 회의(1982.10.4.~15. 비엔나)
박동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참석
제3차 회의 결과에 의거 준비한 국제 상사중재에 관한 표준법의 잠정초안에 관해 논의

3. 제5차 회의(1983.2.22.~3.4. 뉴욕)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수석대표), 이윤 외무부 사무관 참석
사무국에서 준비한 working paper를 중심으로 표준법 초안에 관한 조문별 축조심의

4. 제7차 회의(1984.2.6.~17. 뉴욕)
김세택 외무부 조약심의관(수석대표),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설경훈 외무부 사무관 참석
합의 사항

- 중재 합의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중재 회부 명령 불가
- 중재법정의 구성과 관련, 당사자들이 공동 임명한 중재인도 기피 대상
- 법원의 관할권을 동시에 인정한 조항은 중재절차의 지연 및 방해공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삭제

5. 제8차 회의(1984.12.3.~13. 비엔나)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참사관, 이준희 외무부 사무관, 박상길 법무부 검사 참석
국제운송 운송터미널 업자의 책임에 관한 통일 규칙을 검토

- 통일 규칙의 실질내용 확인 후 통일 규칙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공감
- 통일 규칙의 적용범위, 증서의 발행, 책임의 기준, 물품인도 지연의 책임, 물품의 멸실·훼손 등 책임의
한도,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물품담보권 등 통일규칙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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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 결여에 대비한 보완규정을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신국제경제
질서 실무위원회, 제3-6차,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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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84년 UNCITRAL 신국제경제질서 실무위원회 제3, 5, 6차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3차 회의(1982.7.12.~23. 뉴욕)
송영오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김순규 외무부 사무관, 조성복 재부부 사무관, 박병규 수출입
은행 차장 참석
대단위 산업설비의 공급 및 건설 계약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논의
1076

- 준거법 지정문제, 타당성 조사, 계약 형성, 계약 변경, 가격 변경, 분쟁 해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법적 지침의 초안 작성을 사무국에 의뢰

2. 제5차 회의(1984.1.23.~2.3. 뉴욕)
박수길 주유엔대표부 공사,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설경훈 외무부 사무관, 형대우
한국수출입은행 조사역 참석
계약의 변경, 법적 지침의 체제, 양도, 공사의 연기, 계약의 종료, 검사와 시험,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적 지침에 대해 논의

3. 제6차 회의(1984.9.10.~21. 비엔나)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참사관, 이준희 외무부 사무관, 최성룡 수출입은행 차장 참석
공사의 범위 및 품질, 완공 검수 및 인수, 순실 위험의 배분, 손해배상, 약정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보험, 하도급, 이행보증 등에 관한 법적 지침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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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6-17차, 1983-84

1983~84년 UNCITRAL 제16~17차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16차 UNCITRAL 회의(1983.5.16.~6.3. 비엔나)
김세택 외무부 조약심의관(수석대표),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1등서기관, 김순규 외무부 사무관 참석
주요 의제

주요 회의결과

- 예정 손해 배상액 및 위약금 조항 통일규칙에 대해 규칙의 형태를 제외한 통일규칙의 최종안을 확정
(규칙의 형태는 유엔총회 제6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
- 국제 상사중재에 관한 표준법의 신속한 성안이 개도국 및 선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됨을 확인
- 국제 지불수단 관련 국제환 어음 및 약속어음 협약초안 및 국제 수표협약 초안을 차기 회의에서 집중
토의하기로 합의
-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추진 중인 1974년 Documentary Credits에 대한 통일 관행 지침 개정작업을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

2. 제17차 UNCITRAL 회의(1984.6.25.~7.13. 뉴욕)
이시영 주유엔대표부 공사(수석대표), 이준희 외무부 사무관, 이두형 재무부 사무관, 박상길
법무부 검사, 김광영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장, 나정도 외환은행 과장 참석
주요 의제

- 국제 상사 중재
- 국제 유통 수단
- 전자식 자금 이체
- 운송터미널 업자의 책임
- 신국제경제질서 등
주요 회의결과

- 국제 유통 수단 관련, 국제어음 및 수표 협약안 제정 여부 및 관련 조항에 대해 5일간 집중 논의(국제
어음 협약안 검토 후 수표 협약안 검토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
- 1983년 신용장 통일 규칙의 국제적 활용을 권고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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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계약 관습
- 국제 지불 수단
- 국제 상사 중재
- 신국제경제질서 분야 중 대규모 산업설비 계약 통일 약관 등

- 대단위 산업설비 공급 및 건설계약의 법적 지침 작성을 촉진키 위해 실무위를 연 2회 개최
- 국제상품 매매기한에 관한 협약 및 해상화물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에 대한 조속한 비준을 촉구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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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심해저 개발 참여에 관한 각국의 입장,
1981-84

1981~84년 심해저 개발 참여에 관한 각국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선진 4개국 간 잠정약정에 관한 협정(상호국 협정)
유엔해양법 회의 종결 후 해양법 협약 심해저 개발 협정의 채택 여부와 발효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개 국가는 1982.2.29. 심해저 광물자원과 관련한 잠정
약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
심해저 개발과 관련한 국내입법 절차를 완료한 4개국은 국내 업계의 요구에 따라 민간기업의
시 정부 간 협의 등을 협정에 규정

- 국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경우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개방

2. 여타국 동향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국내입법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은 상호국 협정에 가입을 검토하고
심해자원 개발주식회사를 설립
1981.3.1. 독일과 인도는 심해저 기술원조 협정을 체결
1983.2월 일본 닛케이 신문은 해양법 협약 서명국 118개국이 1983.3.15. 심해저 자원의 광구
조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협약에 입각한 광구 조정을 시작할 것이며, 일본, 캐나다 등
협약 서명국은 협약 반대파인 미국, 영국, 독일 등에 간접적이라도 조정에 참가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라고 보도
1983.4월 개도국에 대한 선발투자자(pioneer investor) 자격 부여에 관한 유엔 결의와 관련,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은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투자자 자격 획득에 소극적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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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개발 투자에 대한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개발허가 신청, 광구 중복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방안,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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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4월 신해양법 채택 이후 1983~84년 한국 정부가 심해저 개발참여 여부 및 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과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임.
1. 과학기술처 및 동력자원부는 1983.3.22.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와 관련, 기존
국제 컨소시엄 참여, 유보지역 개발참여 방안보다는 공해상 단독광구 개발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정부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1080

이에 대해 외무부는 9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재원 소요, 관련 기술 국외수입 필요성 등에 비추
어 경제성과 개발 제약요소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2. 한국 정부가 신해양법에 1983.3.14. 서명한 후, 심해저 개발참여 방안에 관한 검토가 강화되었으며,
동력자원부는 한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 심해저 탐사 및 개발에 기 투자를 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선발투자자(pioneer investor) 자격을 획득하여 공해상 단독광구 개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립
3.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에서 1983.7.1. 과학기술처는 심해저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비 지출이 어려우므로
동력자원부에서 담당해 줄 것을 희망
4. 외무부는 1983.7.14. 관계부처에 대해 한국의 광구설정 가능성 불투명, 생산 시까지 약 14억 달러의
투자를 요하는 사업의 경제성 담보 가능성 희박, 경제성 있는 탐사활동 수행 불가능, 타국의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선발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유보지역 개발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
Clarion-Clipperon 구역(220만 평방 km)에 선발투자자 경합이 치열하고, 기술이전, 광구 신청료,
조광료 등 선발투자자 부담 과중
한국에 필요한 구리는 심해저 생산이 국내수요의 1.12% 수준이며, 니켈은 60%, 코발트는 96%
수출
미국도 신해양법에 반대

| 84-0920 |

생산연도

1977-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동구과

MF번호

2014-69 / 4 / 1~110(110p)

1984

마산시 소재 구 러시아인 명의 토지(국유지)
처리문제, 1977-84. 전2권. V.1 1977

1. 재무부는 1977.5월 마산시 반월동 및 월령동 등에 산재하는 구 러시아 조차지의 법적 지위에 관해
경남매일신문의 질의를 받고 이에 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1977.10월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함.
해당 토지는 1900.3.30. 마산항(栗九味)에 구 러시아 함대 및 병원기지를 조여하는 협약 및
1900.6.4. 마산항(栗九味) 호약(互約)에 따라 구 러시아에 조여된 것으로 국제법상 조차지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
구 러시아는 1903.1.5. 군대철수 이후에도 한국인에게 소작을 주는 등 호약상 조차목적에 위배

1081

되는 행위를 했으므로 한국이 1904.5.18. 폐기칙신서를 통해 호약을 폐기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며,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주권 회복 이후 한국은 동 토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내법에 따라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

2. 내무부는 1983.5.13. 1982년 말 구 러시아 조차지에서 국유화된 마산시 반월동 및 월령동 일부 지역에
대한 국유지 임대료 재조정 및 불하에 관한 진정서를 외무부에 이송함.

마산시 소재 구 러시아인 명의 토지(국유지)
처리문제, 1977-84. 전2권. V.2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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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2.12.2. 구 러시아 영사관 부지(마산시 월령동 소재 총 4,191평)는 국제법상 일국이 타국
에서 소유하던 재산의 소유권은 그 국가를 승계하는 국가에 이전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그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을 통보하고 동 부지의 보존 및 유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내무
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83.5.27. 아래 사항에 대해 회보해 줄 것을 재무부에 공문을 통해 요청함.
1082

문제의 토지가 1899.10월 대한제국 외무대신과 외국사신 간 체결된 마산포 각국 조계도상 각국
공동조계 지역에 속하는지 여부
러시아국 법인 및 민간인의 문제 토지소유권 취득경위, 동 토지 매도인 및 파악 가능한 경우
계약서 내용

3. 재무부는 1983.8.19. 문제의 토지는 마산포 각국 조계도상 각국 공동조계 지역에도, 1900.3.30. 및
6.4. 대한제국과 러시아국 간 체결된 협약 및 호약에 의한 러시아국 조차지에도 속하지 않음을 알려
오면서, 동 재산 처분에 관한 외무부의 견해를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함.
1983.10.6. 외무부는 문제의 토지는 1982.5.26. 재무부에 의해 국유화 조치된 이상 앞으로 동
토지에 관한 권리다툼이 있을 경우, 보상에 의한 해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재무부에
회보하고, 아울러 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구 러시아인의 동토지 소유권 취득경위 등에 관한
자료가 규명되어야 할 것임을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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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소련인 Matuzok 판문점 월경.망명 사건,
1984. 전2권. V.2 신문기사

1984.11.23. 소련인 Matuzok 판문점 월경 망명사건과 관련한 사진 및 언론보도 기사 내용인바,
주요 보도 제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한국일보 1984.11.24.

- 판문점서 소련인 1명 망명, 북한군 월경 총격…아군 응사
- 북한병 2명 사망·둘 부상, 군군 1명 전사·유엔군 1명 부상
- 22세 관광안내원…미로 망명할 듯, 미대사관 조사 중

- Defector stirs DMZ gunfight
- U.S. Serviceman Wounded When Soviet Student Bolts Across Border in Worst Clash Since 1976
Los Angeles Times 1984.11.24.

- 3 Die Gunfight After Defector Flees N.Korea
아사히신문 1984.11.25.

- 남북대화에 영향을 주지 않다, 총격사건으로 한국 판단
- 완화의 흐름, 불변, 처리는 국련기관에
- 대화계속을 희망, 한국대변인
조선일보 1984.11.27.

- 판문점 망명 2년 전부터 계획, 소 청년, 체제 회의…자유세계 동경
도쿄신문 1984.11.27.

- 판문점 사건, 남북대화에 영향회피
- 북, 휴전위에서 한국 지적하지 않고 미군 비난으로 일관
The New York Times 1984.12.2.

- Looking Over the Shoulder of North and South Korea, Shooting on the DMZ Stalled Talks on
Economic Cooperation Last Week
TIME 1984.12.10.

- THE KOREANS A New Chill Sets in, Pyongyang suspends talks after shoot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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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 Tribune 198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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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프랑스 문화원(Alliance Francaise :
알리앙스 프랑세즈) 휴소 처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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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3월 문교부의 주한 프랑스 문화원(Alliance Française: 알리앙스 프랑세즈)에 대한
휴소 처분과 관련한 정부 내 관계부처 및 프랑스 정부와의 협의에 관한 내용임.
1. 문교부는 1984.3.22. 사설강습소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주한 프랑스 문화원(Alliance Française)에
대해 1984.4.1.부터 1개월 휴소를 명하는 행정조치를 내림.
정원 초과(허가정원 274명, 수강생 1,500여 명)
1084

무자격 외국인 강사 채용
수강료 과다 징수

2. 이에 대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1965.12.28. 한·프랑스 문화협정 제4조에 따른
문화기관인 점, 양국 간 문화협력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행정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1984.3.24. 외무부는 문교부에 행정조치 철회 또는 완화를 요청함.
3. 문교부는 1984.3.26.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요청 및 양국관계를 고려, 휴소 조치를 1984.5.1.부터 연기
시행토록 특별 배려하되, 1984.6.1.부터 500여 명의 수강생으로 운영 계속하도록 조치함.
4.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4.4월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사설 강습소로 등록한 1964.12.31. 서울시 중부교
육구청에의 등록사항을 철회하고 문화협정상의 문화기관으로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외무부에 표시함.
5. 이후 양국 정부는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법적지위 현실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알리앙스 프랑세즈 측의 의견 불일치 및 양국 정부
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사설학원으로 남되 정원만 현실화하는 방안
수강생 제한이 덜한 강남으로 이전, 운영하는 방안
문화협정상 문화기관으로의 지위를 일단 변경한 후 양국 간 운영방식을 협의하는 방안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독자적인 언어강습 문화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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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벨기에 [문화]혼성위원회, 제1차.
Brussels, 1984.9.17-20. 전2권. V.1 기본문서

1979~85년 간 한·벨기에 혼성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임.
1. 한·벨기에 양국 정부는 1980.3.21. 서명되고 1982.10.13. 발효한 양국 간 문화협정 제5조에 따라
제1차 혼성위원회를 1984.9.17.~20. 브뤼셀에서 개최함.
2. 참석자 및 주요 의제
참석
Vercautern 벨기에 외무성 문화국장, 화란어 및 불어지역 대표 수명 참석
주요 의제

- 벨기에 내 한국학 진흥
- 양국 고등교육 기관 간 교류
-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
- KBS-BRT 간 방송협력
- 양국 문화 소개
- 체육 교류 및 협력
-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유사한 벨기에 측 기관 간 학문협력
- 전문가 양성 및 훈련생 교환 장학금 제공, 예술문화 전시회 등

3. 합의의사록(영문 및 국문)
대학 간 협력 장려를 위해 양측은 3개월간 연구장학생 3명 교환
양측은 상대국 학생 및 학자에게 장학금 지급
문화, 관광, 체육 교류 활성화 합의
보건사회 전문가 2명 상호 교류

4. 벨기에의 지정학적 특성상 벨기에 측은 양대 언어권 대표가 회의 대표권 및 서명권을 각각 행사하였
으며, 회의 결과 채택된 문화협정에 따른 문화교류 계획서도 양대 언어로 별도로 작성되고 지역특성에
따라 내용도 약간의 차이를 보임.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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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만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수석대표), 김왕희 주벨기에 참사관, 조성장 주벨기에 공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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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문화]혼성위원회, 제1차.
Brussels, 1984.9.17-20. 전2권. V.2 회의자료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79-1985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4-71 / 6 / 1~199(199p)

1984.9.17.~20.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벨기에 혼성위원회 회의 준비자료 및 기관별 후속조치
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준비 자료
혼성위 회의자료
출판 및 정보 교류 협력
1086

방송협력협정
관광협력
스포츠 교류
건강·보건 분야 협력

2. 회의 결과 후속조치
회의결과 통보 및 부처, 기관별 후속조치 현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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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4-71 / 7 / 1~180(180p)

1984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 제3차. New Delhi
(인도) 1983.12.29-31. 전2권. V.1 기본문서

1. Ghose 주한 인도대사는 1983.7.7.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면담 시 아래 사항을 제의함.
제3차 한·인도 공동위원회의 금년 중 개최
문화교류 계획안의 수정 제의

- 학생 교환 계획
- 소규모 민속무용단 교환
- 양국 간 문화, 친선단체 활동지원 등

문화국장이 임명됨.
3. 외무부는 1984.1.4. 제3차 한·인도 문화공동위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교육 분야

- 인사교류, 자료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 문화기관 간 상호공조협정 체결 장려
- 전문분야 연구 및 강연을 위한 학자 상호 교환
- 문학, 문화, 교육, 과학 자료 및 출판물 교환
예술 및 문화 분야

- 인도 측의 ’
84, ’
86 서울 국제 민속축제 참가
- 한국 측은 인도 타악기 축제 참가
- 도자기, 현대. 고전미술, 공예, 사진 등 교환 전시
스포츠 및 경기 분야 선수단, 참고자료 상호 교환
정보 및 매스미디어 분야 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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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1983.12.29.~31. 뉴델리)의 한국 측 수석대표로 주동운 외무부 정보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 제3차. New Delhi
(인도) 1983.12.29-31. 전2권. V.2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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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화과

MF번호

2014-71 / 8 / 1~105(105p)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 후속조치에 의한 1985.7월~1986.2월 양국 문화교류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전시회 개최 및 참가
김홍석 화백 초대 전시전(1985.7.1.~13. 뉴델리)
Korean youth and Sports Exhibition(1985.10.28.~11.3. 뉴델리)
1088

한국 불교 미술전 개최(1985.12.22.~31.)
인도 국제영화제 참가(1986.1.10.~24.)‘살풀이’
와‘땡볕’출품
제7차 뉴델리 세계 서적 전시회 참가(1986.2.7.~17.)
제6회 인도 트리엔날레 참가(1986.2.22.~3.21.)

2. 인적교류
서울대 최홍기 교수(1986.1.23.~2.5.)
연세대 전일동 교수(1986.1.18.~29.)
B. Reddy 교수(1985.4.16.~29.)
G. K. Johri 교수(1985.1.10.~25.)

3. 중요 문화교류
제10회 인도 국제영화제(1985.1.3.~17.)‘불새의 늪’출품
국제 Drum 페스티발(1985.2.14.~18. 뉴델리)
세계 시문학 축제(1985.3.1.~7. Bhopoal 시), 김양식 타골 문학회장 참석
제6회 OANA 총회(1985.3.26.~30. 뉴델리), 정종식 연합통신사장 참석

4. 한국학 보급
네루 대학 한국어 학과에 동국대 정병조 교수 파견

5. 언론인 방한초청(문공부)
Times of India 경제담당 편집 부국장(4.28.~5.4.)
Hindustan Times 편집국장(5.12.~18.)

6. 체육 교류
1985~1986년 하키코치 인도 연수 2명(훈련비, 체재비 인도 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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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71 / 9 / 1~322(322p)

1984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 협의, 제2차. 동경,
1984.12.14

제2차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 협의가 1984.12.14. 도쿄에서 개최되어 1985년도 문화교류
행사를 협의하고 제1차 회의 후속조치의 실적을 검토함.
1. 참석대표
이승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수석대표), 안상술 주일대사관 교육관, 김석우 외무부 동북아1과장,
김시복 문교부 공보관 등 참석
하다노 요시오 외무성 외무보도관(수석대표), 아라키 다다오 외무성 문화교류부장, 마쓰이 아키라

2. 주요 협의사항
한국 측 제의 행사

- 청소년, 문예인, 지식인 교류, 조선통신사 자료전시, 체육팀 상호 방문계획 등
일본 측 제의 행사

- 청소년 및 언론 지도층 교류, 국비유학생 및 연구원 초청, 각종 사진 및 미술품 전시 계획, 체육 교류 등
양측은 상기 행사의 실현을 위해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교류 및 지식인 교류에 중
점을 두자는 한국 측 입장에 일측도 동의
금후의 과제

- 한국 측은 한·일 문화교류 합동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일본은 소극적 반응), 일본인 보유 한국문화
재의 반환, 한·일 고대사 공동연구에 대한 일본 측의 협력을 요청
- 일본 측은 일본 극영화의 상영 및 한국 개최 국제가요제에서의 일본어 가창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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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문화1과장 등 참석

한·영국 상설 혼성위원회, 제1차. 서울,
1984.2.2-3.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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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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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4-71 / 10 / 1~156(156p)

한·영국 상설 혼성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84.2.2.~3. 서울에서 개최됨.
1. 1983.6월 주한 영국대사관은 한·영 문화협정(1982.7. 발효) 제14조에 의거, 제1차 한·영 상설 혼성
위원회를 1983.11.28.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외무부에 제의
영국 측 수석대표는 1983.4월 British Council을 문화협정 집행기관으로 지정한 영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British Council 인사가 담당
1090

양측의 외교일정을 감안, 개최 일자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1984.2.2.~3. 서울 개최에 합의

2. 회의 대표
주동운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수석대표), 김용집 외무부 정보문화국 심의관, 박태희 외무부 홍보
문화과장, 이해관 문공부 진흥과장 등 참석
John Lawrence British Council 아·태지역 담당 부책임자, Healey 셰필드 대학 한국학 교수 등
참석

3. 주요 의제
문화·예술 교류

- 인사 교류, KBS-BBC 간 방송협력
영국 내 한국학 진흥
한국 내 영어 진흥
체육 분야 교류

- 양국 올림픽 위원회 간 체육교류 활성화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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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4-71 / 11 / 1~213(213p)

1984

한·영국 상설 혼성위원회, 제1차. 서울,
1984.2.2-3. 전2권. V.2 회의자료

1984.2.2.~3.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영국 상설 혼성위원회의 회의자료(국·영문)임.
1. 제1차 한·영 상설 혼성위원회 회의자료(외무부 정보문화국)
2. 교육과학부 보고(영문)

4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Kingdom(영문)
5. 한·영 상설혼성위원회 제1차 회의
6. 기본훈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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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itish Council English Language Teaching Center(영문)

한·미국 문화교류위원회, 제2차. 서울,
1984.12.5-6.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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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북미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4-72 / 1 / 1~389(389p)

1. 미국 국제교류처는 1984.5월 양국 간 교환각서(1981.4.17.)에 의거 설치된 한·미 문화교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Wicks 국제교류처장의 방한 시기 및 동인의 위원회
회의 주재 가능성과 관련한 양국 간 조율을 거쳐 1984.12.5.~6.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2.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음.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수석대표), 이승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조규향 문교부 교직국제국장,
1092

김광식 문공부 문화예술국장 등 참석
Robert Nevitt 미국 공보처 아·태지역 담당국장, Donald Senese 교육개발진흥청 교육차관보
등 참석

3.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미국 내 한국학
한국 내 미국학
교육 및 청소년 교류
영어 및 한국어 교류
문화·예술 교류

4.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미국학 및 한국학 연구를 양국 정부 및 민간단체가 양국 내 대학 및 학술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
미국 측은 미국이 선진제국과 실시하고 있는 국제청소년교류 계획에 한국이 참여토록 요청하였
으며, 미국 측의 세부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한국 측도 참여 동의
미국 측은 한국 내의 영어교육을 위해 교육전문가 또는 교과과정 자문관 파견 약속
미국 측은 미국 학생들을 위한 고급과정 한국어 센터의 한국 내 건립 제의(미국 측이 재정지원
및 교육과정 전담) 및 한국 측 검토 약속
문화예술교류 강화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한국 측의 국내법 개정 등 협의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소개 필름을 미국 내 텔레비전 방영 협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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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 / 2 / 1~118(118p)

1984

한·미국 문화교류위원회, 제2차. 서울,
1984.12.5-6. 전2권. V.2 회의자료

1984.12.5.~6.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문화교류위원회 회의 자료임.
1. 한·미 문화교류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외무부 정보문화국)
2. Support for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Reference Materials)

4. 한·미국 간 체육교류 실적 및 계획
5. 문화·예술 교류 자료
6. 한·미 문화 교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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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교류 참고자료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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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말레이시아, 캐나다, 독일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내용임.
1. 영천시-일본 구로이시 시 자매결연
1984.8.17. 경상북도 영천시는 일본 구로이시 시와 자매결연

2. 춘성군-쪼구마 군 자매결연
1094

1984.4.25. 외무부는 강원도 춘성군과 일본 나가노 현 쪼구마(東筑摩) 군 간의 자매결연에 이견
없다고 통보

3. 목포시-벳푸 시 자매결연
1984.7.11. 외무부는 전라남도 목포시와 일본 벳푸 시 간의 자매결연에 이견 없다고 통보

4. 서울시-쿠알라룸푸르 시 자매결연 추진
1984.7.12. 외무부는 주말레이시아대사의 보고에 따라 쿠알라룸푸르 시장의 자매결연 희망의사
를 서울시에 전달

5. 성남시-밴쿠버 시 자매결연
1984.10월 외무부는 국회 오세응 의원의 요청으로 성남시-밴쿠버 시 간의 자매결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타진한바, 밴쿠버 시장은 당장 자매결연은 어려우며 1986년 이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언급

6. 독일 보콜트 시의 자매결연 희망
1984.4월 외무부는 주독대사의 건의로 독일 베스트팔렌 주 Bocholt 시의 한국 도시와의 자매결
연 희망의사를 내무부에 전달하고 적절한 도시를 물색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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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캐나다의 Asia Pacific Foundation 설립계획,
1983

1. 주캐나다대사는 1982.12.2. 주재국 외상이 아시아·태평양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설립 가능성
에 관한 연구서를 공포했다고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 연구서는 일익 성장해 가는 캐나다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더욱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재단 설립을 제의
동 재단의 기능으로서 조사 업무의 조정, Information 관리 유지, 아시아·태평양지역 언어,
관습연구 장려, 장학금마련, 심포지엄 등 프로그램 마련
기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며, 연방정부는 첫 해에 1천만 달러, 3년 내에

2. 주캐나다대사는 1983.3.9. 아시아·태평양재단 설립준비 위원회가 설치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트뤼도 수상은 아시아·태평양재단의 세부조직 및 재정 지원문제를 검토하는 설립 준비위를
설치하고 동 위원을 임명
연방정부가 동 위원회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향후 5년간 주정부 및 민간 분야와 협력하여 동
재단에 대한 재정지원을 발표
위원으로는 업계, 노동계, 학계 등에서 14명이 위촉되었으며 아태재단 설치 건의 보고서 저자인
John Bruk이 위원장으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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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천만 달러를 보조할 계획

서울시 - Jakarta시(인도네시아) 간의 자매결연,
19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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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84년 서울시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 간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자카르타 시 측 제안
1981.3월 자카르타 시 측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1979년 이래 동 시가 추진해 온 서울시와의
자매결연 건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
1981.3월 서울시는 외무부 및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해 자매결연에 대한 원칙적인 환영의
1096

사를 표명

2. 자카르타 시장 방한
Tjokropranole 자카르타 시장은 주인도네시아대사를 통해 자매결연 추진 및 서울시와의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을 제의하였으며, 서울시의 동의로 동 시장은 1982.6.18.~20. 방한하여 양
도시 간 협력증진 합의록에 서명하고 김성배 서울시장에게 자카르타 방문을 초청

3. 서울시장 자카르타 방문 및 자매결연
1984.3월 자카르타 시 실무진은 서울시를 방문하고 상호협력 협정문 및 자매결연 공동선언문의
초안에 합의
신임 염보현 서울시장은 신임 Soepropto 시장의 초청으로 1984.7.24.~27. 자카르타를 방문,
7.25. 자매결연 공동선언문 및 상호협력협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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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이탈리아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1984

1.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 주이탈리아대사관. 한·이탈리아협회, 국회,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1984년 한·이탈리아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함.
양국 국가 원수 간 기념 메시지 교환
주이탈리아대사관 주최 기념 리셉션 개최
교민행사 지원(피에트로, 산타)
이탈리아 언론인 4인 초청
종교 세미나 개최(로마)
기념담배 발매(서울)
경축국회 사절단 이탈리아 파견(1984.5.21.~25.)

- 김기철, 박익주, 조일제 의원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의 밤(MBC)
기타 태권도 시범단 파견, 한국 성화전 및 현대 판화전, 한국학 심포지엄, 양국 영화주간 등 개최

2. 국회는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1984.3월 100주년 기념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plaque로 제작하여
5월 의원사절단 이탈리아 방문 시 이탈리아 의회 측에 전달한바, 이와 관련 이탈리아 측은 하원 및
상원 의장이 각각 한국 국회의장에게 경축 및 감사 서한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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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관광 설명회(밀라노 일대)

한·일본 문화교류 일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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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4월 외무부는 한·일 문화교류 추진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기본 방향

- 국민감정 고려, 하향적으로 단계적, 선별적 추진
- 역사관계 부문, 지적 부문, 기초학술 분야부터 우선 추진
- 일방적 유입 불가, 양방의 대등한 교류 가능 분야 선별 추진
- 대중문화 유입 억제
대일 대처방향
1098

- 양국 간 대등한 교류 가능 시까지 단계적 추진
- 대중문화(극영화, 대중가요 등)는 억제하고 인적, 학술, 청소년 및 스포츠 교류는 적극 추진
국내 대책

- 수용태세 정비
- 여론추이 면밀 분석

2.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84.6.7. 한·일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국교정상화 20주년 사업은 가급적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한국 측 사업추진협
의회를 구성, 일측 연락회의와 상호의견 교환 및 사업을 조정토록 하는 것 선호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는 별개의 독자적인 위원회를 설립하고 한·일 문화교류 기금과 문교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 선호

3. 외무부는 1984.8.13. 일측의 문화교류 합동위원회 구성 제의에 대한 한국 측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일측 제의는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의 의견종합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대통령 방일
전 합의 도달은 곤란
현 단계에서는 기존의 각종 한·일 친선협력 단체의 활용이 바람직
일측이 한국 측 제의에 호의적 반응을 보일 경우, 문화교류에 국한시키지 않고 각 분야에 걸친
균형 있는 교류를 증진하고 특히 청소년, 학술 분야 등에서 인적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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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미국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1983-84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983.7월 이리시와 컬버 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국문화 교육원(원장: 임은영 목사)에서 새마을 교육과 관련, 컬버 시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어 온바,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 중
컬버 시 측에서도 4월 중순 시의회에서 이리시와 자매결연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실이 공포된바,
10월경 컬버 시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국장 등 총 28명 방한 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할 계획
민간 레벨에서 이미 추진되어 온 사실을 감안, 동 자매결연을 추진함이 좋을 듯함.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포항시와 롱비치 시 자매결연

- Thomas Poe 롱비치 시장 수석 보좌관과 포항 출신 교포 실업인 안종식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양 도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
- 롱비치 항은 인구 23만의 태평양 연안 수출입 항구로 상공활동 및 한국교민 진출이 활발
-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은 상호 이해증진 계기가 될 것이며 포항시 발전에도 기여
광명시와 Glendale 시 자매결연

- 광명시 출신 박봉춘 목사의 주선으로 시작되었으며 Glendale 시장은 동 문제를 협의키 위해 광명시장
일행을 방미 초청
- 양 도시 간 유대관계 증진사업은 광명시장과 협의 예정

3. 외무부는 1984.2월 유타 주지사 방한 및 자매결연 추진 경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Matheson 유타 주지사 방한 관련, 경기도에서 주지사 일행의 체재비 부담 의사를 표명
Salt Lake City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관련, 춘천시는 현재 미국의 2대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내무부는 수원시를 추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984.1월 포항시, 광명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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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도시 간 자매결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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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내용임.
1. 마산항-올림피아 항 자매항 결연
1984.7.20. 마산항은 미국 워싱턴 주 올림피아 항과 자매항 결연

- 최승렬 해운항만청 운영국장과 Edison 올림피아 항만청장 간 자매결연 문서에 가서명
- 올림피아 항만 당국자가 1984년 말 해운항만청을 방문하여 공식 서명 예정
1100

2. 경상북도-오하이오 주 자매결연
1984.10월 경상북도는 미국 오하이오 주와의 자매결연에 대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

- 외무부는 이견 없다고 회신
Richard Celeste 미국 오하이오 주지사가 인솔하는 경제사절단이 1984.12.5.~7. 방한하였으며,
Celeste 주지사는 12.5. 경상북도-오하이오 주 간 자매결연을 체결
Celeste 주지사는 12.6.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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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중공 학술자료 교환, 1983-84

1983~84년 간 한국과 중국(구 중공) 간의 학술자료 교류에 관한 내용임.
1. 1983.1월 홍콩대 주최로 홍콩에서 개최된 고대 환경회의에서 연세대 손보기 교수의 한·중 간 학술자료
교류 제의에 대해 유동생 중국 지질연구소 연구원은 동의함.
2. 1983.6월 국회도서관은 한국 소개 도서 3종을 중국 국가도서관에 주홍콩총영사를 통해 송부함.
1101

4. 1984년 다수의 대중국 학술자료 교환에 관한 의견문의에 대해 외무부는 동의 의사를 표시함.
서울대 김증한 법대 교수의 대공산권 학술자료(법대 강의자료) 교환 의견문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의 적성국가에 대한 알코올 합성 연구논문 송부문의
주일 문화원의 중공 사회과학 연구원과의 간행물 교환 의견문의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1983.6월 가톨릭의대 한훈 교수는 중국 북경대학 교수에게 조직형별 항체를 기증함.

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 미국 방문,
1984.6.14-19

| 84-094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72 / 11 / 1~12(12p)

1. 이진희 문화공보부 장관은 1984.6.14.~19. 미국을 방문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특파원 만찬, 미주지역 공보관회의 주재
Gregg 안보보좌관, Wick 해외공보처장, Speakes 백악관 대변인 등 면담
Williamsburg 방문 등

2. 워싱턴 및 윌리엄스버그에서 1984.6.15.~17. 개최된 미주지역 공보관 회의의 주요 의제는 아래와 같음.
1102

미주지역 문화홍보 강화 방안
대미 정책 홍보 방안
88 서울올림픽 홍보 방안
대북제압 홍보 방안

| 84-0942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72 / 12 / 1~80(80p)

1984

Nouri Faisal AL-SHAHER 이라크 청년성
장관 방한, 1984.8.22-27

1. 주이라크총영사는 체육 교류 및 올림픽 관련 협력을 위해 1981년부터 이라크 청년장관 겸 NOC위원
장을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2.1월 정부는 Hussein 장관에게 대한체육회장 명의 초청장을 전달하고 방한 교섭
이후 이라크의 국내사정으로 방한이 지연되었으며, 1984.4월 주이라크총영사가 신임 Nouri
Faisal Al-Shaher 청년장관을 예방한 후 신임 장관의 방한초청을 건의

2. 신임 Al-Shaher 장관은 1984.8.22.~27. 방한하였으며, 주요 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청년성 문화예술국장
- 청년성 공보과장
- 이라크 올림픽 위원회 간사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체육부장관, 문공부장관 예방
-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대한올림픽 위원장 면담
- 삼성전자, 현대조선, 국립과학관 시찰, 경주 관광
외무장관은 Al-Shaher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무총리의 이라크 방문 시 수교 합의문서 서명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Al-Shaher 장관은 수교 및 경협 등 협의를 위해 1개월 내 전문가 파견을
약속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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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원

Matano, Robert S. 케냐 공보장관 방한,
1984.1.31-2.3

| 84-094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4-72 / 13 / 1~88(88p)

정부는 비동맹 국가와의 우호협력 기반 확충을 위하여 Robert S. Matano 케냐 공보장관을
방한 초청하였으며, 동 장관은 문공부장관 초청으로 1984.1.31.~2.6. 방한함.
1. 수행원
Odhiambo Okite 공보부 공보국장
1104

2. 주요 일정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민정당 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면담
KBS, 영화진흥공사,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판문점 시찰
경주 관광

3. 동 장관 방한결과에 관한 청와대 보고를 통해 문공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케냐와의 우호협력 및 남·남 협력 관계 강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
Matano 장관 및 케냐를 아프리카 홍보기반 구축사업의 거점으로 활용 계획
제3세계권 방송요원 초청사업을 확대, 공보·방송 분야 유대 강화에 주력 예정

| 84-0944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4-72 / 14 / 1~81(81p)

1984

El Alen Ould Ahmed Khalifa 모리타니아
국영통신사장 방한, 1984.11.4-9

1. 정부는 1982.7월 주모리타니아대사의 건의에 따라 동국 유력일간지 편집국장이었던 Khalifa를 해외
언론인 방한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초청하기 위해 교섭함.
1982.8월 정부는 항공료 및 체재비 부담 조건하에 초청하였으나 동인이 국영통신사 사장 취임
등 일신상 사정으로 방한이 연기

2. 주모리타니아대사는 1984.9월 대북한 우위 외교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동인을 다시 초청할
것을 본부에 건의함.

외무부 1차관보, 해외공보관장, 연합통신 사장, 한·아랍 친선협회 이사장 등 방문
경주 관광, 지방 산업시설 시찰, 올림픽 경기장 등 방문
이슬람 교회 예배 참석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Khalifa 모리타니아 국영통신 사장은 1984.11.4.~9.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1105

Mongi BOUSNINA 튀니지 공보차관 방한,
1984.6.25-30

| 84-094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4-72 / 15 / 1~86(86p)

1. Mongi Bousnina 튀니지 공보차관이 문공부 외국 유력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1984.6.25.~30. 부부
동반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 1차관보, 문공부차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해외공보관 기획부장 등 면담
서울 종합운동장,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한국방송공사, 제3땅굴,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등 시찰
경주 관광

1106

2. 해외공보관은 대통령 앞 보고에서 튀니지 공보차관을 비동맹 홍보장관 회의를 비롯한 비동맹권 홍보
및 대북한 우위확보 홍보에 거점인사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함.

| 84-094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72 / 16 / 1~43(43p)

1984

Wick, Charles 미국 공보처장 방한,
1984.5.26-30

1. Charles Wick 미국 공보처장이 서울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공보관회의 주재를 위해 1984.5.26.~30.
방한함.
2. Wick 공보처장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신부차관 등 면담
동아시아 공보관 회의 주재(5.28.~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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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글라데시 친선협회 대표단 방한,
1984.9.24-30

| 84-094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72 / 17 / 1~50(50p)

한·방글라데시 친선협회 방글라데시 측 대표단이 한국 측 회장(김덕중 대우재단 이사장)
초청으로 1984.9.24.~30. 방한함.
1. 대표단 구성
A. K. N. Islam 친선협회장(개업의)
A. Matin(기업인), S. Meah(은행고문) 등 총 9명
1108

2. 주요 일정
상공부차관, KOTRA 부사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체육부차관, 보사부차관, 외무부 아주국장 등
면담
한·방글라데시 친선협회(대우), 차경섭 병원, 전주 예수병원 등 방문
SITRA 관람, 경주 관광

3. 양국 친선협회 간 협의사항
체육 코치 파견
협회 기념관 건립
간호 교관 파견
의료진 파견 등

| 84-094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4-72 / 18 / 1~56(56p)

1984

Paz Mendez, Hugo 볼리비아‘El Mundo’
지 사장 방한, 1984.10.11-18

1. 볼리비아 유력 일간지 El Mundo지 사장 Hugo Paz Mendez가 1984.10.11.~18. 외무부 초청으로 부인
동반 다음과 같이 방한함.
동인의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기회에 서울-타이베이 간 항공료 한국 측 부담으로 초청
주요 방한 일정

- 외무부 미주국장, 해외공보관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Korea Herald 사장 등 면담
- 판문점, 땅굴, 올림픽 운동장,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등 방문
- 경주 관광, 새마을 브리핑 청취, KBS 방문

한반도 정세 및 한국 정세에 상당한 지식 소유
남·북한 대치 상황 및 한국 경제 발전상에 깊은 관심 표명
귀국 후 한국 관련 홍보 협조 약속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특기사항

1109

콜롬비아 언론인 방한, 1982-84

| 84-0949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남미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4-72 / 19 / 1~94(94p)

1. 외무부는 주콜롬비아대사 건의에 따라 콜롬비아 친한 언론인 2인을 1982.11.15.~21. 방한 초청함.
방한 인사

- Claudio Ochoa Moreno 일간지 La Republica 편집국장
- Carlos Enrique Alvarado Sotomayer 일간지 El Espectodor 편집국장
주요 일정

1110

- 외무부 미주국장, 정보문화국장, 해외공보관장, 한국일보 편집국장, 민정당 원내총무, 정무장관 등 면담
- 새마을 시범부락, 땅굴, 통일원, 현대조선,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방문, 경주 관광
Moreno 편집국장은 방한 후 9회에 걸쳐 한국 소개 기사를 게재

2. 외무부는 주콜롬비아대사 건의에 따라 콜롬비아 유력 언론인 부부를 1984.6.3.~8. 방한 초청함.
방한 인사

- R. Ospina 일간지 La Republica 사장 부부
- J. Hernandez 일간지 El Colombiano 총지배인 부부
주요 일정

-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해외공보관장 면담
-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국립종축장 방문
- 땅굴, 판문점 시찰, 용인민속촌 관광 등
Hernandez 총지배인은 방한 후 한국 관련 기사를 수차례 게재

| 84-095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72 / 20 / 1~24(24p)

1984

Echeverria Esquivel, Carlos M. 코스타리카·
한 친선협회장 방한, 1984.6.10-17

Carlos M. Echeverria Esquivel 코스타리카·한국 친선협회 회장이 한국국제문화협회의 해외
저명인사 초청 계획의 일환으로 1984.6.10.~17. 방한함.
1. Esquivel 회장 주요 경력
경제기획청 차장(차관급) 역임
코스타리카 경제학 교수
1111
외무부장관, 해외공보관장, 상공회의소 회장,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총장, 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등 예방
판문점, 삼성전자, 민속촌 등 방문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요 일정

Horsti, Seppo 핀란드·한 협회장 방한,
1984.9.28-10.3

| 84-0951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72 / 21 / 1~50(50p)

Seppo Horsti 핀란드·한국 협회장(특허법 전문 변호사)이 국방부 초청으로 국군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1984.9.28.~10.3. 부인 동반 방한함.
1. 방한 경위
주핀란드대사가 동인의 방한 초청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국방부가 초청하기로 결정
1112

2. 주요 일정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 구주국장, 서울변호사 협회장 면담
국립박물관, SITRA, 올림픽 경기장 방문
용인민속촌, 서울시내 관광
국립묘지 참배

| 84-095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72 / 22 / 1~64(64p)

1984

다나카 다츠오(田中龍夫) 일본·한 친선협회장
방한, 1984.8.23-25

다나카 다츠오(田中龍夫) 일·한 친선협회 회장 일행이 1984.8.23.~25. 방한함.
1. 방한 목적
1984.5월 회장 취임 후 취임 인사 및 친선협회 업무협의

2. 방문단 구성
다나카 다츠오 회장, 하라 분베에 부회장, 바바 요시미쓰 부회장, 이승로 부회장 등 총 8명

국립묘지 참배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예방
외무장관, 한·일 친선협회장, 전경련 회장 예방
주한 일본 특파원 회견

4. 특기사항
대통령 예방 시 전두환 대통령 방일에 대한 나카소네 수상의 환영 의사 전달
외무장관 면담 시 한·일 친선협회 활동에 대한 지원 요청 및 서울 올림픽에 대한 협조 약속

- 한국 측은 북한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주변정세 설명 및 서울 올림픽에 대한 일본 측 협조 요청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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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 방한, 1984.6.15-21

| 84-095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73 / 1 / 1~89(89p)

1. 정 부는 1981년 이래 실시된 한·일 정부 간 외무부 출입기자 상호 교환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1984.6.15.~21.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 16명을 방한 초청함.
2. 외무부는 1984.6.5. 다음과 같은 일정안을 마련하여 일본 외무성과 협의할 것을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외무부 아주국장 방문, 당면 외교문제 브리핑 청취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문공부 차관, 남북대화 사무국, 한·일 의원연맹 회장 등 방문
1114

외무장관 인터뷰
판문점, 땅굴, 올림픽 시설, 박물관 방문
산업시찰
용인민속촌, 경주 관광 등

3. 외무부는 기자단 방문에 대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작성함.
당면외교에 관한 브리핑 자료
외무장관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 회견자료
외무장관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자료(일본어)

| 84-0954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중미담당관실

MF번호

2014-73 / 2 / 1~274(274p)

1984

파나마 언론인 방한, 1981-84

파나마 언론인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Alberto Barrera H. 파나마 친 정부지 Matutino 편집 부국장
외무부의 외국 언론인 초청 계획에 따라 1981.5.17.~23. 방한
외무장관 예방, 외무부 미주국장, 정보문화국장, 해외공보관장, 농협중앙회장 면담
KOEX, 판문점, 땅굴, KBS, 포항제철, 현대조선, 대우중공업, 새마을 시범부락 방문
용인민속촌, 경주 관광 등

2. Omaira Judith Correa 시사평론가 겸 국회의원
비동맹 홍보대책의 일환으로서 외무부 초청으로 1982.7.20.~28. 방한
외무장관 예방, 연합통신 사장, 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면담
새마을 시범부락, KOEX, KBS 방문
판문점, 땅굴, 잠실체육관, 포항제철, 현대조선 시찰
박물관, 용인민속촌, 경주 관광
방한 후 시사평론 TV에서 한국특집 방영

3. Alberto Barrera H. 파나마 친 정부지 Matutino 편집 부국장 부부
Barrera 국장의 아시아 방문 기회에 1983.2.27.~3.5. 방한
외무장관 예방, 해외공보관장, 북한연구소장, 국회 외무위원장, 중앙일보 사장, 통일원 차관,
KOTRA 사장, 서울올림픽 조직위 사무차장, 이홍구 서울대 교수 등 면담
경주 관광, 산업시찰 및 판문점, 땅굴, 종합운동장 방문

4. Carlos Garcia 국영언론사 사장
대파나마 홍보활동 기반 구축 및 친한 인맥 구축을 위한 외무부의 초청으로 1984.7.2.~6. 방한
외무장관 대리, 미주국장, 해외공보관장 면담
서울신문, KBS, 국립박물관, 현대조선, 포항제철 방문
경주 관광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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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후 4회에 걸쳐 방한기 연재

세네갈 언론인 방한, 1980-84

| 84-0955 |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73 / 3 / 1~79(79p)

세네갈 언론인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Bara Diouf Le Soleil 사장
주세네갈대사의 건의 및 문공부의 언론인 초청 계획의 일환으로 1980.8.29.~9.5. 방한
경제기획장관, 문공장관, 외무차관, 대통령 특보, 중앙일보 사장, KOTRA 사장 등 면담
판문점, 땅굴 시찰, 산업시찰, 경주 관광 등
1116

2. Alioune Drame Le Soleil 외신부장 부부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관련 사전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문공부 초청으로 1982.7.28.~8.4. 방한
통일원 차관, 올림픽 조직위 사무차장, Korea Herald 외신부장,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한·세네갈
의원친선협회장 등 면담
판문점, 서울대학교 방문, 산업시찰

3. Ibrahima Gaye Le Soleil 편집국장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후속조치 일환으로 1984.9.14.~21. 방한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정보문화국장, 서울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 해외공보관장 등 면담
국립박물관, 올림픽 경기장 방문, 판문점, 땅굴 시찰
산업시찰
SITRA 취재, 감비아 대통령 이한 동정 취재
용인민속촌, 경주 관광

| 84-095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73 / 4 / 1~60(60p)

1984

Berger-Kirchner, Lilo 한·스위스 문화협회장
방한, 1984.5.7-14

Lilo Berger-Kirchner 한·스위스 문화협회장(여)이 주스위스대사 건의 및 한국국제문화협회의
초청으로 1984.5.7.~15. 방한함.
1. 방한 목적
문화관련 단체 관계자 면담
청소년 학생 교류문제 협의
1117
안기부 1차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해외공보관장, 외무부 1차관보, 구주국장 면담
대구시내, 해인사, 경주, 통도사 관광
포항제철, 서울종합운동장, 이천도자기 공장 방문
국악공연 관람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요 일정

Chongsing, John L. 트리니다드토바고
‘Guardian’지 편집장 방한, 1984.5.20-28

| 84-095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73 / 5 / 1~108(108p)

1. 1983.10월 주베네수엘라대사는 트리니다드토바고 주요 일간지 중의 하나인 Guardian지(발행부수
5만) 편집장 John L. Chongsing을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수교교섭 촉진을 위하여 동인을 조기에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함.
2. Chongsing 편집장의 방한은 동인 개인사정으로 지연되다가 1984.5.20.~28. 부부동반 방한함.
주요 일정
1118

- 외무차관, 해외공보관장, 외무부 미주국장 등 면담
- 농업진흥청, Korea Herald사, KOEX, 종합운동장, 판문점 방문
- 산업시찰 및 경주관광
특기사항

- 한국과 트리니다드토바고 수교에 관해 가능한 한 협조 약속

| 84-0958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북미과

MF번호

2014-73 / 6 / 1~62(62p)

1984

미국 언론인 방한, 1981-84

미국 언론인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Strobe Talbott Time 지 외교문제 담당 기자
1981.2.4.~7. 방한
외무부, 국방대학원, 서울대 박봉식 교수, 함병춘 대사,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 해군본부 등 방문
태평양 지역 미·소 군사력, 한반도 정세 , 한·미 관계 등 취재

1982.1.25.~29. 방한
외무부, 민정당, 민한당, 경제기획원, 상공회의소, 안기부 등 방문
한국 국내정세, 서울 올림픽, 북한군 동향 등 취재
NYT 서울지국 설립문제 협의

3. Geoffrey Murray Christian Science Monitor 도쿄특파원
1982.2.28.~3.10. 방한
한국특집 취재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서울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회장
등 방문

4.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언론인단
1983.4.6.~10. 방한
볼티모어 선, 시카고 선타임스, 밀워키 저널, 앵커리지 타임스 등 지방신문 기자 9명
방한단은 국무총리 예방, 땅굴 및 전방 시찰, 안기부 방문 북한실정 브리핑 청취 등 희망

5. Clyde Haberman New York Times 지 기자
동경지사 부임 전 1983.4.6.부터 4일~1주일 체한 예정
서울에 관한 취재

6. Jerome Idaszak Chicago Sun Times 기자
1984.10.27.~31. 방한
경제기획원 해외협력위, 서울올림픽 조직위, 현대자동차 등 방문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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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nry Scott-Stokes New York Times 동경지국장

Oxnam, Robert B. 미국 Asia Society 회장
방한, 1982-84

| 84-0959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73 / 7 / 1~211(211p)

1. 1981년 미국 Asia Society 회장에 취임한 Robert Oxnam 회장은 신임 인사 및 재정지원 확보를 위한
아시아 방문의 일환으로 1982.2.21.~24. 부인 동반 방한함.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장관 대리, 문공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관 등 예방 및
면담
동 회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시 한국 정부에 Asia Society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으
나 한국은 Korea Society 설립 전에는 지원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1120

동 회장은 귀국 후 청와대 정무수석 앞 감사서한을 통해 동 협회의 건물 신축경비 부족분
35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한국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청

2. Oxnam 회장은 1984.7.7.~10. 기금 모금을 위한 아시아 순방 계기에 재차 방한함.
외무차관, 청와대 경제비서관 등 면담
한국 정부의 100만 달러 기여금 지원 문제 등 협의
한국 정부는 US/Korea Society의 역사가 일천하여 한국 관련 행사, 특히 Williamsburg 회의 등과
관련한 Asia Society의 협조가 계속 필요한 실정이나, Korea Society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원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상황

| 84-096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근동과

MF번호

2014-73 / 8 / 1~127(127p)

1984

중동지역 언론인 방한, 1984

중동지역 언론인 방한 관련 내용임.
1. 이란 Ettela`at 지 Alireza Shirani 사장 및 Mahmud Khabbaz-Zadeh 국제부장
1984.3.13.~20. 방한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 초청 (항공료 외무부 부담)

- Ettela`at 지의 반한성향 불식 목적
문공부 장관, 통일원 장관, 외무부 차관, 서울대 총장, 새마을 사무총장, 동아일보 사장 등 면담
동인의 방한 관계 기획기사는 신문사 편집회의에서 친한적인 내용 때문에 게재 보류

2. 카타르 Al Riyadh지 Salah Eldin Hafiz 편집장
1984.3.28.~4.2. 방한 (Khalifa 카타르 국왕의 방한 선발대의 일원)
방한 중 국무총리 인터뷰, 귀국 후 회견기사 게재

3.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Khaleej Times Niaz Mir 해외특집 편집국장
1984.7.31.~8.13. 방한
광고모집을 겸한 한국특집 취재

- 주로 경제, 문화 부분
관광공사, 한-아랍 친선협회, 해외공보관, 대우실업, 외무부, 태권도협회, 경제기획원, 서울 올림픽
조직위, 무역협회 등 방문
판문점, 땅굴 등 시찰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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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관광, 포항 산업시찰

중남미지역 언론인 방한, 1984.9.11-17

| 84-096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남미과

MF번호

2014-73 / 9 / 1~80(80p)

1.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의 1984년 중남미지역 중진언론인 방한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1984.9.11.~17.
아래 언론인들이 단체로 방한함.
코스타리카 La Nacion지 Ulibarri Bilbao 편집인
과테말라 Prensa Libre지 Maria Atala Valenznela 칼럼니스트
볼리비아 Ultima Hora지 Antonio Rios 편집국장
에콰도르 Hoy지 Gonzalo Ortiz Crespo 편집책임자 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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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La Capital지 Ortio Servo Lagos 섭외이사
파라과이 Hoy지 Helio Vera Viveros 논설위원

2. 동 언론인들은 한반도 정세, 남북한 대치 상황, 한국의 경제발전상, 올림픽 준비상황 등을 취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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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언론인 방한, 1984

서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언론인 방한 관련 내용임.
1. 가나 Voice지 Dan Ansah 발행인 겸 주필
1984.10.14.~21. 방한
해외공보관장, 서울올림픽 조직위 사무차장, 외무부 1차관보, 정보문화국장 면담
Korea Herald사, 삼성전자, 판문점 시찰·관광
방한 후 방한 기행문 게재

1984.2.24.~3.7. 방한
외무부 차관, 해외공보관장,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면담
상공회의소, 한국은행, 올림픽 조직위, KBS, 한국일보, 서울대학교 등 방문
산업시찰 및 관광
귀국 후 방한특집 기사 게재

3. 세네갈 Le Soleil지 Ibrahim Gaye 편집국장
1984.9.14.~21. 방한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정보문화국장, 서울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해외공보관장 등 면담
국립박물관, 올림픽 경기장 방문, 판문점 및 땅굴 시찰, 산업시찰, SITRA 취재
9.17. 감비아 대통령 이한 동정 취재
용인민속촌, 경주 관광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베냉 Eco Magazine지 Leandre Djagoue 사장(부부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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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이슬람대학 설립 추진,
19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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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1.12.19. 주카타르대사관이 요청한 한국이슬람대학 건립경위 및 현황자료를 동 대사관에
통보함.
설립경위 및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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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 동 대학 건립계획 승인
- 1979.7월 사우디아라비아 내무상 방한 시 동 대학 건립기금 3만 달러 희사
- 1980.9.14. 경기도 용인군 회교사원 준공식을 계기로 동 대학 기공식 거행
- 1981.5월 서정화 내무장관 사우디 방문 시 사우디 측은 동 대학 건립비 전액을 사우디 부담하에 사전
조사단 파견계획을 한국 측에 통보
한국이슬람대학 설립현황

- 위치: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초부리
- 부지면적: 13만 평(4억8천만 원 상당), 동 부지 건립경비 한국 측 부담

2. 이맘 모하메드 빈 사우드 이슬람대학의 Dr. Adullah Al-Turky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이슬람대학
설립추진위원회 사우디 대표단이 1982.12.2.~9. 방한하여 제1차 한·사우디 공동위를 개최한바,
공동위 폐회 직후 12.9. 체결된 한국이슬람대학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이맘 대학은 한국이슬람대학의 규칙, 행정, 재정 및 교육에 관한 법규 제정을 감독
이맘 대학은 이슬람 학부의 교수진 및 보수에 전적으로 책임
한국이슬람대학은 3개 학부, 8과로 구성되며 첫해 학생 수는 320명, 4년 후 1,280명으로 합의
한국 측이 이맘 대학에 건축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맘 대학 전문가의 협조로 기본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8개 과의 본관과 부속건물의 크기를 조정
한국 정부는 한국이슬람대학의 외국인 교직원에게 가능한 편의를 제공

3. 1982.12월 한국이슬람대학 건립추진 한·사우디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내무부의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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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일본 NHK 방송의 한국어 강좌 명칭문제,
1981-84

1. 주일대사는 1981.7월 NHK가 한국어 방송을 1982.4월부터 실시할 방침으로 1981.7.10.까지 계획을
작성, 9월 발표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국 측이 정식 국교를 맺은 한국의 국어는 한국어이므로 한국어
강좌로 호칭할 것을 주장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NHK 측은 일본에서 한반도 전체의 호칭은 일반적으로 조선이므로 조선어 호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한국 측은 조선 명칭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으로서 이는 일본 식민시대의 종언과 함께
청산된 명칭이며 조선은 북한의 자칭으로서 이의 사용은 3천8백만 한국민에 대한 모독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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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측이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자국의 편의대로 조선어 명칭을 사용하려는 것은 한국의 주권에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한 모독
따라서, 언론 및 정부 차원에서 동 문제를 거론, 한국어 명칭하에 강좌가 개설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건의

2. NHK는 1964년 이래 강좌 호칭문제의 미해결로 강좌 개설이 보류되어 온 한국어 강좌를 한글강좌라는
호칭으로 1984.4월부터 방영키로 결정함.
NHK 측이 오랜 현안이던 한글강좌 개설을 최종 결정한 것은 나카소네 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성숙된 양국 간 우호 분위기에 맞추는 동시, 명년 시청료 인상에 필요한 국회동의를 확보키 위한
조치

신승권 한양대학교 교수 소련 방문 계획,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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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승권 한양대 교수는 1983.8.7.~12. 제7차 태평양 및 소련 극동지역의 협력문제에 관한 청년연구원
의 국제세미나 및‘태평양 지역에서의 CBM(신뢰 구축방안): 개념과 현실’심포지엄 참가 목적으로
공산권 여행허가를 외무부에 신청함.
동 세미나 개최 장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회의 주최 기관들이 전통적으로 소련의 정책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데 조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관이며 북한의 대외선전에도 악용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외무부는 신 교수의 참가를 불허
1126

2. 1983.8월 신승권 한양대 교수는 세미나 참석을 목적으로 1983.8.19.~26. 소련 방문을 외무부에 재차
신청함.
외무부는 초청장의 입수 경위가 불명확하며 방문 기간,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은 등 신빙성
문제로 소련 방문을 삼가하도록 조치

3. 신승권 교수는 1984.1.20.~26. 소련 극동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방문 및 강연 목적으로 소련 방문을 외
무부에 신청함.
외무부는 동인의 소련 방문 효과는 여전히 기대할 수 없으나 KAL기 사건 이후 최초로 초청된
국내 학계인사로 양국 간 민간 레벨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소련의 대한국 태도를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소련 방문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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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nfeldt, Helmut 미국 Brookings
Institution 객원 연구원 방한, 1984

1. Helmut Sonnenfeldt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 연구원과 한우석 제1차관보 간 1984.6.29. 면담 시 Sonnenfeldt
연구원이 언급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김일성의 방소 결과는 분명치 않으나 소련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기대 이하일 것이며 전면적인
지원은 소련에게도 위험한 일임. 앞으로 한·소 교류 재개문제에 대해 소련 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대중국(구 중공) 경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소련은 장래에 대한 전략적 차원에서 시베리아 개발 및 산업화를 도모할 것이나, 자본과 기술이
제기할지도 모르는 일
미국 내에서 구주 주둔 미군철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주한 미군철수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음. 다만, 주한 미군의 더욱 확대된 역할을 강조할 경우 미군의 한국 배치가 전략적으로
현명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 존재

2.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한국위원회는 1984.4월 IISS 서울지역 회의가 동북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문제란 주제로 1984.12.12.~16. 힐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회의의
성공을 위해 재정적 기반이 전혀 없는 한국위원회에 정부보조 또는 특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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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일본 또는 서구가 그 일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과 협력문제를

한·중공 체육 교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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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한·중국(구 중공) 양국은 상대국 주최 국제 체육대회 및 관련 회의 참가를 통한 직접
적인 체육교류를 확대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의 직접
체육교류를 강화하기로 함.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및 주요 체육교류의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한·중 체육교류 현황 및 대책 보고서의 주요 내용
1128

‘최근 한·중공 스포츠 관계현황’
(1983.11월 외무부 아주국)

- 한·중 양국이 1984년 개최될 국제 농구대회 유치와 관련 상호 협조한 것은 스포츠 분야의 양국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대표단 상호 파견은 직접 체육교류로서 진전
- 민항기 납치범 처리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호의적 태도를 유도하고 양국 스포츠 대표단 상호 방문이
가능하도록 여건조성 필요
‘한·중공 간 스포츠 교류를 통한 대중공 대책’
(1984.2월 외무부 아주국)

- 대중 스포츠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여타 분야의 대중 실질관계 개선에 활용
‘한·중공 간 체육교류에 관한 보고’
(1984.2월 외무부)

- 1984.3월 중국이 한국과의 데이비스컵 예선 경기를 개최키로 결정하여 한국 체육대표단의 최초 중국
입국이 가능해진 것은 비정치분야 실질관계 증진에 유익
-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에 대한 중국 참가를 위해 양국 체육교류를 적극 추진하되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히 추진
한·중 체육교류 확대 관련 정부 내 실무 대책회의(1984.3월 외무부 주최)

- 중국 선수단 입국문제, 안전대책, 국호 및 국기 사용문제, 통신문제, 홍보대책 등 논의

2. 데이비스 컵 테니스 대회(1984.3.2.~4. 곤명)
중국 곤명에서 개최된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 예선 경기에 김덕영 단장(국제상사 부회장), 김문일
감독, 선수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
한국 스포츠 대표단의 최초 중국 방문 경기로서 관심이 높았으며, 중국 측은 국제테니스연맹
(ITF)의 규정 및 관례에 따라, 호칭은 Korea 및 China(한문의 경우 韓國 및 中國), 국가연주 및
국기게양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 대표단과 합의

3. 제8차 아시아 청소년 농구선수권 대회(1984.4.7.~19. 서울)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한국 정부에 중국 선수단의 국호사용 등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경기장 외 중국기 사용 금지, 한국 정부 및 언론의 중국 공식호칭 금지 등을 요청

1984

4. 기타 체육교류
아시아 축구연맹 총회(1984.4.8.~10. 중국 광주)
제10회 아시아 여자 농구대회(1984.10.13.~24. 상해)
아시아·태평양·오세아니아 체육회 주관 세미나(1984.10.25.~30. 북경) 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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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북한·중국·일본 간 스포츠 교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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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4.7월 서울-평양-남경-나고야 4도시 체육 교환경기 제의에 관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984.6.18. 나고야 시장은 4도시 체육 교환경기 제의내용을 담은 친서를 작성, 구노쥬지
전 일·조 우호협회장의 방북 편에 현준국 조·일 친선협회장에게 전달
1984.6.30. 구노쥬지는 평양으로부터 귀국, 공항 기자회견에서 각 방면에서 연구, 검토하겠다는
북한의 반응을 발표
1130

4도시 교환경기는 ’
86과 ’
88 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 분위기 조성 및 한·중국(구 중공)
간 스포츠 교류에도 도움이 되므로 동 제의의 긍정적 검토가 바람직하나, 동 제의 실현 시
일·북한 접근이 한·중국 관계 수준을 넘어 교류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

2. 일본 외무성 북동아 과장은 1984.7.27. 상기 제의에 대한 일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주일 대사관에
통보해 옴.
계획구상 자체는 좋으나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아베 외상)
따라서, 도시 또는 지방 레벨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고야 시가 서울시에 직접 제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상기 관련, 주일대사는 4도시 스포츠 교류 제의는 현 남북한 관계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일·북한 관계개선 분위기 조성에만 기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면상으로는 응하는
자세를 보이되 동 구상이 자연스럽게 중단되도록 유도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

3. 체육부는 1984.10.4. 동북아 4개 도시 교환경기 대책에 아래와 같이 수립함.
나고야시 측의 제의는 현 모도야마 시장의 재선 공작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는바, 한국 측에서
지나친 호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 포함 4개 도시 간 스포츠 교류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
따라서, 일측의 적극성 정도와 중국 측의 호응도 등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반응을 신축성 있게
표명함이 바람직

4. 서울시장은 1984.11.12. 나고야 시장 서한(9.11.)에 대해 4개 도시 간 교환경기 제의는 청소년 교류,
친선 도모에도 기여할 것임을 지적하고 다른 도시들의 입장을 통보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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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984년도 LA 올림픽 대회 : 북한 참가문제,
1982-84

1. 외무부는 1983.1.25. 북한체육회 NOC 대표의 1983.1.14.~21. 방미 활동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북한 IOC 위원 김유순 등이 LA 개최 IOC 집행위원회 참가차 방미
미국 정부는 동 대표단 입국 목적이 IOC 회의참가이며‘88 서울올림픽대회 등을 고려, 회의참가
대표 전원에게 비자 발급 예정
주미대사는 미 국무성에 북한 대표단의 활동을 IOC회의참가에 국한하고, 체제지역도 LA에만
한정케 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요청

대미접촉 통로 개척을 위한 단계적 방안모색과 재미교포 사회에 대한 친북세력 기반구축에
전략 초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
금메달이 유력시되는 사격, 체조 등 개인 종목에서 한국을 압도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우위
과시 및 미국 내에서의 승리 등 대남 심리전 전개
LA 올림픽 참가 계기, 미국과의 직접적인 스포츠교류 적극화
LA 올림픽 기간 중 정치적 언동자제 등 미국 조야의 대북한 기존인식 불식에 주력, 대미 정치적
접촉 전기를 마련코자 노력

3. 주미대사는 1983.12.5. LA 올림픽 종합대책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조총련계의 미국 입국 봉쇄
친북세력에 대한 미 정부의 감시 강화, 친북세력의 조직화 및 조직 간 연결 차단
북한 선수단의 정치활동 금지 및 여행제한 요청
방북교민 실태파악과 관리대책 수립
교포 언론을 통한 특별 홍보 실시
반공 교민단체의 활동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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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안전기획부는 1983.2월 ’
84년 LA올림픽 관련 북한의 전략과 행동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1984년도 Sarajevo 동계올림픽대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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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세원 한국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1983.9.29.~30. Sarajevo(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 아타셰 회의 참가 후, 한국 정부의 아타셰 임명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983.11.1. 배상길
주프랑스대사관 1등 서기관을 지명함.
2. 한국은 1984.2.8.~19. Sarajevo 동계올림픽에 5개 종목 35명의 선수단을 파견함.
단장 김세원 한국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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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988년도 서울 올림픽대회 : 서한 및 기타, 1984

1.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1984.7.21. 아래 내용의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을 송부해 옴.
서울 개최 제24차 올림픽대회 참가자들이 가능한 한 최상의 여건하에서 경기를 치를 것이며,
동 대회가 국가 간의 우애와 형제애의 정신 속에서 개최될 것임을 확신
IOC는 대통령의 올림픽 지원에 사의를 표명

2. 전두환 대통령은 1984.8.22. 아래 내용의 답신을 사마란치 위원장에게 송부함.
서울올림픽대회 준비는 SLOOC이 중심이 되어 계획대로 순조로이 진행
기하고 있다고 설명
대회 전 한국을 방문하는 회의 대표, 조사단, 전지 훈련단 등 모든 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약속

3. 사마란치 위원장은 1984.9.5. 상기 서한에 대한 회한에서 한국 측의 올림픽 헌장 준수, ’
88 올림픽대
회 기간 중 올림픽 가족에 대한 안전보장에 사의를 표함.
4. 1984.7.2. ’
88 서울올림픽 대책에 관한 임시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주요 외교문제에 관한 보고가 있었
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88 서울올림픽 개최에는 아무 변동이 없으며 개최에 따른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88 서울올림픽은 개발도상국에서 개최되는 대회로서 전 세계 국민 간의 평화와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88 서울올림픽은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참가하는 선수나 임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임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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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올림픽 헌장을 충실히 준수함은 물론, 대회의 성공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1988년도 서울 올림픽대회 : 회의, 1984

| 84-097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4-74 / 2 / 1~199(199p)

1. 전상진 SLOOC 국제담당 사무차장은 1984.10.5.~8. 로마 개최 ANOC 세미나 기회에 동구권 인사들
과 접촉한바, 동 결과는 아래와 같음(1984.11.1. SLOOC가 외무부에 통보).
Victor Khotochkin 소련 NOC 사무총장은 SLOOC의 모스크바 경기장 등 시찰제의에 검토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88 올림픽 관련 참가 선수단에 대한 비용문제에 관심 표명
Pal Schmit 헝가리 IOC 위원은 한국 측이 근대오종 경기용 승마, 펜싱 기구, 경기용 전자기기등을
수입해 줄 것을 요청
1134

루마니아, 불가리아 대표단은 비교적 호의적 반응 및 올림픽 준비 현황에 관심을 표명
Pawluk 폴란드 NOC 사무총장은 1985년 서울 유도 세계선수권대회 시 초청해 주기를 희망

2. 멕시코에서 1984.11.5.~10. 개최된 각국 올림픽위원회(ANOC, Association National Olympic Committee)
총회는 멕시코 선언을 채택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모든 회원국은 88 서울 올림픽에 참가
88 올림픽 조직위는 88 올림픽의 정상적인 조직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모든 회원국은 올림픽경기 참가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치

3.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는 1984.12.5. 제89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특별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평가함.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캘거리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차 강조
88 서울올림픽 대회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88 서울올림픽 대회의
서울개최에 대한 확고한 지지기반을 다짐
이번 총회에서 올림픽대회 불참국의 NOC 대표들은 올림픽대회로부터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결의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제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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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선수권대회 (서울)
중국 불참, 1984

1. 장금궁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 참사관은 1984.3.19. 체육부 국제체육국장을 면담, 제8회 아시
아 청소년 농구선수권대회와 관련 아래 사항을 요청함.
작년 홍콩 개최 아시아 농구선수권대회 시 국기게양, 국가연주 및 호칭문제에 관한 홍콩
Formula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대회 시에도 홍콩 Formula를 받아 주기 희망
한국 측이 이번 대회에 중국(구 중공)을 China로 호칭한다면, 대만(구 자유중국)을 Chinese
Taipei로 호칭해도 무방
중국 대표단 공항 출입국 시에 중국 국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의 없으나 경기장 내외에 중국
한국 측이 상기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해 주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만 팀의 참가를 재고할
방침

2. 체육부는 1984.3.26. 한·중국 간 체육교류 관련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국호를 중국은 China, 대만은 Chinese Taipei로 결정
경기장 내 참가국 국기 불게양, 다만 주최국 국기, FIBA 국기, ABC 국기만 게양
국가는 폐회식에서만 우승국 국가 연주

3. 대만 선수단은 1984.4.7. 아시아 청소년 농구대회에 불참할 것임을 통보해 옴.
입장식 때 참가국이 국기를 휴대하고 입장하는 방안을 통보하자 대만 측은 입장식은 불참하고
경기는 참가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으나, 본국의 지시라고 하면서 대회조직위가 경기장 입장
시에 국호 표지판만 사용을 허용키로 한 당초의 약속을 이행치 않았음을 이유로 대회 불참을
통보

4. 주대만대사는 1984.4월 대만의 제8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대회 불참 관련, 주재국 언론의 반한기사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한·대만 양국은 형제지국이니 우의관계가 돈독하다느니 칭하고 있지만 이번 청소년 농구대회
에서 한국은 적국인 중국의 오성기 게양을 허락한 반면, 형제지국인 대만의 국기 게양은 불허
(4.21. 대만시보)
한국농구협회가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정부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는 적대국 체육단체와 공개
접촉할 수 없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국민의 분노는 자연스러운 행위로서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은 민족감정의 정당한 발로(4.2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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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불원

이영호 체육장관 미국 및 일본 방문,
1984.11.25-12.5

| 84-097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4-74 / 5 / 1~23(23p)

1. 체육부는 1984.11.6. 이영호 체육부 장관의 방미와 관련 아래 사항을 협조해 주도록 외무부에 요청함.
International Sport Summit 회의 참석 연설(11.27.)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sia Society 대표와 비공식 면담 주선 등

2. 1984.11월 체육부는 체육부 장관이 12.1.~5. 일본 방문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해 오면서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환영 리셉션, 재일본 올림픽후원회 오찬, 동경 주재 외신기자회견 등 일정을 주선해 줄
1136

것을 요청함.

| 84-097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4-74 / 6 / 1~48(48p)

1984

한·수단 간의 태권도 사범 파견에 관한
합의서 체결, 1984.12.29

1. 주수단대사는 1983.9.26. 한국이 1981년 이래 수단 정부와 공식적인 약정체결 없이 주재국 보안성
당국의 양해하에 태권도 사범을 파견해 왔으나 한국 사범들이 체류상의 문제, 주재국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면세특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음을 들어 양국 간 태권도사범 파견에
관한 약정서 체결을 외무부에 건의해 옴.
1984.12.7. 태권도사범 파견에 관한 한국측 안 제시
1984.12월 수단 측은 한국측 안을 일부 수정한 약정 안에 합의
1984.12.14. 외무부는 약정 내용 중 협정이라는 용어를 합의서로 수정, 서명하도록 주수단대사에

2. 주수단대사와 El Manna 수단 국방성 대표(Head of Foreign Procurement Branch) 간에 상기 합의서에
서명함(1984.12.29.).
1985.1.2. 주수단대사는 한·수단 간 태권도 사범 파견에 관한 합의서 원본과 사본을 외무부에
송부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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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시

노태우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튀니지 및
영국 방문, 1984.11.27-12.14

| 84-0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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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4-74 / 7 / 1~37(37p)

1984.11.19.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노태우 위원장의 해외출장 일정을 아래와 같이 외
무부에 통보해 오면서, 방문 국에서의 면담 일정 주선 및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해 옴.
태국(경유): 11.27.~29.
제네바: 11.30.~12.3.
영국: 12.3.~12.8.
1138

튀니지: 12.8.~12.11.
대만(경유): 12.12.~12.14.

| 84-097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4-74 / 8 / 1~36(36p)

1984

태권도 사범 아프리카 파견, 1983-84

1. 주케냐대사는 1983.8월 케냐 태권도협회 가리우키 회장과 접촉, 동 협회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후 아래 사항을 외무부에 건의해 옴.
한국 측 정파 사범 3명의 무제한 파견 지속의 어려움을 감안, 케냐인 교관 양성 강화 및 활용을
즉각 실천
현 정파 인원 3명은 2명으로 줄이고 대신 정파사범 1명 파견지원에 따른 비용(약 2만 달러)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협회의 재정곤란 및 태권도 보급에 활용
태권도복 지원(500벌)
명년부터 월 500달러 지원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84.4월 양국 간 태권도사범 파견협정을 정식 체결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3.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4.7월 주재국 체육성이 태권도사범 나화련에 대해 7.20.까지 출국할 것을 통
보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이는 지난해 10월 멩기스투 방북 이후 주재국이 북한과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최근 북한 허담의 에티오피아 방문과 관련, 고위층의 압력으로 동 사범의 출국을 갑작스
럽게 통보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
7.13. 주에티오피아대사는 Tesfaye 주재국 스포츠청 부청장과 면담한바, 동 조치는 북한 스포츠
요원 22명의 현지 도착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 태권도 사범으로 대치하려는 책동의
일환으로 판단됨을 보고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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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의에 대해 1983.10월 외무부는 태권도 사범 감축은 승인하고, 케냐 태권도 협회지원은

노태우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유고슬라비아
및 서구 순방, 1984.1.25-2.11

| 84-097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4-74 / 9 / 1~73(73p)

1.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1983.12.24. 노태우 위원장의 구주 순방에 따라, 일정 주선 등을 협조
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프랑스: 1.26.~27.
그리스: 1.27.~30.
이탈리아: 1.30.~2.2.
유고슬라비아: 2.2.~9.
1140

스위스: 2.9.~11.

2. 체육부는 1984.1.18. ’
84 동계올림픽대회 조사단 파견에 관한 의견을 외무부에 문의해 온바, 1.21.
외무부는 동 조사단 파견이 ’
86 아시안게임과 ’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계획과 동구권과의 체육교류를
통한 관계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통보함.

| 84-097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4-74 / 10 / 1~55(55p)

1984

올림픽 주 경기장 개장 기념행사 및 올림픽
평의회(OCA) 참석자 방한, 1984

1. 서울시는 1984.7.27.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개장 기념행사(9.29.)와 관련, 동 기념식 참석인사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8.20. 외무부는 동 기념식 참석인사로 주한 상주 공관장 53명, 한·프랑스 친선협회 프랑스 측
사무총장, 재일동포 모국방문단 명단을 통보

2. 체육부는 1984.9.21.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개장 기념행사 및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 총회 참석차
방한하는 주요 인사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통령 예방 및 만찬을 주선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예방 인사 명단: 사마란치 IOC 위원장 등 7명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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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방 및 만찬 일시: 1984.9.29.

Da Silva Nzengue Joaquim 중앙아프리카 공보
체육장관 방한, 1984.7.1-6 및 10.20-23

| 84-098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4-74 / 11 / 1~373(373p)

1.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4.2.21. Da Silva Nzengue 주재국 공보·체육담당 특보의 방한 초청 및
공보·체육성에 대한 차량 또는 체육용품 지원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4.4월 외무부는 항공료 외무부 부담, 체재비 문화공보부 부담으로 동 장관을 방한 초청키로
하고 문공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
동 장관은 1984.7.1.~6. 방한, 문화공보부 장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세계태권도
연맹 회장 예방 및 KBS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
1142

2. 1984.7.5. Da Silva Nzengue 중앙아 공보·체육담당 특보와 대통령 면담요록은 아래와 같음.
Nzengue 특보

- 꼴링바 중앙아 국가원수의 친서 전달
- 꼴링바 원수는 한-중앙아프리카 양국 간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방한 초청에
대해서도 구체적 일정 검토
대통령

- 남남협력을 주창한 것은 개도국 간의 협력을 내정간섭 없이 상호보완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의 첩경이 되기 때문
- 새마을 연수원에는 각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고 있으며 한국은 아무 조건 없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

3. Nzengue 특보는 1984.9~10월경 중앙아 농구선수단이 일본에서 친선경기를 갖게 되는 기회를 이용,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농구팀과도 경기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함.
항공료 체육부 부담, 숙식비 외무부 부담으로 Nzengue 특보 및 중앙아 농구팀을 10.20.~23.
방한 초청
Nzengue 특보는 방한 중 체육장관, 외무차관 예방, 중앙아 농구팀의 육군 선발팀 및 국민대학
팀과의 친선경기 관람 등의 일정
동 특보는 외무장관 앞 서한을 통해 중앙아 TV 방송기술 장비 및 체육장비 지원 및 새마을
전문가를 중앙아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

- 상기 요청에 대해 외무장관은 검토 중임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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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4-74 / 12 / 1~64(64p)

1984

Nouri FAISAL Shahir 이라크 청년장관 방한,
1984.8.22-26

1. 체육부는 1982.12월 비동맹 국가들과의 스포츠 교류증진을 위하여 Ahmed Hussein Al- Sammarai
이라크 청년부 장관을 방한 초청함.
동 장관은 개인 사정으로 방한을 미루어 오다가 1983.12월 개각으로 경질

2. 신임 Nouri Faisal Shahir 장관은 체육부장관 초청으로 1984.8.22.~26. 방한함.
이라크 체육부 문화예술국장, 공보과장, 장관 비서관 등 수행
체육부장관,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한국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등 면담

1143

- 외무부장관 면담 시 양국 간 수교 이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이라크 전문가 파견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
문제 거론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이라크 간 1985~86년 체육교류 의정서 서명
방산품 전시장 시찰
국제 주니어 육상경기대회 개막식 참석

Sawadogo, Rita 부르키나파소 체육장관 방한,
1984.9.26-10.1

| 84-098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74 / 13 / 1~42(42p)

1. 주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대사관은 1984.8.24. 올림픽 주경기장 개장 기념행사에 주재국
Sawadogo 체육장관을 초청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9.21. 주부르키나파소대사는 Sawadogo 장관을 방문, 방한초청장, 왕복항공권 및 방한 참고자료
등을 전달

2. Sawadogo 부르키나파소 체육상은 1984.9.26.~10.1. 방한, 체육부장관 예방, 올림픽 주경기장 개장
1144

기념행사 참가, SITRA ’
84 참관 등 일정을 마치고 귀국함.
외무부는 Sawadogo 체육상의 지원요청에 따라 운동기구 등 약 5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부르
키나파소에 제공

| 84-098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74 / 14 / 1~138(138p)

1984

한·일본 청소년 교류, 1984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4.2.27. 공한을 통해 한국연구소 초청으로 3.13.~25. 방한하는 일본대학생
방한단(이토 아비토 교수 인솔) 35명의 판문점 방문을 희망하여 온바, 외무부는 국토통일원과 협조하여
일정을 주선함.
2. 일·한 우호‘소년의 배 협회’이와키 노부코 이사장은 1984.5.4. 주일 한국대사관을 방문, 8월말
실시 예정인 제31회 일·한 우호 소년의 배 파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옴.
목적은 올림픽 개최 예정과 관련, 일 소년소녀로 하여금 인접국인 한국을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
협조요청 사항은 청년의 배 출항 환송식에서 대사관 관계자의 격려사, 견학단이 부산, 경주,
서울 이동 시 경찰에스코트 등

3.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4.6.4. 공한을 통해 한·일 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연세대학교 교수 및 학생
33명을 7.2.~8. 방일 초청하면서 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외무부에 협조 요청함.
4. 기타 한·일 간 청소년 교류는 다음과 같음.
1984.6.15. 주나고야총영사는 서울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요하시 시 소재 시립중
학교에서 선발된 18명의 친선 방한단이 8.5.~12. 방한 예정임을 보고하면서 관련 행정기관 및
고적방문 등 제반 편의 제공을 외무부에 건의
1984.7.5. 문교부는 84년도 청소년 국제교류 계획에 따라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의 국외파견
계획을 외무부에 통보해 오면서 방문일정 주선 등 현지 공관의 편의 제공을 요청
1984.7.6. 주나고야총영사는 세토·오와리 아사히 일한친선협회에서 한·일 양국 간 청소년
교류계획의 일환으로 24명으로 구성된 중고등학생 방한단이 7.3.1.~8.3.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
9월 주센다이총영사는 아오모리 현이 한·일 양국 간 이해증진을 위해 1985.10월경 350명 규모의
청년의 배를 보낼 방침을 세우고 현지 답사차 실무자 2명이 10.3.~4. 방한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체한 중 이들의 관계당국 방문주선 등 편의 제공을 요청
10.16. 주한 일본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일본 정부가 1985.1.13.~29. 일본 청년 친선 순항 계획에
참가토록 한국 청년 10명을 초청함을 외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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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8.23.~29. 초·중학생 858명, 임원 등 60명(총 918명)을 한국에 파견 예정

친한단체 활성화 활동보고, 1984. 전2권.
V.1 1-4 월

| 84-098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74 / 15 / 1~416(416p)

1. 재외공관은 1984.1월 친한 단체 활성화 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네덜란드: 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 만찬 초청 및 주로테르담 한국명예총영사관 방문, 격려
에콰도르: 한·에콰도르 의원친선협회 회장 방문
상파울로: 상파울로주의회 의장, 상파울로 시장, 상파울로 지사 및 부지사 예방, 한인회 및 한글
학교 방문
라스팔마스: 민영 ANTENA 3 방송국장 및 기술국장 만찬 초대, 현지 유력 수산업자 접촉
러시아: 참전협회 사무총장 및 간부들과 접촉
1146

이 외에도 몬트리올, 파라과이, 수단,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리스, 캐나다 등
주재 공관에서 활동내용을 보고

2. 1984.2~4월 친한 단체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의회, 언론계, 외무성 등 정부관계자, 한인회 간부 접촉 등
재외공관의 정기 활동보고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 84-098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74 / 16 / 1~485(485p)

1984

친한단체 활성화 활동보고, 1984. 전2권.
V.2 5-12월

1. 재외공관은 1984.5~6월 친한단체 활성화 관련 활동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상파울로: 시의회의장, 시경국장, 시장 등 예방, 브라질 군수공장, 언론인 및 한인회 접촉
볼리비아: 부통령, 하원 제1 부의장, 관세청 기술국장, 항공성 국제협력국장 접촉, 외무성 국제
기구국 과장, 외무차관, 의전관 등 접촉, 언론계 등 접촉
에콰도르: 한·에콰도르 의원협회, 한·에콰도르 친선협회 관계자 접촉, 명예영사 접촉 등
기타 주 뉴질랜드, 대만(구 자유중국), 싱가포르, 멕시코, 호주 대사관 및 주카이로총영사관의
활동보고 첨부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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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4.7~12월 친한 단체 활성화 활동 관련 재외공관 보고가 첨부됨.

아프리카지역 국가 친한단체 활동,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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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74 / 17 / 1~49(49p)

1. 한·가나 친선협회는 1983.11.25. Ghana-Korea NNOBOA Farms Ltd 명칭하에 60에이커 규모의
농장설립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함. 이와 관련, 주가나대사는 동 사업
계획이 경제성과 공익성이 있음을 들어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의 현지 파견을 1984.3월 외무부에
건의한바, 상기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음.
한·가나 친선협회가 주주로서 운영
가나 아크라 지역에 60에이커 규모의 상업 농장 설치
1148

옥수수를 비롯한 상업 작물로 마니옥, 바나나, 고구마, 야채 재배
우선 16에이커 면적에서 2년간 옥수수 재배로 시범운영 후 다양화
14만 달러 상당의 차관 제공 요청(기계, 장비는 현물차관이 바람직)
농장운영의 가능성 조사를 위해 한국 기술조사단 파견 요청

2. 상기 사업에 대해 1984.4.2. 외무부는 민간부문 협력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음을 주가나대사에게 통보함.
3. 한국·라이베리아 친선협회는 1984.8월 외무부에 사회단체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함.
10.5. 외무부는 상기 신청에 대해 불투명한 인사로 구성된 친선협회는 오히려 건전한 양국관계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사회단체 등록을 거부

| 84-098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74 / 18 / 1~39(39p)

1984

네팔·한 친선협회 월간 활성화 방안 보고, 1984

주네팔대사는 1984.1~12월 한·네팔 친선협회의 월간 활성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월: 친한 단체 조직 강화, 친선협회로 하여금 리셉션을 개최토록 조치
2월: 협회의 자문위원회 기구를 새로이 발족, 협회 규정 개정, 협회 내 한국 홍보자료, 출판물을
다량 전시, 한국 소개 활동 활성화
3월: 미국 문화원에서 월례 강연·영사회를 개최, 수베디 국회의원이 한국의 발전상에 관해 연설

114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4~12월: 협회 간부진 경질 및 자문위원회 발족 추진, 월례 강연·영사회 추진 등

한·포르투갈 및 포르투갈·한 의원친선협회,
1983-84

| 84-0988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75 / 1 / 1~29(29p)

1. 주포르투갈대사는 1984.2.2. 주재국 의회 내 한·포르투갈 의원친선협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총회 의장: Leonardo Ribeiro de Almeida 전 국회의장(사민당)
집행위 의장: Luis Saias 국회헌법위 위원장(사회당)

2. 국회사무처는 1984.2.17. 한·포르투갈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적절한
1150

시기에 상호교환 방문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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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영국 의원 친선 협회, 1984

1. 주영대사는 1983.9.23. 한·영 의원친선협회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공식명칭: British-Korean Parliamentary Group
결성 일자: 1970.7.15.
회장: John Farr 보수당 의원
회원: 하원(28명), 상원(2명)

2. 영국 좌파의원들이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동의안을 1984.8.28. 영국
원친선협회 이종찬 운영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송부함.
3. 주영대사는 1984.11.23. 한·영 의원친선협회 명단을 외무부에 송부함.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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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한국 측의 수정 동의안 지지 서명운동 및 서명한 8명의 의원에게 한·영 의

한·미국 친선군민협의회 설립, 1983-84

| 84-099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4-75 / 3 / 1~44(44p)

1. 한·미 친선군민협의회는 1983.10월 민간 외교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외무부에
사회단체 등록을 신청함.
2. 외무부는 1983.11.2. 상기 단체가 외무부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과 한국과의 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단체 등록을 거부함.
1152

| 84-0991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4-75 / 4 / 1~139(139p)

1984

구주지역 친한단체 활동, 1983-84

1. 주함부르크총영사는 1984.2.16. 독·한 친선협회(회장: Perschau 함부르크 시의회 기민당 의장)가
회장 등 임원 선거, 정관 개정 의결 등으로 정식 발족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5.23. 주함부르크 총영사는 독·한 친선협회를 위한 한국 소개의 밤 행사를 개최

2. 한·스웨덴 협회 AKE J. EK 회장은 1984.3.8.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협회 소속 회원들에 대한 훈장
수여를 요청함.
3.29. 주스웨덴대사는 동 단체가 친한 활동이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임을 들어 서한을 현지
4.10. 주스웨덴대사는 EK 회장을 비롯한 협회 간부를 오찬에 초청, 훈장 수여는 타국과의 형평성
등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앞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3. 주포르투갈대사는 1984.9.11. 한·포르투갈 친선협회 명칭의 법인을 현지 법원에 등록함으로써 동
협회가 정식 결성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11.8. 한·포르투갈 친선협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

4. 주핀란드대사는 1983.4.5. 핀란드·한국 협회 발기총회 회의록, 임원 명단, 정관 등 관련 자료를 외무
부에 송부함.
1984.4월 주핀란드대사는 핀란드·한국 협회 2차 총회, 이사회, 임원선출,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외무부에 보고
1984.11월 주핀란드대사는 핀란드·한국 협회가 각 분야에서 친선협회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들어 동 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외무부에 건의

5. 주네덜란드대사는 1983.10.3. 한·네덜란드 친선협회의 정기총회 개최계획, 외무성 아주국장의 한국에
관한 강연 등을 외무부에 보고함.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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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에 이첩, 처리토록 외무부에 건의

특수지역 교역위원회, 1984

| 84-099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4-75 / 5 / 1~115(115p)

1984년도에 개최된 특수지역 교역위원회(위원장: 상공부 차관) 결과임.
1. 제4차 회의(1984.3.2.)
특수지역 연불수출 금융지원 방안, 대특수지역 수출보험 인수방안, 특수지역 원목도입 승인 건,
특수지역 박람회 참가업체 선정 등 의결
특수지역 교역증진 방안 협의
1154

- 1986년 이후 직교역 관계 수립, 88년 이후 공식 통상관계 수립 목표
- 교역상 위험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연불수출 금융 등)
- 정책수입(원목 수입, 단, 유연탄, 무연탄, 타피오카 등의 정책수입에 대해서는 동자부 등에서 반대)

2. 제5차 회의(1984.5.17.)
일본 상사를 통한 소련 내 한국 상품 전시회에는 불참키로 결정
국제상사의 중국 구강공로 대교 프로젝트 참여 지원 결정

3. 제7차 회의(1984.9.28.)
선경의 베트남산 원목 도입 승인
고려무역의 헝가리산 건마늘 수입 건은 조건부 승인

4. 제8차 회의(1984.12.7.)
한국전력의 소련산 유연탄 도입 및 중국산 건마늘 구상무역 승인
‘대동구권

경제관계 개선 방안’
(1984.11.28. 외무부 작성) 검토

- 직교역 조기 실현
- 과당경쟁의 조정
- 교역 중점 대상국 선정

| 84-099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4-75 / 6 / 1~132(132p)

1984

중공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정책, 1984

1. 1984년 중국(구 중공) 정부가 발표 또는 시행한 경제개혁 조치에 관한 재외공관 보고
심천 경제특구 분계선 설치 공사 및 심천 공항 건설 추진
대련 경제특구 신설 동향
대외무역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무역제도 개혁
경제 지방분권화 동향

2. 중국의 경제개혁조치에 대한 평가(1984.11.2. 외무부)
- 기업경영의 자율권 강화
- 계획경제 체제의 부분적 개혁(指令性 계획 부문의 축소 및 指導性 계획 부문의 확대)
- 가격체계 개혁
- 차등 임금제 실시
- 대외 개방정책 강화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른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재정립으로 평가
중국의 대서방 관계가 확대될 전망이며 한국에 대하여도 비정치 관계증진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

3.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관한 인민일보 사설
1984.12.7. 및 12.21. 인민일보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평하는 사설을 게재

- 현실문제 해결에는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와 양자의 결합이 필요한데, 낡은 이론이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마르크스의 후계자로서 실제와 올바른 결합을 통해 이론을 보완 필요
- 중국에 가장 중요한 일은 4개의 현대화이며 이를 위해 현대과학기술 및 지식습득과 현대 경제학에
대한 연구 필요
- 마르크스주의는 행동지침이며 중국은 경험축적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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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0.20. 제12기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조치의 주요 내용

일본 경제동향,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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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상황, 대외경제정책 등과 관련한 정세보고, 분석보고 등임.
1. 1982년도
일본 정부의 신 엔차관제도, 수은 차관, 일본의 경제협력 기본방침(국제개발센터 작성) 등

- 일본의 식량차관 제공 가능성은 희박
- 한국은 고소득 국가이므로 일반적 상품차관 대상이 될 가능성은 회의적
1156

대일 무역마찰 시정을 위한 정책 건의(주일본대사관 작성)

- 고위사절단 파견을 통한 무역마찰 해소 및 경제기술협력 협의 요청
- 1982년 중 무역회담 개최
- 한·일 각료회담에서의 무역마찰 해소 방안 협의
- 생사류 회담 개최
일본 정부의 제2차 시장 개방정책에 관한 종합보고, 일본 수출입은행 융자제도 개선, 국별 경제
원조 지침, 일본의 적자재정과 대외경제 협력 방향, 도쿄 off-shore 금융시장 설립 구상, 엔화
시세 급락에 관한 분석 등 공관 보고

2. 1984년도
일본 정부의 유로-엔 채 원천과세 철폐 방침
제3차 ODA 중기 계획

-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른 세계평화를 위한 전략원조 공여 여부가 중기계획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
일본의 경제외교 강화 방안

- 경제부처의 경제외교에 대한 발언권 확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은 경제 연수 및 훈련
강화, 경제전문가 양성, 파견근무 확대, 경제국-지역국 간 업무조정 등의 조치를 강구
수출보험 민영화 구상, 대외 경제문제 각료회의 발족, 85년도 일본 정부 경제전망, 85년도 일본
정부 예산심의 동향 등 공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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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경제협력, 1984

한국과 호주 간의 경제관계에 관한 내용임.
1. 한·호주 경제현안 사항(1984.1. 외무부 경제국 작성 보고자료)
1983년 수출 338백만 달러, 수입 967백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 629백만 달러
한국 측 요구사항

- 대한 수입규제 완화 및 개도국 특혜관세 유지로 무역의 균형적 확대
- 건설공사 등 한국기업 진출 조건 개선, 자원개발 투자협력 강화
-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한 지역협력 강화
- 호주산 일차산품 수입 확대

2. 양자 접촉 채널을 통한 현안 협의
1984년 봄 주호주대사는 호주 정부의 고위 통상관료 면담 등을 통해 호주 측의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고 호주에 대해 수출입 연계방안을 통한 무역역조 시정 압력행사를 외무부에
건의
정부는 1984.4월 호주 1차산업상 방한 시 농수산부장관 면담, 외무부 제2차관보의 주한 호주대사
면담, 1984.9월 호주 빅토리아 주 수상 일행 방한 등을 통해 3:1의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호주
정부의 노력을 요청

3. 호주 개최 양국 간 경제 관련 회의를 통한 협의
1984.9월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6차 민간 경제협력위원회에서도 양국 간 무역역조 시정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주호주대사는 연설을 통해 호주의 무역장벽을 지적하고 대한 특혜관세 유지
필요성 및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 필요성을 강조
1984.11월 양국 간 고위 정부 당국자 회의 준비자료(외무부 본부 및 주호주대사관 작성)에서
호주의 한국 상품 철강 등 수입규제, 특혜관세 축소의 악영향을 지적하고, 무역역조 심화 시
수입선 변경 등 역조 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1984.12월 주호주대사관은 한·호주 합동무역실무자회의 후속조치를 위해 호주 통상관련 부서
고위관리들을 접촉하고, 양국 간 구상무역 가능성, 타이어 수입제한 완화를 위한 양자협의,
호주의 대한 구매사절단 파견 등 역조시정 방안에 대해 협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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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측 제의사항

한·캐나다 경제·통상협력,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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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제3차 한·캐나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1984.8.18.~19. 서울 개최
한국 측은 구평회 위원장, 김광현, 이석희, 최병민 부회장 등 기업인 70여 명 참석
캐나다 측은 Bruce Howe 위원장 등 기업인 40여 명 참석
1158

양측 간 합의로 양국 정부관리 참관
양국 간 교역증진, 에너지·자원 협력, 자본 및 기술 협력, 서비스 협력 증진 방안 협의
제조업, 에너지, 자원, 서비스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협의 진행
캐나다 측 대표단은 동자부, 상공부 장관 및 해협위 기획단장 등 정부인사와 전경련회장 예방,
SITRA 및 산업 시찰

2. 캐나다 통신위성 판매 제의
캐나다 정부는 통신위성 회사 TELESAT의 통신위성을 한국의 5개 민간기업 컨소시엄에 판매하
고자, 주캐나다대사관 접촉 및 1984.8월 민간 사절단 파한을 통해 구매를 제의
이에 대해, 체신부는 통신위성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90년대 중반으로 연기되었고,
범국가적 우주개발 정책심의기구 설치 및 정책 수립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부방침 결정 이후에
캐나다산 위성 구매여부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

3. 삼원수산의 캐나다 진출 문제
1984.11월 주몬트리올총영사는 퀘벡 주 정부가 삼원수산의 현지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에 대해
투자 승인을 부여하였다고 보고하고 동건에 대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삼원수산의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본부에 요청

| 84-099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4-75 / 10 / 1~107(107p)

1984

한·지부티 경제협력, 1983-84

한국과 지부티 간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임.
1. 1983년도
1983.1.13.~16. Fara 지부티 외상 방한 시 지부티 측은 대통령용 헬기 공여, 쌀 시범농장 건설,
선박수리소 건설 타당성 조사, 건축용 자재 지원 등을 요청
1983.2월 주프랑스대사는 파리에서 Fara 외상을 면담하고 헬기 대신 자동차 제공을 제의하였으며,
지부티 측은 선박수리소 타당성 조사단의 조속한 파견을 요청
벼농사 가능성 조사를 위한 토양전문가 파견 등 후속조치

2. 1984년도
1984.5월 지부티 정부는 전자, 용접, 디젤기관 등 분야 4명의 기술훈련생 접수를 한국 정부에
요청
1984.6월 주프랑스대사는 1985년도 대외기술 공여 수요 조사에 대한 회신으로 지부티에 대해
훈련생 초청 4명, 전문가 파견 3건을 건의
주프랑스대사는 유엔 총회 지지 교섭을 위해 1984.11.18.~22. 지부티를 방문, 대통령, 국회의장,
외상대리 등 요인을 접촉하고 10만 달러 무상원조를 약속하였으며, 지부티 측은 한국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조제공을 요청

- 대통령용 헬기 제공
- 앰뷸런스 제공
- 기술연수생 훈련
- 경제통상 사절단 파견 등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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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1983.4월 선박수리소 타당성 조사단을 파견, 5월 포니 승용차 10대 전달, 10월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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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 경제통상 관계에 관한 내용임.
1. 1984.2월 방한한 Frejacques 국립과학연구센터 소장의 관심 사항(주프랑스대사 보고)
정보산업기술 및 철강기술이 양국 간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
전산자동화연구센터(INRIA) 및 철강연구소(IRSID)와의 교류 확대가 바람직

1160

2. 서울-파리 항공노선 증편 교섭
1984.2월 대한항공의 요청으로 프랑스 정부에 현 주 2회인 서울-파리 간 항공편을 1회 증설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프랑스 정부는 대한항공이 Air France 측과 교섭할 것을 요망

3. Mayoux 소시에떼 제네랄 은행 회장 방한(1984.3.28.~31.)
전두환 대통령 예방 시 양국 상공인 간 교류확대, 대 중국(구 중공) 합작진출 가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4. 제2 종합제철 산소공장 건설 차관
1984.4월 프랑스 정부는 POSCO의 제2 종합제철 산소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과 관련, 보증기
관인 KDB와의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임을 한국 정부에 통보해 왔으나, POSCO는 자신이 차관
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

5. 프랑스의 대북한 관계
프랑스 정부는 Gutmann 외무차관 방한(1984.11.21.~23.) 시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의
명칭을 총대표부로 변경하도록 승인할 것임을 한국 측에 통보한바,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1984.11.30.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공식 및 민간 채널을 통해 반대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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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984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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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5 / 12 / 1~56(56p)

1984

한·가봉 경제·통상협력, 1983-84

한국과 가봉 간 경제통상 관계에 관한 내용임.
1. Teale 가봉 대외무역센터(CGCE) 소장 방한(1983.8.23.~30.)
과학기술처, KOTRA 방문

- 기술협력 확대 방안 논의
KOTRA-CGCE 간 약정체결

- 무역확대 위한 협력, 정보 교환, 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무역사절단 방문 지원 등

2. 기타 양국 경제관계 관련 사항
정남식품의 합작 어분공장 설립 추진
가봉 대통령 경호원(한국인 5명) 채용 추진

3. 1984년 대가봉 수출실적 평가 및 수출증진 방안(1984.9월 공관 보고)
SOGACCO 백화점을 수출 전초기지로 활용
교민업체의 확장 및 구매사업 참가 지원
가방, 신발류, 카세트 신규 수출 및 컬러 TV 등 전자제품 수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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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방문, 관광

한·독일 경제협력,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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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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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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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 간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임.
1. Otto Lamsdorf 독일 경제상 방한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국제무역회의 참석을 위해 1984.4.13.~18. 방한
대통령, 외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등 예방
산업시찰
1162

한국 측과 한반도 정세, 보호무역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림픽 TV중계 시스템, 한국의 잠수함
구매 등에 대해 관심 표시

2. 중소기업 국제회의 참가 대표단 독일 방문
1984.11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제11차 중소기업 국제회의 참가 대표단 겸 유럽지역 경제협력
사절단은 10.28.~30. 서베를린을 방문

- 유기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단장) 등 기업인 24명
서베를린 상공회의소 Kramp 회장 등 경제인 10여 명과 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및 투자협력
문제 협의
공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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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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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가나 경제·통상협력, 1984

한국과 가나 간 경제통상 협력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의 진출가능 분야 협의
1984.6월 Botchwey 재무경제기획상은 주가나대사에게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 Tema
지역 dry dock 보수, 목재벌채, 다이아몬드 및 금 채광, 망간 및 백운석 채광 등을 거론하고,
최우선 분야로 목재 벌채 사업 협의를 위한 전문가 파한 가능성을 타진
1984.9월 Obeng 내각수반은 주가나대사에게 양국 간 협력사업, 특히 dry dock 건설을 협의하기

2.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과 관련한 정상 간 친서 교환
1984.9월 Rawlings 가나 임시 국가방위원회 의장은 양국 간 경협강화를 제의하는 친서를 전두환
대통령에게 전달

- 망간광 개발, 목재공장 합작투자, 관개기술 제공, 조선소 및 dry dock 복구사업 참여, 선박 연불수출
잔금 상환 연장
1984.10월 전두환 대통령은 가능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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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현대건설의 전문가 파견을 요청

한·기니 경제협력, 1984

| 84-100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75 / 15 / 1~92(92p)

한국과 기니 간 경제관계에 관한 내용임.
1.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1984.5월 기니 개발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기니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관한 자료를 본부에 송부함.
농업, 광산, 도로, 의료시설, 건축, 생산공장 건설 프로젝트 등에 관한 자료 송부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기니 정부에 수교를 요청하였으나 기니 측은 경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1164

입장을 전달

2. 정부는 1984.10월 해외협력실무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삼부토건의 기니 Dubreka-Boke 도로포장 공사
수주를 위해 5천만 달러의 수출입은행 융자금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보류됨.
3. 주세네갈대사는 1984.10월 기니 사절단 5명의 방한을 보고하고 동 사절단이 대기니 수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환대해 줄 것을 건의함.
4. 미국 펜실바니아 주 소재 Matz-Veth Centerplaza사는 1984.12월 한국 정부에 동사가 기니 정부의
위임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의 참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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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헝가리 금융협력, 1982-84

1982~84년 한국과 헝가리 간 융자 교섭, 환거래 계약 체결 등 금융협력에 관한 내용임.
1. Central European International Bank(CEIB)의 융자 요청
외무부는 헝가리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2.10.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헝가리 은행인
CEIB의 Komar 전무이사를 방한 초청하였으며, Komar는 1982.11.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양국 간
관계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외환은행의 1천만 달러의 융자를 요청함.
외무부는 동구권과의 관계개선 차원에서 동 융자요청 건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CEIB 측은 서방출자은행의 보증 대신 헝가리 중앙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5백만 달러 융자를
수정 제의하였으나, 정부는 헝가리의 관계개선 의사 표명 또는 지불보증이 없는 한 융자는
어렵다고 결론내림.

2. 환거래 계약 체결
1983.12. 한국외환은행은 헝가리 국립은행에 환거래 계약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1984.2. Rajna
동경 주재 헝가리 국립은행 지점장이 방한하여 외환은행과 동 계약 체결에 합의함.

- 1984.3.2. 동경에서 양국 은행 간 계약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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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들은 서방출자은행의 보증 없이는 융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

리비아 원유 도입,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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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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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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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리비아 정부의 자국산 원유 5만 배럴 도입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리비아 측의 요청
리비아 정부는 1983년 상공부장관 리비아 방문 시 한국의 리비아산 원유 도입량을 현재 2만
배럴에서 5만 배럴로 증량해 줄 것을 요청한 이래, 수차례 고위인사 방한 기회에 동일한 요청을
반복함.
1166

1984.1월 및 3월 리비아 석유성 장관은 주리비아대사에게 도입량 증량 요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양국 간 정치적 관계에 대한 고려 및 건설수주 등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을 언급함.

2. 한국 정부의 대응
1984년 초 정부는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였으나 의견차이가 노정됨.

- 동력자원부는 리비아산 원유 도입 증량 시 타 산유국(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등) 도입량 감소, 리비아산
원유의 비경제성으로 인한 국내 정유업계의 손실(고가, 원거리 수송, 국내 유가구조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반대
- 건설부는 리비아의 해외건설 시장 중요성을 감안한 추가 도입에는 찬성이나, 건설대전으로 원유 수령
은 건설업체의 손실을 감안하여 축소할 것을 희망
정부는 증량 도입분을 건설대전으로 수령하여 국내 정유업체가 이를 spot 시장 가격으로 인수
하는 방안, 리비아 진출 건설업체와 정유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상하는 방법 등을 검토
하였으며 1984.3~4월 두 차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수립함.

- 건설부는 리비아 진출 건설업체 대표를 선정하여 1만 톤 이내를 1985년도에 도입하되 손실액은 배럴
당 2.27달러 이하로 리비아 정부와 교섭하도록 지도
- 동자부는 국내 정유회사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하도록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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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말레이지아 경제·통상협력, 1984

1.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합작투자
1984.4.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대말레이시아 합작투자 신청에 대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럭키 및 럭키금성사의 180만 달러 규모 Perak 주 비닐장판 제조 합작투자
- 태화공업의 90만 달러 규모 Perlis 주 비닐장판 제조 합작투자
상기 합작투자에 대해 한국은행은 업체 간 과당경쟁 가능성을 우려한바, 말레이시아 투자청은
과당경쟁 우려가 없으므로 조속 허가해 줄 것을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요청함.

양국 무역 실무회담이 1984.9.17.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참가대표

-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박동규 주말레이시아 공사, 한덕수 상공부 과장, 신국호 외무부 서기관
등 6명
- Abidin 통산성 사무차관, Kamaludin 통산성 과장 등 12명
주요 논의사항

- 한국 측은 무역역조 시정, 말측은 수입품목 다변화를 요청
- 말측은 제조업 분야 한국의 합작투자 확대를 요청
- 한국 측의 말레이시아 자동차 국산화 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 타진에 대해 말측은 부품 공업 참여
가능성 언급
- 한국 측은 설비 및 건설공사 국제입찰 시 한국기업 배려 요청
-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MFA 폐지 여부 검토를 위한 서울 회의 참가, 방콕협정에 대한 참여를 요청
제1차 민간 경협위 회의가 양측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투자증진 방안 등
민간 레벨의 경협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2차 회의 서울 개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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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말 무역 실무회담 및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회담

한·몰디브 경제협력,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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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디브 개발계획 설명회 참석 요청
1983.1. 몰디브 외무성은 1983.5. 아시아·태평양 지역 UNDP(유엔개발계획) Round Table
회의에 대비하여 몰디브의 개발계획 설명을 위한 회의 개최 예정임을 알리고 Male 주재 외국
공관의 회의 참가를 요청함.
정부는 회의내용 파악 및 1983 몰디브에 피랍된 어선 선원 중 잔류 2명의 석방 교섭을 위해 동
회의에 주스리랑카 대사관 김규칠 참사관을 파견함.
1168

- 몰디브 정부는 한국에 대해 선발건조, 선원훈련, 의료시설 및 기술 향상, 상·하수도 시설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

2. 몰디브의 경제협력 요청
1983.11. 몰디브 주재 UNDP 대표는 1983.5. UNDP Round Table 회의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의
협력 가능성 검토 내용을 문의하였으며, 1984.3.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주스리랑카 대사에
게 통보함.

- 소형어선 제조 협력은 합작 투자 비율 등 조건과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검토할 용의
- 중소기업 합작은 투자 업종, 환경 등 상세 자료 필요
- 어로기술 협력은 정부의 대외 기술공여 사업의 일환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진출 희망 민간업체는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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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나이지리아 경제·통상 협력, 1984

1. 나이지리아 Lobi 은행의 불법행위
1984.1. 나이지리아 야권 언론은 한국외환은행과 나이지리아 베누에주 간의 합작은행인 Lobi
은행이 1983년 외화 유출, 임원진 구성 관련 내무성 지시 위반, 전 집권당에 대한 부정대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함.
1984.2. 한국외환은행은 상기 불법행위와 관련, 해외 예치 외화의 중앙은행 매각, 임원진 구성
관련 은행 측 사정 해명, 부정 대출액 환수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이로써
동건은 종결되었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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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은 변압기 수리 공장 합작투자 관련 긍정적 의견, 전기수리사업 합작투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본부에 보고함.

3. 한·나 친선협회 회장단 방한
1984.6.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SITRA 기간 중 방한하는 Musa 한·나 친선협회장 등 3명의 방한과
관련 체재비를 한국 측이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1984.7. 한·나 경제협력위원장(대우 이경훈
사장)은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방한 초청장을 발송함.

4. Lobi 은행 결산보고
1984.10.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한·나 합작은행인 Lobi 은행의 제2기 결산 결과 1.7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이는 한국인 경영진의 탁월한 경영 능력의 소산으로 높이 평가된다고 보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현지 합작투자에 대한 공관 의견

한·네팔 경제협력, 1982-1984

| 84-1008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75 / 21 / 1~24(24p)

1. Badri Shreshtha 주한 네팔대사(동경 상주)는 방한 중 상공부장관을 1982.6.21. 예방하고 네팔의 공업화
추진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진출을 희망함.
건설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할 합작투자 형태의 진출
섬유, 피혁의 내수 및 제3국 진출을 위한 합작
한국의 네팔산 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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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부는 1983년 초부터 네팔의 수력발전소 공사 수주를 위해 네팔 수자원성 장관의 방한을 추진하
였으나, 동 장관이 수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확약이 없으면 방한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1984년 까지 방한이 성사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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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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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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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파키스탄 경제·통상협력, 1984

1. 한국과 파키스탄 간 무역 불균형 시정
1984.3.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파키스탄 상품 수입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함.

- 파키스탄의 주 수출품이 1차 산품 위주이며 품질이 떨어지므로, 단시일 내 수입확대를 기대하기는 어
려운 상황
- 일부 정부조달 물자에 대해 정책적 배려 필요

1984.5. 파키스탄 정부는 Lakhra 화력발전소용 석탄 개발 및 운영에 한국 기업체 참여를 요청함.

3. 김우중 대우회장의 파키스탄 방문
1984.6. 김우중 대우회장은 파키스탄 대통령, 재무장관 등을 면담하고 유류사용 화학 발전소 건설,
전자 공장 설립,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미국 회사와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제의함.

4. 한·파키스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1984.7. 서울에서 개최된 한·파 민간경협위 합동회의에서 11개 한국기업이 건설, 제약, 파이프
공장, 제철 등 분야에서 파키스탄과의 협력 의사를 표명함.

5. 원면 및 카펫 수입
1984.10. 파키스탄 재무·경제·상무장관은 주파키스탄 대사에게 한국과 파키스탄 간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원면 대량 구입, 수직 카펫 관세 대폭 인하를 요청함.

6. Kalabach 댐 건설
1984.12. 주파키스탄 대사는 주재국 Kalabach 댐 건설 참여를 위한 정부와 업계 간 협조 및
정부 내 대책반 설치 등을 본부에 건의함.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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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khra 화력발전소 건설 참여 문제

한·이란 경제관계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 표명,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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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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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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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한국 기업의 이란 내 건설사업 참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
한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요청
1984.5. 사우디 외무성은 주사우디대사에게 한국 업체의 이란 내 반다르-케르만 간 철도공사
입찰 참여 여부 및 Tabriz 발전소 공사 시공 여부에 대해 공식 확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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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정보 교환 차원의 확인 요청이나 관련 공사가 전투지역에 위치하거나 전략적 사업일 수 있음
에 유의

2. 한국 정부의 대응
정부는 1984.5. 외무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수립함.

- 2건의 공사에 대해 사실 내용을 사우디 측에 통보
- 한국은 수교국인 이란과 경협관계를 유지하지만 군사협력은 하지 않음을 설명
- Tabriz 발전소 공사는 프랑스 회사로부터의 하청이며, 철도부설 공사는 단순한 기반조성 공사임을 설명
- 민간업체 진출에 대한 정부의 간여는 어려우나, 필요시 직접적 전력 지원사업 참여는 사전에 신중
검토할 것임을 설명
정부는 상기 내용을 주재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주사우디대사에게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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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튀니지 경제·통상 협력, 1984

1. 부산 파이프 사의 튀니지 내 강관 합작 공장 설립
부산 파이프 사는 1984.6. 튀니지 SIAPE사와 총 2,700만 달러 규모의 강관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해 투자 사전 승인 신청서를 주튀니지대사관에 제출함.

2. 한·튀니지 양어협력
1984.10. 튀니지 농림장관은 Boughrara 해에서의 양국 간 양어협력 및 양어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합의의정서 체결을 한국 정부에 제의함.

3. 튀니지 민간 경협사절단 방한
튀니지 기업인 29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1984.10. 방한하여 상공부, 상공회의소, 해외건설
협회 등을 방문하고 한국 기업인들과 합동회의를 개최함.

4. 튀니지 경제사절단 방한
튀니지 경제성 상역국장, 국영 포도주회사 사장 등을 포함하는 경제사절단이 1984.11. 방한하여
외무부, 상공부, 상공회의소 및 업계를 방문하고 인광석, 올리브유, 포도주 등의 수출 문제를
협의함.

- 외무부 방문 시에는 양국 간 공동위원회 개최 문제도 협의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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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니지 측은 1984.10. 튀니지 수상 방한 계기에 합의의정서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주튀니지대사관 및
국내 관련 부처들은 의정서 체결에 회의적 반응 표명

한·호주 경제각료 합동회의. 서울,
19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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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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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과/통상정책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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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2. Robert J. L. Hawke 호주 수상의 방한 기간 중 양국 간 경제각료 합동회의가 개최되어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회의 개요
1984.2.6.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개최
한국 측: 경기원 장관 겸 부총리, 재무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상공부 장관, 동자부 장관, 주호
1174

주대사, 외무부 차관, 해협위 기획단장 등 8명 참석
호주 측: 호주 수상, 주한대사, 수상비서실장, 통상부 차관, 수상성 국제담당 차관보, 외무성
북아담당국장 등 8명 참석

2. 한국 측 요망사항 협의 내용
교역 불균형

- 호주 측은 한국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호주 시장을 적극 조사 연구할 것을 권고
호주 개발사업 참여

- 호주 측은 인력개발 문제는 이민법, 노조 관련 민감한 사항이므로 케이스별 검토 약속
자원 개발

- 호주 측은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건설은 주 정부 소관이며, 자원, 기술, 에너지 협력은 계속 협의 희망
기타 협력

- 호주 측은 과학기술, 금융 분야 협력 및 항공협정 체결 문제는 실무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 추진 필요성
언급

3. 호주 측 요망사항 협의 내용
호주 1차산품 수입

- 한국은 교역 불균형 시정에 대한 호주 측 노력과 호주 산품의 경쟁력에 따라 수입 증대가 결정된다고
언급
다자간 무역협상

- 한국은 지역협력 제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선진국의 주장에는 우려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더 검토
되어야 함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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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제11차. 서울,
1984.11.26-27. 전2권. V.1 사전준비

1984.11.26.~27.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국과 독일의 경제실무자 회담 관련 사항임.
1. 회담 격상 문제
1984.6월 독일 경제성은 Dieter von Würzen 경제성 차관이 방한 예정이며 과거 국장급이 수석대
표였던 한·독 경제실무자 회의를 1984년과 85년은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의
한국 정부는 양국 간 경제관계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독일 측의 제의를 수락하여, 매년 상황에
따라 정한다는 조건으로 1984년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결정

1984.8월 독일 측은 1983년 제10차 회담 합의의사록을 1984.11월 제11차 회의 전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측은 10차 회담 당시 수석대표의 해외공관 전보발령으로 불가능하므로
주독일 상무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합의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기로 합의

- 제10차 회의 내용 중 논란이 되었던 한국 기업체의 독일 도자기 문양 및 디자인 도용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독일 상무관 명의의 서신 교환 형태로 해결

3. 제11차 한·독 경제실무자회담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정부대표단

- 이상옥 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임명
훈령

- 뉴라운드에 대한 조건부 수락 입장 설명
- 양국 간 수출입 품목의 상호 보완성 설명
-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 설명
- EC의 수입규제 완화 촉구 및 GSP 수혜확대 요청
- 섬유류 우회 수출 물량 과다 공제에 대한 실무회의 개최 제의
- 한국의 자본 자유화 정책 설명 및 독일의 대한 투자 확대 권유
-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 관련 대형 project에 독일 민간기업 참여 권유
- 한·독 투자진흥 사업 확대 요청
- 한·독 초지 연구 제5차 사업 제의
- 전략 및 테러용 물자의 대북한 수출 자제 요청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983년 제10차 회담 합의의사록 서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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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제11차. 서울,
1984.11.26-27.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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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국과 독일의 경제실무자 회담 결과 보고서 및 관련 자료임.
1. 회의 기간 및 장소
1984.11.26.~27. 서울 외무부

2. 참석자
1176

이상옥 외무차관(수석대표),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교체수석), 김인호 해외협력위원회 투자
협력관, 황길신 외무부 경제협력과장, 변형 재무부 외자정책과장, 오강현 상공부 구주통상과장,
이두현 건설부 해외협력과장, 신정승 외무부 사무관 참석
Dieter von Würzen 경제성 차관, Eger 주한대사, Dittmar 경제성 동남아과장, Beyer 주한대사관
참사관 참석

- 독일 기업인 7인 참석 (일부 회의만 참석)

3. 주요 협의내용
한국 측은 수입자유화 정책을 설명하고 EC의 특혜관세 지원 및 수입규제 완화 촉구
독일 측은 EC에 대한 섬유류 수출은 합작투자를 통해 증대할 것을 권유
한국 측은 외국인 투자자유화 정책을 설명하고 독일 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 및 기술이전 요청
한국 측은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정밀기계, 정밀 광학장비, 전자, 도자기 등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 희망
양측은 국제무역상 보호주의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이 필요한 점에 공감
한국 측은 88 올림픽 라이선스 사업 등을 설명하고 독일 측의 참여 및 협조 요청
한국 측은 전략 물자의 대북 수출 자제를 요청
독일 측은 특허권, 등록상표 보호 등에 관한 한국의 입장에 관심 표명

4. 주요 일정
경제기획원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상공장관,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예방
합의의사록 채택

5. 회의 자료
제11차 한·독 경제실무자 회의자료(외무부 작성)

- 의제, 한국 측 기본입장, 참고자료 등 수록

| 84-101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4-76 / 2 / 1~52(52p)

1984

한·아이티 경제실무협의회. 서울,
1984.7.24

정부는 1984.7.23.~26. 외무장관 초청으로 방한한 Jean-Robert Estime 아이티 외상의 요청으로
양국 간 경제실무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함.
1. 회의 개요
1984.7.24.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
한국 측: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 상공부 통상진흥국장(대리), 해협위 제2협력관, 재무부 해외
투자 과장, 외무부 중미과장, 수출입은행 이사 등 6명

2. 협의 내용
아이티 측는 미국의 카리브 지원계획(CBI)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이 이를 활용할 것과 한국의
금융지원을 요청

- 낮은 생산원가, 세제 혜택 등 외자 기업에 대한 특혜 등을 활용
- CBI를 이용하면 미국 시장 진출이 용이
- 전기, 기계, 섬유, 가구 및 완구 분야 진출 권고
- 조사단 파견 희망
- 수출입은행의 전대차관 공여 희망
양측은 실무협의를 통해 추가 검토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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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측: Estime 외상,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재경산업성 투자진흥 부국장 등 3명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2차.
Brussels, 1984.7.3-4.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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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7.3.~4.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과 EC의 고위협의회 관련 사항임.
1. 개최시기 결정 등 사전준비 협의
1984.3월 외무부는 이원경 외무장관의 유럽 순방 계기에 1984.7.3. 제2차 한·EC 고위급 협의
회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할 것을 EC 집행위에 제의
1984.3월 주벨기에대사는 Thorn EC 집행위원장의 방한(1984.5월) 준비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1178

집행위 측과 고위협의회의 7월초 개최에 의견 일치
1984.4.16. 서울무역회의(Hobart 회의)에 참석한 Luyten EC 집행위 대외담당 부총국장은 외무부
제2차관보와의 면담에서 7월초 제2차 고위협의회를 통해 양국 간 통상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 것을 희망하고, 철강 외에 조선 분야에서도 한국이 OECD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요망

2. 외무장관 구주순방 및 한·EC 고위협의회 자료(1984.5.16. 주벨기에대사관 작성)
벨기에 측 제기예상 사항, EC 측 제기예상 사항, 한국 측 제기 사항 등 수록

3. 대표단 임명, 의제, 훈령 등
대표단

- 이원경 외무장관(수석대표), 신정섭 주벨기에대사, 이복형 외무부 구주국장, 김인호 해외협력위 투자
협력관,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황경호 과기처 기술개발관 등 11명 참석
- Davignon EC 집행위 부위원장, Luyten 대외담당 부총국장 참석
의제 및 훈령

-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을 설명하고 상응하는 EC의 호의적 대한 통상정책 유도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지적 및 GATT 작업계획 관련 개도국 입장과 뉴라운드에 관한 한국 입장 설명
- 대중국(구 중공) 공동 진출 관련 협력 모색, EC 측의 수입규제 완화 필요성 지적 등

4. 주요 논의사항
양측의 경제 현황, 국제경제에 관한 의견 교환
GATT 작업계획의 성공적 완료 필요성 및 컨센서스에 의한 뉴라운드 개최 필요성 공감
기술전문가 교류, 중소기업 간 교류 등 과학기술 협력 추진계획 합의
EC 측은 한국의 일본 차관자금을 사용한 대일 수입증대에 관심 표시
한국 측은 새로운 규제 억제, 기존 규제의 완화, GSP 수혜 개선을 요구

1984

EC 측은 승용차, 담배, 주류 등 139개 관심품목을 전달하고 수입자유화 및 관세인하 요청
한국 측은 섬유, 철강, 신발류 등의 수입규제 완화 요청
조선 분야, 상표도용 문제, VTR 염가수출 문제 등 기타 관심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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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2차.
Brussels, 1984.7.3-4.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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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7.3.~4.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한·EC 고위협의회 관련 자료임.
1. 제2차 한·EC 고위협의회 자료(한·EC 고위협의회 실무회의 자료)(주벨기에 대사관 작성)
양측 대표단 명단, 세부일정, 의제, 의제별 쌍방입장 설명, EC현황, 참고사항 등

2. 제2차 한·EC 고위협의회 회의 자료(외무부 작성)
1180

일반사항, EC와 한국의 경제현황, 세계 경제 현황과 다자간 문제, 교역 증대, 경제 및 기술
협력, 기타 등

3. 제2차 한·EC 고위협의회(영문자료)(외무부 경제국 작성)
Opening Remarks, Adoption of the agenda, Economic Situation and Perspective,
International Relations, Bilateral Relations 등

4. Gaston Thorn EC 집행위원장 면담 자료, Etienne Davignon EC 집행위 부위원장 면담 자료
한국은 지속적인 수입개방정책을 취하고, 경협과 교역을 다변화하기 바라며 EC에 대한 관심도
증대
자본 및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 강화를 희망

5. 이원경 외무장관 개막 연설문(영문)
양측 간 경제관계는 전통적 우호관계에 기초한 기대에 미흡
보호무역주의 및 개도국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EC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
한국의 무역자유화 노력에 상응하는 EC 측의 수입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
한국의 경제·기술협력 다변화 노력에 대한 EC의 협력이 중요
양측 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는 개별국가보다는 EC 전체
적인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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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핀란드 혼성위원회, 제3차. 서울,
1984.9.24-26

1984.9.24.~26.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국과 핀란드 간 혼성위원회 관련 사항임.
1. 회의 결과(양측 간 회의 결과 채택된 합의의사록 요지)
양측 수석대표는 Mauno Castren 핀란드 외무성 대사 및 박연 외무부 경제국장이 수임
한국 측은 제5차 경제사회 개발 수정계획을 설명하고, 핀란드 측은 자국 경제 현황과 전망을
설명
한국 측은 수입자유화 및 수입관세 인하 정책을 설명하고 관심품목에 대한 특혜무역관세(GSP)
한국 측은 자본자유화 및 자본·기술 다변화 정책을 설명하고 핀란드의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
한국 측은 조선 분야의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핀란드 측은 자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조선 장비 및 기계 공급에 관심 표명
양측은 임업기계, 광업기술, 엔지니어링, 금융,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관심 표시 및 의견 교환
양측은 연구기관 간 협력, 에너지 절약, 순환유동층 연소기술개발, 제3국 건설 진출 관련 협력
등에 대한 의견 교환
양측은 전광판 및 계측장비 구매, 휘장사업 참여 등 88 서울올림픽 관련 사항, 관세공무원 훈련
등에 대해 의견 교환

2. 제3차 한·핀란드 혼성위원회 회의자료(외무부)
토의 의제
회의 일정 및 대표단 구성
의제별 현황과 한국 측 기본입장

- 양국의 경제현황, 통상증진, 경제·기술 산업협력, 제3국 진출협력, 기타
참고자료

- 핀란드 개황, 한국과의 관계, 핀란드 주요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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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확대를 요청

한·가봉 공동위원회, 제2차. Libreville,
19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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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4.5.~7. 리브르빌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과 가봉 간 공동위원회 관련 사항임.
1. 개최 경위
1975.7월 체결된 한·가봉 혼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에 의거, 한국 측 제의로 개최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요르단, 자이르 등과 혼성위원회 연계하여 개최

1182

2. 회의 대표
신정섭 외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윤억섭 주가봉대사, 김해선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김한곤
농수산부 농업정책국장 등 참석
Sylvestre Ratanga 외무협력성 사무총장, Djipano 주한 가봉대사, Mabenga 외무협력성 사무총
장보, Mbula 경제외무성 국장 등 참석

3. 회의 결과(합의의사록 요지)
중개무역을 지양하고 직교역 추진
가봉의 SITRA 및 관세협력이사회 서울 총회 참가 약속
가봉의 유신백화점 운영 정상화 노력 약속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공동 노력 합의
가봉의 철광산 개발 및 철도건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봉 기술요원 훈련 지원 요청
가봉 공예 연수생 초청 및 한국 도자기 전문가 파견 합의
가봉 공예학교에 대한 기자재 지원 합의

4. 한국 수석대표 주요활동
Rawiri 제1부수상, Ntoutoume 상업소비재상, Anchouey 농무상, Mbot 문화상 등 면담, 가봉의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문제 및 공예분야 기술협력 방안 논의

5. 회의 자료
혼성위원회 개회사, 만찬사, 결과보고, 합의의사록, 보도자료, 대통령 앞 보고, 회의 의사진행록 등
외무부 부내 자료, 관계 부처 및 기관 작성 자료, 주가봉대사관 작성 회의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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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1차. Baghdad,
1984.6.10-12. 전2권. V.1 기본문서

1984.6. 제1차 한국과 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교섭 내용, 회의 개요 및 결과 내용임.
1. 개최 경위
1983.3. Ali 이라크 무역상 방한 시 체결된 한·이라크 무역 및 경제기술과학 협정에 의거,
1983.12. 이라크 측이 개최 제의함.
한국 측은 1984.3. 카이로 국제박람회 참가 계기에 상공부장관이 회의 수석대표를 맡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라크 측이 수석대표를 교통체신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수석대표를 건설부장관
의제 협의과정에서 이라크 측은 양국 간 교역증진, 금융지원, 개발사업 참여, 기술협력 등을
희망하였으나, 한국은 금융지원 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표명함.

2. 회의 개요
1984.6.10.~12.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개최
한국 측: 김성배 건설부장관(수석대표), 외무부 중동국장 및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 노동부,
동자부 관계관 참석
이라크 측: Abdul Raheem 교통체신상, 주택건설차관 및 석유성, 무역성 관계관 참석
한국 측 수석대표는 회의 참석 이외에 이라크 제1부수상, 무역상, 광공업상, 주택건설상, 지방상
등을 면담

- 외교관계 수립, 건설협력 강화, 재정지원 문제 등 협의
회의 결과로 합의의사록 채택

3. 주요 합의내용
한국 무역관 설치 검토
이라크 제의 금융지원 의정서에 대해 계속 협의
한국 업체의 이라크 개발계획 참여 지원
이라크 전문가 및 기술자 훈련 지원
관광 교류를 위한 회담 개최
항공 서비스 분야 상호 협조
이라크 전기설비 입찰 및 사우디 경유 송유관 공사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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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경하고 1984.6. 회의를 개최하게 됨.

4. 후속조치
이라크 측은 한국 정부가 건설수주 및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수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출신
용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의하고, 금융지원 의정서 체결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한국 측은 의정서
체결은 불가능하나 건별 금융지원 검토 가능 입장을 표명함.
한국 정부는 무역관 설치, 박람회 참가, 기술 협력 등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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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1차. Baghdad,
1984.6.10-12. 전2권. V.2 자료

1984.6. 제1차 한국과 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 부처가 작성한 회의 자료임.
1. 관계부처의 의제별 자료
건설부, 재무부, 동자부, 상공부, 노동부, 외무부 중동국 등에서 작성한 자료

2. 외무부에서 작성한 제1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회의 자료로 회의 개요, 의제별 입장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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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건설공사 기성금 적기 지급, 관급자재 적기 공급 등 요청 희망
- 동자부는 원유도입 관련, 정유사가 자율결정하며 금년도 도입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이라크 원유 추가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재무부는 금융지원 의정서 체결 관련, 해외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의정서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한·요르단 혼성위원회, 제1차. Amman,
1984.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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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3.27.~29. 암만에서 개최된 제1차 한국과 요르단 간 혼성위원회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정부는 1983.12월 후세인 국왕 및 요르단 정부의 대한 경협확대 요청에 대한 성의표시로서
관민합동 경제사절단을 요르단에 파견하여 혼성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1984년 초 혼성위
개최를 요르단 정부에 제의
1186

- 1983.11.15. 후세인 국왕은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1억 달러의 차관 제공, 인광석 및 염화칼륨
추가 수입을 요청
요르단 측은 혼성위를 장관급 회의로 서울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자이르,
가봉 등과의 혼성위 연계 개최의 일환으로 차관보급 회의를 현지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2. 회의 대표
신정섭 외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김재성 주요르단대사, 김한곤 농수산부 농업정책국장, 금정호
외무부 중동과장, 윤증현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서사현 상공부 아중동통상과장 등 참석
Omar Dokhgan 국가기획위원장(수석대표), Fariz 국가기획위 사무총장, Sweis 국가기획위 사무
총장보, Al-Saed 공업개발은행 부국장 등 참석

3. 회의 결과(합의의사록 요지)
요르단산 인광석 및 염화칼륨 수입 확대 합의
PVC, 혁제의류, 여행용품, 도자기, 양수기, 관광 분야 민간합작 투자 장려 합의
요르단 기술훈련생 초청, 한국 전문가 파견 합의
한국 근로자 입국 및 체류 관련 협조 합의
한국 측은 사회보장보험료 면제협정 체결 요청
문화인 교류 등 양국 문화교류 확대 합의

4. 수석대표 활동
Nijm 공공사업성 장관, Jaber 노동장관, Tash 외무차관 등 면담, 건설 분야 협력 및 한국 노동자
노동환경 문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문제 협의
기자회견을 통해 중동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 84-1023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4-76 / 10 / 1~283(283p)

1984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1982-84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 공동위원회 개최 준비에 관한 내용임.
1. 1982년
나이지리아 측은 1982.7월 Oyagbola 국가기획위원장이 방한하여 경제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하고
서울에서 제1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바,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하고 회의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Oyagbola 위원장의 방한이 불가능하게 되어 회의 개최가 무기 연기

- 한국 측은 김동휘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추진

나이지리아 측은 1983.4월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구체적 개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 차이로 합의되지 못하였고, 나이지리아 측은 총선 후 1983.10월 또는 11월에
한국 측이 일자를 제시할 것을 다시 제의

3. 1984년
1984.8월 나이지리아 측은 공동위원회를 1984.10.22.~26.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한국 측이 1984.10.29.~11.3. 개최를 수정 제의하였으나, 1984.9.13. 나이지리아 측은 국가기획성
장관의 사정으로 공동위원회를 1985년으로 연기한다고 통보

4. 양국 간 현안사항(회의 준비 자료 요지)
철도차량 생산 합작공장 설립, 석유화학 공업단지 건설, 정유공장 건설참여, 화력발전소 건설
참여 등 경제협력
단기 기술연수생 방한초청 교육, 농수산 분야 협력 등 기술협력
방산 분야 협력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
나이지리아산 원유 구매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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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8차. 서울,
1984.10.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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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0.30.~11.1.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국과 네덜란드 간 공동위원회 관련 사항임.
1. 개최 경위
1984.4월 네덜란드 정부는 제8차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를 1984.10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1974.10.16.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에 의거 1975년 이후 매년 개최
1188

1983.11월 제7차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양국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제4차 민간경제협력위원회도 공동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키로 추진

2. 회의 대표
박연 외무부 경제국장(수석대표), 황길신 외무부 경제협력과장, 변형 재무부 외자정책과장,
이인형 농수산부 낙농초지과장, 오강현 상공부 구주통상과장 등 참석
Huibregtse 경제성 대외경제 부국장, de Jong 대외무역청 과장, Basoski 대외경제관계위원회
부장 등 참석

3. 회의결과(주요 협의 요지)
한국 화훼 전문가 및 낙농 연수생 네덜란드 파견에 대한 호의적 검토 약속
연구기관 간 협력 필요성 공감 및 표준분야 협력 증진 합의
중소기업 간 협력 가능성 협의
한국 측의 대한 투자 촉구에 대해 네덜란드 측 노력 의사 표시
EC의 특혜관세 유지 및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네덜란드 측 협력 촉구
네덜란드 측은 대한 선박 부품 판매에 관심 표명
서울올림픽 휘장 사업에 대한 네덜란드 측 참여 요청

4. 네덜란드 수석대표 주요 일정
외무차관, 상공차관 예방
전경련, KOTRA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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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5차. London,
1984.12.5-6

1. 회의 개요
1984.12.5. 영국 런던에서 개최
한국 측: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주영대사관 참사관, 재무부 외자정책과장 등 5명
참석
영국 측: Hutton 상공성 차관보(수석대표), 상공성 아주국장, 상공성 한국담당관 등 6명 참석

2. 주요 협의내용
- 영측은 스카치위스키 등 일부 관심 품목의 고관세 유지로 한국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의 의의가
상실되었음을 강조
- 양측은 대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선 전환 가능 품목을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
- 한국 측은 VTR 등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에 우려를 표시하고 컬러 TV 등에 관한 업계 자율규제 협상의
조속한 종결을 희망
- 한국 측은 GSP 수혜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소형차에 대한 EC의 쿼터 재할당을 위한 영국의 협조를
요청
- 영측은 상표 및 지재권 보호에 관심 표명
외국인 투자 자유화

- 한국의 투자 자유화 조치 설명에 대해 영국 측은 금융기관의 대한 진출 확대에 관심 표명
과학기술 분야 협력

- 양국 간 중소기업 분야 협력 및 과학기술 협력 협정 체결 문제 논의
기타 사항

- 영측은 한국의 대형 project 참여 업체 선정 기준에 관심 표명
- 한국은 서울올림픽 휘장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영측의 협조 요청

3. 후속조치
1985.2. 주영대사관은 상공성과 한국 투자 유치단 영국 파견 문제, 과학기술 협력 협정,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고, 자동차에 대한 EC의 GSP 축소 동향에 우려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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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증진 방안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3차. 서울,
1984.2.23-24.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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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2.23.~24.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국과 미국 간 경제협의회 관련 사항임.
1. 개최 경위
미 국무성은 1983.11월 제3차 한·미 경제협의회를 1984.2월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주미대
사관에 통보

1190

- 미측은 버마사태와 관련한 미측의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추진, 한·미 경제협의
회 기능 강화(과학 및 통상 분야 강화), KAL기의 미국 추가 운항 문제, 한국의 북양어업 쿼터 증량 문
제, GSP 공여 문제, IEA 가입 문제 등을 경제협의회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본 회의 개최 전 5개 분야 실무회의 개최

- 무역(상공부-무역대표부), 어업(수산청-국무성), 에너지(동자부-에너지부), 기업 및 투자(재무부-주한
미국대사관), 과학·기술(과기처-국무성) 등

2. 회의 대표
노재원 외무차관(수석대표), 주병국 재무차관, 조익래 농수산차관, 김기환 상공차관, 이봉서
동자차관, 강신조 해협위 기획단장, 신정섭 외무부 제2차관보, 진념 경기원 차관보, 유종탁 농수
산부 차관보, 이종휘 수산청 차장, 이병휘 과기처 원자력 위원 등 21명 참석
Wallis 국무부 경제차관(수석대표), Amstutz 농무부 국제차관, Cooper USTR 대표보, Merklein
에너지부 차관보, Albrecht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 18명 참석

3. 주요 협의내용
한국 측 관심사항

- 한국의 경제정책 및 수입자유화 계획에 대해 미측은 환영하고 개방정책의 지속을 희망
- GSP 수혜연장 요청에 대해 미측은 관심품목에 대한 한국의 시장개방 요청
- 대한 수입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미측은 최대한 협력 제공 언급
- 수입규제 사전 협의체 운영 촉구에 대해 미측은 비공식 운영 희망
- 비상시 에너지 협력에 원칙적 합의 (미측은 구체적 개별협정 체결에 난색 표시)
- 과학·기술 각료급 협력회의 개최 제의에 미측은 검토 약속
- 대한항공의 추가 운수권 행사 요청 관련, 항공회담 개최에 합의
- UNCTAD 적취율에 의거한 새로운 해운협정 체결 제의에 대해 미측은 자유경쟁을 이유로 반대
미측 관심사항

- 1984.1. 개방조치 제외 품목에 대한 개방 촉구

1984

- 항공기 구매, 제2제철소 기자재 공급, 원자력 발전소 건설, 통신위성 사업, 지하철 및 역사 시설 자동
화 등 주요 프로젝트 참여 희망
-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희망
-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요청
- 뉴라운드 적극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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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경제협의회, 제3차. 서울,
1984.2.23-24.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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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2.23.~24.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국과 미국 간 경제협의회 준비 자료임.
1. 한·미 경제협의회 후속조치 현황(1983.9월)
2. 한·미 경제관계 후속조치 방안(1983.11월 재무부)
1983.11월 레이건 대통령 방한을 수행한 McNamar 미 재무장관과의 양국 간 경제현안 협의 및
1192

후속조치 내용

3. 한·미 경제협의회 관계부처 자료
건설부, 농수산부, 체신부, 상공부, 재무부, 교통부, 동자부 등이 외무부에 제출한 한·미 간
현안사항 관련 한국 입장에 관한 자료

4. 한·미 경제협의회 제2차 실무대책회의 자료(1984.2.8. 외무부 경제국)
5. 제3차 한·미 경제협의회 대책자료(1984.2.16. 외무부 경제국)
6. 제3차 한·미 경제협의회 최종대책회의 자료(1984.2.21.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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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자이르 합동위원회, 제1차. Kinshasa,
1984.4.3-4. 전2권. V.1 사전교섭

1984.4. 개최된 제1차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합동위원회 개최 준비를 위한 양국
간 사전교섭 및 국내 관련 기관의 자료 준비 등에 관한 사항임.
1. 개최 경위 및 사전 교섭
1983.3.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에 대해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설립을 제의하였는데, 콩고민주공화국 측은 1981.11. 체결된 양국 간 경제·기술·과학·사회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거 양국 간 제1차 합동위원회를 1983년 중 개최하고 경제협력
한국 정부는 국내 사정으로 1984년 상반기에 동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984.1.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 예방 시 모부투 대통령은 양국 합동위원회에 관심을 표시하고 콩고민주
공화국 측은 특히 농업분야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언급함.

- 1984.2.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 아주국장은 콩고민주공화국 측 관심사항으로,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재정지원, 무상원조, 연불수출 규모 및 호텔, 병원, 합판공장 시공계획의 조속한 이행 등을 거론
양국 정부는 한국 대표단의 요르단 및 가봉과의 합동위 일정 교섭, 콩고민주공화국의 국내
사정 등을 고려한 일정 조정 결과 1984.4.3.~4. 킨샤사에서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함.

2. 훈령 및 양국 간 현안
훈령 내용

- 양국 간 상호 보완적 교역증대 모색
- SITRA(서울국제무역박람회) 84 및 서울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참가 요청
- 해운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 민간 기업에 양국 간 합작투자 권장
-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용의 표명
- 문화, 예술, 출판물 상호 교류 추진
국내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외무부에 제출한 현안 사항

-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활성화(상공회의소)
- 럭키개발의 합판공장, 병원, 호텔 공사 현황(해외건설협회)
- 양국 간 교역 현황, 산업협력 증진 방안, 합작투자 증진 방안, 민간협력 방안(상공부)
- 전통예술단 교환, 방송프로그램 교환, 문화계 인사 초청(문공부)
- 농업개발 참여(농수산부), 기술훈련생 초청(과기처)
- 투자보장협정 체결, 서울 CCC 총회 참가 요청(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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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도 동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함.

한·자이르 합동위원회, 제1차. Kinshasa,
1984.4.3-4.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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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4. 개최된 제1차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합동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및 관련
자료임.
1. 회의 개요
1984.4.3.~4.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에서 개최
한국 측: 신정섭 외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이종업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 김해선 외무부
1194

아프리카국장, 김한곤 농수산부 농업정책국장 등 정부대표 11명, 함윤호 롯데 쉬나이더개발
부사장 등 기업대표 3명 참석
콩고민주공화국 측: Lengema 외무성 국제협력 차관(수석대표) 등 참석
합의의사록 및 언론발표문 채택

2. 주요 합의내용
통상진흥

- 무역 정보 교환 확대
- 한국 측은 국산 전자·가전제품, 승용차 등 수입확대 촉구
 경제기술 협력
- 콩고민주공화국 농업개발 계획 참여 가능성 조사단 파견
- 민간 경협 확대 원칙 합의
-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체결
- 럭키개발의 호텔, 병원 공사 조기 시행 지원
- 탕가니카 호수 어업협력 추진
문화협력 등

- 문화, 예술 전문가 교류

3. 수석대표 주요 활동
외상, 기업인 연합회장, 농업성 사무총장, 노동성차관 등 면담, 우호 협력관계 증진, 민간경협
강화, 농업개발 참여, 기능인 양성 협력 등 협의

4. 자료
연설문, 대책회의 자료, 대표단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료, 주요 인사 면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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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1차. 서울, 1984.5.1

1984.5.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국과 콜롬비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1980.3. 콜롬비아 상공회의소 연합회장 주재 회의에서 한·콜롬비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가
결성됨.
1983.2.11. 한·콜롬비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회는 국무총리의 1982.12. 콜롬비아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박수리 합작, 농업·수산분야 합작, 비료공장
1984.2.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 중 민간 경협위를 보고타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콜롬
비아 측은 1984.4. 이를 수락함.

- 1984.4.29.~5.3. 콜롬비아 경제사절단이 방한하는 계기에 개최

2. 개최 결과
1984.5.1.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
한국 측: 김종대 경협위 위원장, 정수창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 참석
콜롬비아 측: Londono 경협위 위원장 대리, Borrero 전 콜롬비아 대통령 등 기업인 16인 참석
공동성명 요지

- 한국 측은 콜롬비아 경제개발 4개년 계획에 대해 관심 표명
- 양측은 콜롬비아 농업, 어업, 전자공업 분야 합작 투자 장려
- 양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통상증진 합의
- 상호 무역박람회 참가 확대 합의
- 섬유산업, 수산물 가공, 합판 제조 등 분야의 합작을 통한 기술지원
- 콜롬비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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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수출 등의 협력 사업에 대해 검토함.

한·일본 민간합동 경제위원회 회의, 제16회.
교토(일본), 19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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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1984.4.5.~7. 일본 교토에서 개최
한국 측: 박태준 한·일 경제협의회 회장 등 회원 63명 참석
일본 측: 히다카 일·한 경제협의회 회장 등 회원 88명 참석
주요의제

1196

- 한국 측의 5개년 계획 수정계획, 개방정책 설명
- 일본 측의 기술개발 정책 및 과제 설명
- 산업기술 협력
- 무역 증진
- 국교정상화 20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위원회 설치
공동성명 채택

2. 주요 합의사항
기술협력 관련, 정부 차원의 기능공 연수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일본 민간기업이 적극
적으로 협력
양국 간 무역 확대균형을 위해 SITRA(서울국제무역박람회) 계기 대한국 구매사절단 파견 및 지
방산품 교역을 위한 자매도시 활동 확대
경제교류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유학생 교환을 양국 정부에 건의
주한 일본 상사의 지위 개선을 위한 일측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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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말레이시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1차. Kuala Lumpur, 1984.9.17

1. 개최 경위
1983.5. 및 1984.2. 대한상공회의소는 말레이시아와의 민간경제협력위원회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말레이시아 측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함.
1984.8. 상공부는 9월에 한·말 무역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민간경제협의회도 동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측도 이에 동의함.

2. 회의 개요
한국 측: 정수창 대한상의 회장(경협위원장 대리), 해태상사 회장, 삼성물산 부사장 등 기업인
23명 참석
말레이시아 측: Abdul Hamid 상공회의소 회장(경협위원장) 등 기업인 30여 명 참석
공동성명 채택

3. 주요 협의내용
말레이시아 측은 팜유, 고무에 대한 쿼터 증량, 수출 공산품에 대한 수입 장벽 완화와 직접교역
및 구상무역의 확대를 요청
한국 측은 교역 증진을 위한 교역품목의 다양화, 한국산 공산품 수입확대, 건설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말레이시아의 적극적 대한 투자, 상호 전시회 참가 및 경제사절단 교류 확대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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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9.17. 쿠알라룸푸르 푸미푸트라 은행 회의실에서 개최

한·멕시코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총회 및
합동회의, 제9차. 서울, 198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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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0. 제9차 한·멕시코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관련 사항임(동시에 한·멕시코 민
간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회를 별도 개최한 문서도 포함).
1. 개최 경위
1982.5. 한·멕시코 민간경제협력위원회는 제9차 합동회의를 1982.10.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멕시코의 금융위기로 대표단 방한이 취소됨.
1198

1984.2.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 경협위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2. 회의 개요
1984.10.19.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
한국 측: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30여 명 참석
멕시코 측: Padilla 한·멕 경협위원장 등 30여 명 참석
주요 의제

- 양국 경제현황 검토
- 통상확대 방안
- 합작투자 증진방안
공동성명 채택
민간경제위 합동회의 개최 직전, 한·멕 경제위 한국 측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규정 개정안 및 임원 개선안을 의결

3. 공동성명 주요 내용
양국 간 통상증진과 교역품목 다양화 노력
국제수지의 균형과 경제개발 계획 수행을 위한 공동 노력
선진국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증진
한국의 미주은행 가입에 공동 관심
자유무역지대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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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파키스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1982-84

1984년에 개최된 한·파키스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 관련 사항임.
1. 제1차 회의
개최 경위

회의 개요

- 1984.4.21. 카라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차 회의 개최
- 한국 측: 김덕영 기업인 단장 등 20명 참석
- 파키스탄 측: Paracha 파키스탄 상의 연합회장 등 참석
- 양국 상의 간 민간 경협위 설치 등 협력관계에 관한 합의의정서 체결

2. 제2차 회의
파키스탄 측은 Paracha 상의 연합회장과 기업인 27명의 방한 기회에 1984.7. 서울에서 제2차
민간 경협위 합동회의를 개최를 제의함.
파키스탄 언론에 보도된 회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파키스탄 경제개발 계획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
- 무역역조 시정 요청
- 산업기술 분야 합작 투자 협의
- 이중과세 방지 협정 및 투자보장 협정 조기 타결 합의
Paracha 회장은 방한기간 중 외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을 방문하고, 주요 기업 및 새마을
운동본부를 방문함.

- 정부인사 방문 시 중국(구 중공), 이란 등과의 3각 협력 추진 용의를 표명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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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3. 주카라치 총영사는 파키스탄 측이 민간 차원에서 친선협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 단체가 주축이 되어 친선협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함. 이에 대해 대한상
의, 전경련 측은 친선협회보다는 파키스탄 상공회의소 연합회 등과 민간 경협위 설립을 희망함.
- 1983.5. 외무부는 대한상의에 대해 한국 기업의 파키스탄 진출 및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 조속한 경협
위 설치를 종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파키스탄 측에 1984년 초 경협위 설립을 제의함.
- 한국 측은 1984.4. 경제기획원 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기회에 기업인단이 수행하여 경협위 합동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1984.3.22. 한·파키스탄 경협위 한국 측 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함(규정
채택 및 회장(김덕영 국제상사 부회장) 등 임원 선출).

한·필리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6차. Manila, 19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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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7. 개최된 제6차 한·필리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관련 사항임.
1. 회의 개요
1984.7.2.~3. 마닐라 만다린 호텔에서 개최
한국 측: 이수영 위원장 외 23명 참석
필리핀 측: Gonzalez 위원장 외 67명 참석
1200

2. 공동성명 요지
남남협력의 표본으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중요성 공감
전자, 봉제품, 신발제조, 자동차 부품 분야 합작투자 가능성 확인
석탄개발, 광산품 직접교역, 조림 사업 및 농산품 합작투자 합의
지열, 에너지, 임산품 개발, 새우양식 등 분야의 기술교류 합의
구상무역 및 swing balance account 방식 교역 추진 합의
TV 부품 합작생산 제3국 수출 모색
기술이전, 선박해체 등 협력
가죽 및 신발제품 기술 및 금융지원 필요성 확인
섬유 생산 분업을 통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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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니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1차. Tunis, 1984.7.10

1984.7. 제1차 한·튀니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관련 사항임.
1. 개최 경위
한국과 튀니지는 1980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립과 양국의 국별 위원회 설립 이후 수년간
제1차 합동위원회 개최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양측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함.
1984.7. 대한상공회의소는 유럽 및 중동지역 경제사절단 파견 계획의 일환으로 튀니지와의
경협위 합동회의 개최를 제의함.

1984.7.10. 튀니스에서 개최
한국 측: 정재덕 경협위 위원장(국제상사 사장), 정수창 대한상의 회장 등 10명 참석
튀니지 측: Belchiria 경협위 위원장 등 20여 명 참석
공동성명 채택

3. 공동성명 요지
교역 증진을 위한 시장정보 및 기업인 간 접촉 확대
선박수리, 화학제품, 전자제품, 제조업 분야 합작투자 장려
관광 증진, 엔지니어링 및 공공사업 관련 합작투자, 기술협력을 위한 조치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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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 협회, 19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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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84년 미·한 협회(US-Korea Society)의 설립 개요 및 활동 관련 내용임.
1. 미·한 협회 설립 경위
1981.9. 유병현 주미대사는 민간부문 한미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미·한 협회(US-Korea Society
또는 Foundation) 창설문제를 David Rockefeller 회장과 협의하였으며, 동 회장의 천거로 James
Voss 전 CALTEX 회장과 수차례 만나 미·한 협회(US-Korea Society)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고
1202

이를 본부에 보고함.
이와 관련,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별도의 실업인 친선협회 설립 추진과 한국 정부의 개입에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국내 관련부처들도 창설 취지에는 찬동하나 유사한 기능의 다른 친선협
회와의 중복문제에 우려를 표시함.
1982.7. Voss 회장의 방한 시 외무부 등 관계부처는 간접적 지원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전두환
대통령은 동 협회 설립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고 관계부처의 지원을 지시함.
1982.9.16. 미·한 경제협의회(US-Korea Economic Council)는 동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미·한 경제문화협의회(US-Korea Society for Business and Cultural Affairs)를 설립할 것을
의결함.
1983.6.27. 미·한 경제문화협의회는 명칭을 미·한 협회(US-Korea Society)로 변경함.

- 1983.8. 뉴욕 주 정부에 법적 등록 완료
- 회장: Voss 회장
- 사무국장: Lakas 전 주한 상무관
- 이사회: 체이스맨해튼은행, 시티은행, 케미컬은행, BOA 등 15개사로 구성
- 회원: 약 90개사
- 활동: 회보 발간, 한국관계 행사 주최 등

2. 창립 이후 주요 활동
총회 개최(83.3.), 재무장관 초청오찬(83.9.), 무역협회장 초청 순회강연회(84.1.), 상공장관 초청
오찬(84.3.), 관민 구매사절단 방미 시 미국 상공회의소와 행사 공동 주최(84.3.), 전 주한 미국
대사 초청 오찬(84.5.) 등
신임회장 Donald Procknow 선출(84.5.)

3. 한국 정부의 지원
한국은 박동선 사건 여파, 미국 상공회의소 반응 등을 고려, 협회의 활동은 자율에 맡기고 지원은
최소화한다는 입장 견지

1984

Voss 전 회장 방한 시 외무부 장관의 감사장 수여(84.7.)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 동 협회 가입을 권장하는 서한 발송(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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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F(유럽경영협의회) 심포지엄,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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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84년 한국과 EMF(유럽경영협의회: European Management Forum) 간의 관련 내용임.
1. 스위스 제네바 소재 EMF는 1982.3. 주제네바대사 및 경제기획원 장관 앞 서한을 통해 Davos 심포지
엄, 동 단체의 연혁과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한국의 참여를 희망함.
2. 1982.12월 EMF는 1983.1. Davos 심포지엄에 한국의 각료급 인사 참가를 요청하였으나, 김건 한국은행
1204

은행감독원장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함.
3. Herren EMF 국제담당 이사는 1983.4. 방한하여 정부 인사들과 한국의 참여 강화 방안을 협의한 후,
상공부장관이 1983.11. EMF 비공개 각료회의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함.
김동휘 상공부장관은 동 각료회의 참가를 계획하였으나 버마 참사로 인한 유고로 불참

4. EMF 측은 1984.1. Davos 심포지엄에 상공부장관 참석을 희망하였으나, 상공부가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1985년 참석 고려) 삼척산업, 럭키그룹, 현대경제일보 등 민간기업 대표만 참석함.
5. EMF 측은 1985.2. Davos 심포지엄 및 비공식 경제장관 회의에 상공부장관 참석을 희망하였으나 상공
부는 불참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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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F(유럽경영협의회) 통상정책에 관한 비공개
각료회의, 1983.11.4-6

EMF(유럽경영협의회)는 통상정책에 관한 비공개 각료회의를 1983.11.4.~6.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함.
1. 회의 개요
회의 목적

- 세계 주요 20개국 통상장관 간에 세계무역체제 및 새로운 무역협상의 추진 문제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 및 과제 점검
- 선진국 :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스위스, 스웨덴
- 개도국 :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유고슬라비아
- 국제기구 : GATT 사무총장, EC 부의장
주요 협의내용

- 무역과 재정 간의 관련성
- 개도국의 부채 및 선진국의 시장접근
- GATT 각료회의 후속조치 및 긴급수입제한 협상
- 새로운 무역협상(뉴라운드) 개시 가능성

2. 한국은 김동휘 상공부장관이 1983.7. EMF로부터 초청 받고 회의 참가를 준비하였으나, 1983.10. 동
장관의 순직으로 회의 참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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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ITC(국제무역센터) 합동자문위 회의,
1983.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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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3.21.~29.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6차 ITC(국제무역센터) 합동자문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 대표
주제네바 대표부 채재억 상무관
김주남 KOTRA 취리히 무역관장
1206

67개국 및 15개 국제기구 대표 참가

2. 주요 의제 및 협의 내용
1982년도 ITC 기술협력사업 활동 보고서 검토

- 아프리카 중심의 최후진국에 대한 지원 감소 주목
- 개도국 상품개발 지원 중요성 강조
- 무역진흥 고급인력 개발을 위한 개도국 상호 인력 훈련 확대 필요성 인식
ITC 제3차 중기계획(1983~85) 검토

- 무역진흥을 위한 6대 주요 프로그램 및 3대 특별 프로그램 시행
- 무역진흥 기구 설립, 수출시장 개발, 특별기술 지원, 개도국 간 공동행동, 최후진국 기술협력, 수출집
약적 지역개발 등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UNDP(유엔개발계획)가 최대 재정기구임을 확인
- ESCAP(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FAO(유엔식량농업기구),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ITC 사업지원 약속
ITC 지위변경 문제

- 각국의 입장 차이로 계속 검토
특기사항

- 선발개도국의 자발적 기여 요구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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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RC(영국 국제무역정책 연구센터) 국제
무역회의, 제2차. 서울, 1984.4.13-15. 전2권.
V.1 사전준비

영국의 민간 국제무역 연구기관인 TPRC(국제무역정책연구센터: Trade Policy Research
Center)가 주최하고 한국 정부가 후원한 국제무역회의가 1984.4.13.~15. 서울에서 개최되어
세계 주요국가의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뉴라운드 및 개도국 참여문제가 논의된바, 동
회의 개최 준비 관련 내용임.
1. 회의 개최 배경
TPRC 국제무역회의 제1차 회의는 호주 Hobart에서 개최되어 제2차 회의 장소를 홍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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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으나, 홍콩의 개최 포기로 TPRC 측이 한국의 KDI를 접촉, 교섭하여 서울에서 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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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가 결정됨.

-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 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 및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목적
으로 동 회의 개최를 후원하기로 결정
경 제기획원 해외협력위원회는 1984.2. 외무부에 영국 TPRC가 주관하는 국제무역회의를
1984.4.13.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고, 동남아 국가 참석자 확보 교섭을 위해 동
지역 주재 공관의 지원을 요청함.

- Corbet TPRC 이사도 1984.2. 외무부를 방문하고 지원을 요청

2. 회의 참가 교섭 준비
한국 정부는 TPRC를 지원하여 GATT 사무총장 및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필리핀, 태국 등 16개
주요국가의 무역담당 각료에게 경제기획원 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하고 참가를 교섭함.
국내 관련 부처들은 공항영접, 오·만찬, 차량, 참석자들의 회의참가 외 면담 등 일정 주선에
관해 업무분장을 통해 준비함.
국내 관련 부처들은 다음과 같은 회의 주요의제에 대해 한국 입장을 수립함.

- 개도국과 GATT 회원국 간의 관계에 관한 GATT 원칙
- 개도국에 대한 특혜 지속 문제
- 개도국의 GATT 내 참여 확대 방안
- 긴급수입제한 협상
- 수량 규제 및 비관세 장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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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RC(영국 국제무역정책 연구센터) 국제
무역회의, 제2차. 서울, 1984.4.13-15. 전2권.
V.2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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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민간 국제무역 연구기관인 TPRC(국제무역정책연구센터: Trade Policy Research
Center)가 주최하고 한국 정부가 후원한 국제무역회의가 1984.4.13.~15. 서울에서 개최되어
세계 주요국가의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뉴라운드 및 개도국 참여문제가 논의된바, 동 회의
결과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개요
1208

1984.4.13.~15. 신라호텔 영빈관 개최
미국,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주요 14개 선진·개도국 무역담당 장관

-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장관, 무역협회장 등 참석
TPRC가 작성한 국제경제 회복을 위한 무역자유화 역할에 관한 보고서 초안(Has the Cavalry
Arrived?)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회의 주제: 개도국의 국제무역제도 참여

2. 회의 결과
보호주의 척결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도모하는 데 정부의 역할, 특히 정치적 결단 강조
경기회복을 위한 무역자유화 노력 강화 필요성 지적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시장 개방 필요성 지적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특혜가 세계적 무역자유화 지연 원인임을, 개도국은 선진국의 수입규
제가 개도국 졸업의 저해 요소임을 주장
뉴라운드 개최 필요성에 개괄적 합의

3. 특기사항
과거 국제무역회의와 달리 남북대결보다 무역자유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회의의 성과
보호주의 극복의 방법론, 개도국 특혜 지속 문제, 뉴라운드 개시 문제에 대하여는 선진국 간의
갈등 노정

- 미국, 독일은 뉴라운드 조기 개시, 일본, EC는 사전 준비과정을 강조
서울 회의 결과에 따라 토의 자료인 TPRC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본을 OECD 각료회의
및 런던 선진국 정상회의 이전에 각국 정부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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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코모로 원조공여국 회의, 제1차. Moroni,
1984.7.2-4

1. 회의 참가 경위
1984.2. 압데르만 코모로 대통령은 방한한 카페 외상을 통하여 코모로 원조 공여국 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여를 요청하는 친서를 전두환 대통령에게 전달함.
정부는 코모로가 버마 사건 관련 북한과 단교하고 KAL 사건 시에는 소련을 강력 규탄하였음을
감안하여 동 회의에 대사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2. 코모로 원조 공여국 회의 내용
- 1982.9. 파리 개최 UN 최빈국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권고에 따라 개최됨(UNDP 지원).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중국(구 중공) 등 17개국 및 23개 국제기구 대표 80여 명 참석
한국 대표단은 주프랑스 대사관 권인혁 공사 및 외무부 최동환 사무관 참석
코모로 정부의 투자계획 설명에 이어 각 대표단이 지원 내용 공약

- 회의 결과, 코모로 정부는 1983~90년 장기 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추가 소요자금 2억 1천만 달러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약 7천만 달러)을 확보함.
- 쿠웨이트, 사우디, 아부다비 등 중동 산유국 국부펀드가 3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한국은 경제기획 수립 전문가 등 조사단 파견, 코모로 연수생 접수, 통신 및 교통 분야 국산기
자재 지원 등 원조내역 발표

3. 회의 대표단 활동
코모로 대통령 예방 시 현금 10만 달러 지원을 포함한 한국측 원조 내역 설명

- 코모로 대통령은 포니 승용차, 소형 트럭, 운동복, 운동기구 등 약 18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요청
명예영사관 개관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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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7.2.~4. 모로니에서 개최

중남미 경제회의, Quito(에콰도르) 1984.1.9-13

| 84-104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4-78 / 5 / 1~98(98p)

1. 회의 개요
1984.1.9.~13. 에콰도르 Quito에서 개최
회의 목적

- 중남미지역 경제위기 타개 방안 협의
참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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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에콰도르 대통령 등 중남미 29개국 대통령, 수상, 외상 및 각료급
대표가 참가
주요 의제

- 라틴아메리카 경제위기 분석 및 공동 행동
- 외채상환 공동대책 강구
- 라틴아메리카 역내 협력 추진
- 선진국의 투자 및 차관 촉구
공동선언(키토 선언) 채택

2. 한국 관련 사항
1984.2. 우르따도 에콰도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중남미 경제회의 개최 경위를
설명하고 선언문을 송부함.
1984.3. 전 대통령은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우르따도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치하하는 내용의 회신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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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채무국 회담. Cartegena(콜롬비아)
1984.6.21-22

1984.6.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중남미 채무국 각료회의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1984.5.19.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4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남미 개도국 채무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중남미 채무국들의 각료급 회의 개최에 합의함.

1984.6.6. 중남미 7개국 대통령은 서방선진국 정상회의에 채무해결 관련 공동서한을 발송함.

2. 회의 개요
1984.6.21.~22.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

- 6.19.~20. 실무급 회의 개최
중남미 11개국 외상, 재무상, 경제전문가 참석
외채문제와 관련, 중남미 국가 간 공동 대처로 채권국과의 정치적 타결 방안 모색
공동성명 채택

- 외채의 금리인하 및 상환조건 완화
- 해외투자 유치 강화 및 국제금융 신용기금 강화
- 공동기준에 따라 각국이 개별적으로 채권국과 외채 재협상
- IMF 긴축정책의 융통성 요구
- 국제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모색 및 재조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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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 및 무역정책 변경
- 선진국 시장접근 확대
- 채무부담 경감
- 개발금융 확대
- 부채 대부조건 및 상환 조건 개선 등

한·일본 협력사업(경제부문) 추진 관계부처
대책회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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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4년 중 한·일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관계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및 일관성 있는
대일 교섭을 위해 수차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한바, 대책회의는
외무부가 주도하고 한·일 협력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관계 사업은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이 별도 회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한 내용임.
1. 대책회의 개최 배경
1212

외무부는 1984.6월 한·일 과학기술장관회담, 7월 한·일 외상회담 등 주요 외교일정에 대비하
고, 1983.1. 나카소네 수상 방한 이후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등을 위해 통일된 정부 입장
을 수립하고자 6.5. 및 6.15. 두 차례 관계부처 대책회의(경제 분야 포함)를 개최함.

- 7월 외상회담 전에 대일 교섭안 일측에 제시 목표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은 경제관계 대책협의를 위해 6.7. 6.21. 및 6.25.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함.

2. 외무부 주최 대책회의 결과
1984.6.5. 제1차 대책회의(외무차관 주재)에서 외무부는 무역불균형 시정, 기술협력 확대, 농어
촌 협력 확대, 에너지 분야 협력, 긴급시 에너지 협력, 국제경제 면에서의 협력 등 한·일 협력
사업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외무부의 역할에 관해 해협위 기획단은 무역역조 등 특정 사업을
다루지만 외무부는 대일 외교 전반을 고려한다고 설명함.
1984.6.15. 제2차 대책회의(외무부 1차관보 주재)에서 관계부처는 무역역조 관련 ASEAN과의
공동보조, 일본 구매사절단 파한 교섭, 과학기술협력협정안 제시, 한·일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치,
농어민 상호교류, 금융 및 서비스 분야 협력 등 의견을 제시함.
외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6.20. 협력사업 초안을 작성함.

3. 해협위 기획단 주최 대책회의 결과
해협위 기획단장 주재 3차례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관계 대책안을 제시함.

- 일본의 대한 시장개방, 구매사절단 파한, 중소기업 분야 협력 등 무역역조 개선
-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공공기관 간 협력, 기능인력 연수, 농수산 분야 기술협력, 에너지 분야 기술
협력 등 산업기술 협력 확대
- 대한 투자 확대
- 태평양 연안지역 경제협력,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대처 등 국제경제 면에서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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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Teltcher, Rudolf IER(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사무총장 방한, 1984.3.27-30

1984.3.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동서교역 중계 전문기관인 IER(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의 Rodolf Teltscher 사무총장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개요
기간: 1984.3.27.~31.
목적: IER 활동 소개 및 1985.4. 비엔나 회의 개최계획 설명
주요 일정: 외무부, KOTRA, 대한 상의, 수출입은행 등 방문

1985.4. 비엔나 회의에 대한 한국 참가 유치 활동

- Economic Relations of Europe - Southeast Asia and Far East가 토의 주제임을 설명
- 아시아-유럽 간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파트너 간 접촉기회 마련
한국의 대동구권 관계 강화에 관한 의견 교환
비엔나 소재 헝가리 은행을 통한 한·헝가리 교역 확대 방안
금융 및 신용조사 관련 국제회의 개최 문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요 협의 내용

1213

경제협력 실무협의단 가봉 방문, 198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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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2. 정부의 경제협력 실무협의단 가봉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파견 경위
1984.9. 봉고 가봉 대통령 방한 시 개최된 양국 확대 각료회의 합의의 후속조치

- 각료회의에서 건설, 수산 및 중소기업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의 연내 파견 합의
1214

2. 협의단 구성
정창 해외협력위원회 제2협력관(단장) 및 외무부, 국방부, 상공부, 건설부, 수산청, 농업진흥청
직원
쌍용, 대우, 삼북산업, 삼원어업 등 민간기업 대표

3. 방문 개요
1984.12.2.~6. 방문
공업성, 무역성, 어업·산림성, 농업성, 공공사업성, 국방성, 외무성, 공예학교, 국영 TV,
SOGACCO 등 방문 협의

4. 주요 협의 사항
한국 기업의 수산업, 목재가공, 소규모 공업 등 참여 문제
교포 업체 활성화, SOGACCO 운영 정상화 문제
한국 수산업체 가봉 근해 진출
임대주택, 방송국 건설 등에 한국 업체 참여 문제
Kango 강 농업개발 타당성 조사
미작 생산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경제전문가 파견 문제
방산품 수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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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경제사절단 이란 방문, 1984.12.17-21. 전2권.
V.1 기본문서

1. 파견 경위
1983.6. 이란 경제사절단 방한 이후 이란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경제사절단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주이란대사대리는 이라크와의 관계개선 및 수교 가능성을 모색하고 대이란 군수
물자 금수조치에 대한 이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사절단 파견을 건의함.
외무부의 의견 문의에 대해 관계부처들도 전후 복구와 관련한 건설 진출, 원유도입 등 관련 대
이란 사절단 파견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

외무부는 1984.8. 사절단 파견을 결정하면서 1983.6. 이란 측 사절단장의 지위(외무성 경제총국
장)를 고려, 외무부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정하였으나, 주이란 대사대리가 이란 정부의 입장을
감안, 경제부처 고위인사를 건의함에 따라 상공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결정함.

- 이란은 외무부의 수석대표 수임은 주변국가 또는 국내 강경파의 반발 초래 가능성 우려

3. 군수물자 금수조치 문제
정부는 사절단 방문 시 한국 정부의 대이란 군수물자 금수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상공부는 동 문제가 사전 해결되지 않으면 사절단 파견이 무의미하다는 입장
표명), 이란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주변 친이라크 국가에 대하여는 한국의 기존입장에는
변경이 없을 것임을 설명하는 등 면밀한 준비를 하였으나, 막상 사절단 방문 시 이란 측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음.

4. 사절단 방문 결과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및 건설부, 외무부, 해외협력위 직원 등 7명으로 구성
주요 일정은 한·이란 경제협의회 개최(2회 개최, 이란 측 수석대표는 Khosrowtaj 상무성 차관),
상무성 장관, 산업성 장관, 국무상, 외무성 경제차관 등 고위인사 9명 면담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한국인 학교 방문
주요 협의사항

-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 및 개발 계획 참여 확대
- 이란 경제조사단 방한
- 이란 상무성 서울사무소 설치, 상품전시회 서울 개최
- 한국 상사 주재원 활동 협조
- 한국의 이란산 광물자원 구매 확대 및 이란산 원유도입 증대(대응구매 방식)

121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수석대표 문제

- 양국 간 수산협력 증진
- 한국산 기관차 수리 협조
- 한국의 민간 무역사절단 이란 파견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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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경제사절단 이란 방문, 1984.12.17-21. 전2권.
V.2 자료

1984.12.17.~21. 경제사절단 이란 방문과 관련한 관계부처 작성 자료임.
1. 상공부 소관 의제 자료
교역 현황, 양국 간 무역 현안, 주요 관심품목, 경제협력, 국제입찰 등

2. 노동부 작성자료
근로자 입국 및 노동허가 취득절차 문제

경제협력 현황 및 추진 방향

4. 건설부 자료
건설공사 현황 및 문제점

5. 주이란대사관 자료
경제사절단 방이 자료

6. 해운항만청 자료
항만수주 확대, 선박사고 정보제공 및 선원 안전보호 문제

7. 동력자원부 자료
원유도입 실적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해위협력위원회 자료

1217

경제관계 실무협의단 일본 방문, 1984.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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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4.9.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1984.8. 관계부처 실무협의단을 일본에 파견
하여 양국 간 경제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짐.
1. 실무협의단 방문 경위
외무부는 1984.9.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주요 경제 현안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경제관계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7.28. 일본 외무성에 제의함.
1218

일본 외무성은 대통령 방일 준비로 합동 실무회의 준비가 어렵고 현안의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함.
외무부는 대통령 방일시 개최될 개별 각료회담에 대한 준비회의의 성격으로 각 경제부처 실무
대표들을 동시에 파견하여 일본 정부의 카운트파트들과 협의하기로 결정함.
1984.8. 해외협력위원회는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여 현안을 점검하고 실무대표단 파견계획을
수립함.

2. 실무협의단 방문 개요
방문 기간: 1984.8.22.~26.
협의단 구성

- 외무부, 해협위, 상공부, 농수산부, 재무부, 과기처 국장 및 과장
- 일본 정부 카운트파트들과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3. 실무협의 주요 내용
외무성: 무역역조 시정, 투자확대 등 양국 간 경제관계 및 현안 전반 협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초안 전달
통산성: 무역 불균형, 관세율 인하, GSP 수혜확대, 대한 구매사절단 파견, 투자 확대, 산업기술
협력
과기청: 한·일 과학기술 장관회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과학기술협력협정 초안 협의, 기계기술
연수원 설립
대장성: 관심품목 관세인하, GSP 수혜 확대, 대한 투자 확대
농수산성: 생사류 교역, 농수산물 관세인하, 농림수산 기술협력
경기청: 개별 각료회담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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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경제사절단 스리랑카 및 몰디브 방문,
1984.12.8-16

1984.12. 스리랑카 및 몰디브에 대한 대통령 특사 자격의 경제사절단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파견 목적
1984.5.(스리랑카) 및 1984.10.(몰디브)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
유엔, 비동맹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

2. 사절단 구성
이경훈 대우 사장 등 민간기업 대표 20명, KOTRA 사장

3. 스리랑카 방문결과
1984.12.9.~12. 방문
통상장관 회담, 민간경협위 개최
대통령, 외상, 공업상, 국토개발상, 보안상 예방 및 면담
주요 협의사항

- 대스리랑카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 주택사업 참여
-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 문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지지
- 나프타, 천연고무, 일루미나이트, 코코넛 제품 수입 확대
- 건설, 수산업, 잠업, 수공예 분야 전문가 파견
- 대한항공의 콜롬보-다란 간 이원권 회복

4. 몰디브 방문결과
1984.12.12.~14. 방문
통상장관 회담, 실업인 간담회 개최
대통령, 외상 예방 및 면담
주요 협의사항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지지
- 수산물 및 섬유, 시멘트 등 상호 수입확대
- 양식, 수경재배, 어업, 조선 합작 투자
- 수산업, 건축업 기술훈련
- 몰디브 수역 수로통항 문제

121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금진호 상공장관 및 주스리랑카 대사, 상공부, 재무부, 해외협력위원회, 수산청 직원

콜롬비아 경제사절단 방한, 1984.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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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4. 콜롬비아 정부는 Pastrana 집권 보수당 총재(전 대통령)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 경제
사절단을 파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Betancur 콜롬비아 대통령 지시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순방
아시아 국가의 발전상, 특히 전자 산업 및 컴퓨터 산업 발전 방안 검토를 위한 산업 시찰
1220

1984.2. 콜롬비아 대통령 비서실 Ochoa 고문이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사절단 방한 취지를 설명
하고 접수 요청

- 한국 정부는 외상급 예우로 방한 초청 결정

2. 사절단 방한 개요
1984.4.29.~5.3. 방한
Pastrana 총재(단장),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정보 담당 고문 및 기업인 15명
대통령 예방, 경제기획원 장관, 외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등 면담
한·콜롬비아 민간경협위 합동회의 개최(대한상의 주최)
삼성전자, 대우중공업 등 기업체, 한국과학기술원, 중앙직업훈련원 등 시찰

3. 방한 중 주요 협의사항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 표명
남남협력의 표본으로서 양국 간 합작투자 확대 희망
전자산업 분야 기업 현황자료 요청
한국 기업의 콜롬비아 전자 분야 투자 확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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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코모로 원조공여국 회의 준비사절단 방한,
1984.5.31-6.2

코모로 대통령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코모로 원조공여국회의 준비사절단이 1984.5.31.~6.2.
방한한바, 추진 교섭 등에 관한 내용임.
1. 방한 경위
코모로 정부는 1984.7. 코모로에서 개최되는 코모로 원조공여국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협의를 위하여 준비 사절단 파견을 희망함.

2. 방한 개요
1984.5.31.~6.2. 방한
Abdourahim 대통령 기술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 3명
외무부, 해외협력위 방문, 삼성전자 시찰
외무부와 원조공여국 준비 실무회의 개최

3. 코모로 측 요청사항
코모로 경제사정 설명
식량원 다원화를 위한 수산, 축산 개발 지원
교통 및 통신망 확대를 위한 항만 건설, 공항 확장 지원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에너지원 개발 지원
인적자원 개발 지원
거주 및 공중 보건 개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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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2. 코모로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코모로 원조공여국회의 참가를 요청하고
준비사절단 파한을 언급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파키스탄
방문, 1984.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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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4. 정부는 신병현 경제기획원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키스탄에 파견하고 양국
간 경협 증진 방안을 협의함.
1. 파견 경위
1983.11. 정식수교 이후 고조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를 활용, 민간기업 간 협력기반 구축
마부 울 하크 파키스탄 기획개발장관 방한에 대한 답방
1222

- 경제기획원은 1984.2. 실무준비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계획을 취소

2. 대표단 방문 개요
1984.4.16.~23. 방문
신병현 경제기획원 장관(단장) 및 해외협력위원회, 경제기획원, 외무부, 대통령비서실, 건설부,
과기처, 상공부 등 정부대표 참여
김덕영 국제상사 부회장 등 민간기업 대표 23명 참여
지아 울 하크 대통령 예방, 기획개발성, 재무·상공·경제성, 공업성, 생산성, 통신성, 동력성,
식량농업성 장관 면담
민간기업 대표들은 파키스탄 측과 한·파 민간경협위 창립총회 개최

3. 주요 협의내용
개발계획 참여

- 한국 측은 파키스탄 6차 경제개발계획에 한국 업체의 참여 희망, 칼라박 댐 건설 참여 희망, 한국 업체
입찰자격 완화 요구
- 파키스탄 측은 경제운용 및 개발사업 관련 평가기법 조사를 위한 조사단 파한 희망
무역 및 투자 증대

- 한국 측은 플랜트 및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 확대 희망, 이중과세방지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희망, 파
측 전관수역 내 한국 진출업체 조업 계속 요청
- 파키스탄 측은 자국산 상품 수입 확대, 합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요청
기타 협력

- 파키스탄 측은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지원, 영농 및 저장기술 습득, 파키스탄 은행 서울지점 설립, 경
제기술협력협정 체결 등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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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남덕우 한·미국 경제협의회 회장 미국 방문,
1984.1.14-29

남덕우 한미 경제협의회 회장은 미·한 협회(US-Korea Society)의 James Voss 임시회장
초청으로 1984.1.14.~29. 미국을 방문하고, 미·한 협회의 잠재회원 및 미국 실업인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동향에 관한 연설회를 개최한바,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설회 및 간담회 개최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방문
현지 미국 기업인 및 단체(Asia Society 등) 대상 오찬 연설회 개최

현지 한국 수출 유관기관 및 교포 실업인 대상 만찬 간담회 개최

2. 주요인사 면담
Eckes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 및 Brock USTR 대표를 면담하고, 한국의 GSP 수혜 지속
필요성을 중점 설명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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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현황 설명
- 한국 정부의 수입자유화, 관세율 인하, 투자 자유화 정책 설명
- 대미 구매사절단 파견 계획 설명
-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우려 표명
- 한국에 대한 GSP 공여 축소 가능성에 우려 표명

Willis, Ralph 호주 고용 및 노사관계 장관 방한,
1984.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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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ph Willis 호주 고용 및 노사관계 장관은 1984.9.23.~25. 한국의 직업훈련제도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하여 방한함.
1. 방한 경위
1984.6. ILO 총회 시 우리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방한을 희망하였으며, 노동부 장관이 방한을
초청
1224

2. 방한 개요
고용 및 노사관계 차관, 장관비서관 등 수행
대통령 예방, 외무차관(장관대리), 노동부 장관 면담
대우중공업, KDI, 중앙직업훈련원,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등 방문

3. 특기사항
Willis 장관은 방한 중 호주 정부의 수재의연금 1만 호주달러를 대한적십자 총재에 전달
노동부는 1983.6. ILO 총회 시 한국의 ILO 가입에 대한 Willis 장관의 협조와 관련, 동인에 대해
훈장 수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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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De Donnea, Francois-Xavier 벨기에 개발협력
장관 방한, 1984.8.28-31

François-Xavier de Donnea 벨기에 개발협력장관은 노동부 장관의 초청으로 1984.8.28.~31.
방한함.
1. 방한 경위
1984.2. 노동부는 한·벨기에 간 기술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Donnea 벨기에 개발협력장관을 방한
초청
1225
개발협력성 관방장, 주간지 편집국장, 주홍콩 벨기에총영사 등 수행
대통령 및 국회의장 예방
부총리, 외무장관, 상공장관, 노동장관, 과기처 장관 등 면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창원직업훈련원 방문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 구미공단, 삼성 반도체 등 시찰

3. 특기사항
정부는 Donnea 장관에게 훈장 수여(대통령 예방 시)

- 노동부는 양국 간 기술협력으로 설립된 창원직업훈련원 육성과 관련, 동 장관의 장비 및 전문가 지원,
한국 교원의 벨기에 연수 등 공적으로 서훈 건의
외무부는 동 장관이 한국과 르완다 간 수교를 주선하였다는 주벨기에 대사의 보고에 따라 이와
관련한 면담자료를 준비
노동부는 창원직업훈련원에 대한 제3국인 훈련 등 현안과 관련한 동 장관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주벨기에대사를 통해 사전 교섭 실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방한 개요

Mohammed Fadhil HUSSEIN 이라크 주택
건설성 장관 방한, 1984.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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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mmed Fadhil Hussein 이라크 주택건설성 장관이 김성배 건설부장관의 초청으로
1984.4.12.~18. 방한함.
1. 방한 경위
1982년부터 한국 정부가 방한 초청을 추진하고 1984.1. 방한 의사를 표명
1984.2. 김성배 건설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
1226

2. 주요 일정
대통령, 외무부 장관, 건설부 장관 예방 및 면담

- 대통령 예방 시 양국 간 건설협력과 관련한 공적으로 수교훈장 수훈
도로공사, 주택공사, 현대중공업, 88 올림픽 고속도로 등 방문 및 시찰
올림픽 경기장, 지하철 공사 현장 등 시찰

3. 외무부장관 면담 주요내용
한국 측은 양국 간 영사관계를 외교관계로 격상할 것을 희망하고, 북한의 대이란 무기금수를
대가로 북한과의 수교 재개설에 대해 우려 표명
이라크 측은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을 환영하고, 한국 측의 관계 승격 요청을 상부에 전달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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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Shaikh Ishrat ALI 파키스탄 대통령 경제고문
방한, 1984.4.7-15

Shaikh Ishrat Ali 파키스탄 대통령 경제고문이 민간 경제사절단을 인솔하고 1984.4.7.~15.
방한함.
1. 방한 경위
1982년 이래 Ali 경제고문의 방한 희망과 주이슬라마바드 총영사의 건의로 초청 추진
1982.11. 김동휘 상공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나, 양국이 미수교 상태임을 고려한
파측 요청으로 1983.4. 정수창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의 초청장을 다시 전달
령의 지시로 귀국하게 되어 방한 취소
1984.3. Ali 고문은 민간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한 예정임을 주이슬라마바드 총영사에게 통보

2. 경제사절단 활동 개요
Ali 고문(단장) 및 피혁, 직물, 의료기구, 해산물, 카펫 및 수공예품 업체 대표 등 8명으로 구성
하여 한국, 일본, 홍콩을 방문
방한 목적

- 수출진흥청 후원하에 수출시장 개척
- 수입가능 품목 검토
- 합작 및 기술제휴 모색
주요 일정

- 상공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건설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 예방
- KOTRA 사장, 대한상의 회장, 한·파 민간경협위원장 면담
- 대우중공업, 삼성전자, KIET 시찰
- 경제사절단 개별 상담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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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4. Ali 고문의 일본 방문 기회에 방한이 추진되었으나, 동인이 일본 방문 중 파키스탄 대통

파푸아뉴기니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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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9 / 9 / 1~89(89p)

1. Karl W. Stack 산업개발상 방한
1984.4.21.~29. 방한

- 일본 개최 ESCAP 각료회의 참석 후 방한
현대자동차와 포니 조립공장 설립 등 무역역조 시정 문제 협의 희망
외무장관, 상공장관, 산림청장, KOTRA 사장, 대한상의 회장 면담

-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원목 및 동광 수출, 쌀 생산 기술협력, 타이어 합작 투자 등 협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국타이어, 대성목재, 농업진흥공사 등 시찰
1228

2. Pato Kakarya 건설공급상 방한
1984.6.28.~30. 방한

-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순방의 일환으로 방한
정부의 건설 정책, 정부구매 업무 파악 및 시찰, 새마을운동 시찰 등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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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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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Sonko, Andre 세네갈 노동상 방한,
1984.10.14-19

Andre Sonko 세네갈 노동상은 1984.10.14.~19. 정한주 노동부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함.
1. 방한 경위
1983년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시 노동부 장관의 초청으로 방한이 추진되었으나 일정 문제로
연기
1984.6. ILO 총회 시 정한주 노동부 장관이 구두로 방한 초청하였으며, 1984.7. Sonko 장관은
방한 초청 수락의사를 주세네갈대사에게 통보

대통령, 재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총무처 장관, 외무차관 등 예방 및 면담

- 대통령 예방 시 ILO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등 공적을 고려,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
해외개발공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정수직업훈련원, 새마을 본부 등 방문
울산 및 포항 산업시찰
경주 관광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방한 결과

1229

수단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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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El-Wagie 공업성장관 및 Burhan 건설차관 등 수단 경제관계 고위인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Muhammad El-Bashir El-Wagie 공업성 장관 방한
1984.4.20.~24. 방한
(주)대우 김우중 회장의 초청
수단 Guneid Sugar Co.에 대한 한국 인력고용 문제 협의가 주요 방한 목적
1230

상공부 장관, 노동부 장관, 경제기획원 차관 면담
(주)대우, 해외개발공사, 새마을운동본부, 구로공단 방문

2. Mahmoud Osman Burhan 건설차관 방한
1984.10.22.~26. 방한
양국 간 건설협력 강화를 위해 주수단대사가 방한 초청 건의

- 건설차관 명의로 방한 초청
건설부 차관 면담
(주)대우, 지하철 공사현장, 증권거래소, 인천직업훈련원, 대우자동차, 옥포조선소 등 방문 및 시찰
경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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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BHICHAI Rattakul 태국 경제담당 부수상 방한,
1984.1.18-22

1984.1.18.~22. Bhichai Rattakul 태국 경제담당 부수상의 방한에 대한 사전준비, 면담록, 준비
자료 등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1983.6. 전경환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총장의 태국 방문 시 방한의사 표명
정부는 동인이 태국 집권 연정의 제2당인 민주당 당수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주태국대사
의 의견에 따라, 1983.11. 신병현 경제기획원 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

부인 동반, Patano 의원, 기업인 등 8명 수행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외무부 장관, 민정당 대표위원, 대한상의 회장,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총장 등 예방

- 대통령 예방 시 양국 간 친선관계 기여 공적으로 수교훈장 광화장 수훈
대우자동차 등 산업시찰, KAIST, 판문점 및 땅굴 시찰

3. 예방 및 면담 시 주요 협의내용
버마사건, 북한 상주대사관 설치 문제 관련 태국 측 협조에 사의 표명
캄보디아 사태 의견 교환
태국의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확대 및 관세 인하

- 옥수수, 타피오카, 희귀석 수입확대
- 타피오카 팰릿 관세율 인하
태국의 양국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제의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방한 결과

1231

Regan, Donald T. 미국 재무장관 방한,
1984.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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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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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과/북미과

MF번호

2014-79 / 13 / 1~113(113p)

Donald Regan 미국 재무장관이 1984.3. 한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과 경제 현황,
금융 개방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1. 방한 경위
중국 방문 후 비공식 방한
1232

2. 주요 일정
1984.3.25.~26. 방한
부인, Sprinkel 재무차관 부부, Kingon 재무부 차관보, Sherman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등 수행원 27명 대동
대통령, 경제기획원 장관, 재무부 장관 예방, 미8군 및 판문점 시찰

- Sherman 부차관보는 외무부 장관 별도 예방

3. 주요 협의사항
경제기획원 장관 면담 시 한국의 경제운용 방향, 무역·투자 자유화, 금융개방 문제, GSP 공여
계속 문제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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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79 / 14 / 1~60(60p)

1984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원조 (무상원조) 1984

1. 장기안 주방글라데시대사는 1984.5.28. 주재국에 대한 수해의연금 및 무상원조 제공을 외무부에
건의함.
7.28. 주방글라데시대사는 Ershad 대통령에게 수해 의연금 2만 달러를 전달

2. 외무부는 1984.7.21. Ershad 대통령의 방한 추진과 관련, 미니버스, 안경 등 약 10만 달러 상당의 무상
원조를 제공함.
11.21. 주방글라데시대사는 Chowdhury 외무성 수석차관에게 상기 물품을 전달

84.9월 외무부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이 약속한 라디오 3,000대를 Khan 장관 방한 시
전달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측에 협조 요청
9.22. Khan 장관은 자신의 주미대사 부임 시기가 촉박하여 10월 방한이 곤란함을 통보하면서,
신임 장관이 임명된 후 동건 재추진해 줄 것을 요청
11.26.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는 라디오 3,000대는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시 전달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방글라데시대사는 1984.9월 Khan 주재국 교통장관의 1984.9.23.~30. 방한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1233

한국의 대차드 원조 (무상원조)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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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4-79 / 15 / 1~34(34p)

1. 한석진 주카메룬대사는 1983.11.25. 겸임국인 차드 Habre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국에
대한 의료지원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3.12월 외무부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차드의 한국 입장 지지 및 양국 간 관계증진을 위해
앰뷸런스, 의약품 등 약 17.5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동국에 제공키로 결정
1984.5.14. 주카메룬대사는 상기 무상원조 물품을 차드 외무성에 전달

- 5.22. 차드 외무성은 공한을 통해 무상원조 제공에 대해 사의를 표명
1234

2. 차드 외무성은 1984.9.17. 외교단 및 국제기구 앞 회람공한을 통해 우방국에 대하여 식량, 의약품 등
무상원조 제공을 요청함.
1984.10월 주카메룬대사는 차드에 대한 무상원조 제공을 외무부에 건의
1984.10.23. 외무부는 앰뷸런스 부속품, 의약품 등 1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차드에 제공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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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4-79 / 18 / 1~142(142p)

1984

한국의 대코스타리카 원조 (무상원조) 1984

1. 김재훈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4.3월 주재국 민방위대용 작업복 제작을 위하여 국방색 또는 위장색
복지 1만 미터를 무상원조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4.5월 외무부는 코스타리카와의 기존 우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프차, 군복지 등 21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
1985.1.31. 주코스타리카대사는 Monge 주재국 대통령을 비롯한 관민 고위인사 참석하에 지프차
기증식을 거행

촌사업 작업 광경을 담은 그림 1점과 주재국 한국학교에 대한 방송용 음향기기 1점 지원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4.8월 외무부는 코스타리카 한국학교에 대해 방송시스템 및 악기 등(약 1.5만 달러 상당)을
무상 지원

3.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4.10월 Doris 주재국 대통령 영부인의 요청임을 들어 San Juan De Dion
병원지원 협회에 대한 앰뷸런스 1대 지원을 건의함.
1984.12월 외무부는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앰뷸런스 1대(10,434달러) 지원

123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4.7월 OAS(미주기구) 산하기관인 IICA(미주농업협력기구) 본부에 새마을 농

대중앙아프리카 Bimbo 병원 지원,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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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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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정수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4.6월 Bimbo 소재 의료원에 의료 기자재 및 의약품을 지원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4.7월 외무부는 중앙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앰뷸런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국립병원
지원금(2만 달러) 등 약 1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키로 결정

2.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4.10월 Bimbo 의료원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 리스트를 첨부, 동 의료원에
1236

대한 지원품목을 수정 건의함.
1984.11월 외무부는 명년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결정
1984.12.5.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Nga Gnill-Voue To 외상과 주재국 정부와의 의료협력 협정에
서명

3. 주중앙아대사는 1985.1월 아래와 같은 Bimbo 병원 활성화 방안을 외무부에 건의함.
한국 정부가 지원한 의료장비가 대부분 동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와 많은 차이가 있어 현지
소재 의료기기 수입상을 통해 주문 구입, 설치할 것을 건의
동 병원의 정상운영을 위해 의료장비 추가구입, 병원운영 지원금 등 특별지원(5만5천 달러)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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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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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국의 대코모로 원조 (무상원조) 1983-84

1. 주프랑스대사는 1983.1월 겸임국 코모로의 태풍 피해에 대한 긴급 구호 명목으로 1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제공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3.2.2. 주프랑스대사는 Mlaharli 주프랑스 코모로대사를 통해 구호금(1만 달러)을 전달

2. 1984.3.20. 주프랑스 코모로대표부는 1984.7.2.~4. 모로니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코모로개발 국제연
대회의에 한국이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동 회의에 권인혁 주프랑스대사관 공사, 장동휘 동아프리카과 사무관을 파견하고

- 코모로 치안장비 지원: 36만 달러
- 기술 훈련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상기 제1차 코모로개발 국제연대회의 출장 시 한국 대표단의 주요 활동 내용

- 7.4. Salim 명예영사 사무실에서 Taki 국회의장 등 코모로 주요 정부인사 참석하에 명예영사관 개관식을
거행
- 7.5. Abdallah 대통령 예방 시 총 3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제공계획을 전달(20만 달러는 국산 기자
재를, 10만 달러는 현금 제공)

3. 외무부는 1984.8월 재정 지원금(10만 달러), 승용차, 픽업트럭, 체육용품 등 약 23만 달러 규모의 무상
원조를 코모로에 제공함.
1984.9.28. Said Kafe 코모로 외상은 상기 재정지원금을 코모로 대통령에게 무위 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서한을 외무장관 앞으로 발송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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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의 참가를 계기로 동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아래와 같이 제공키로 결정

한국의 대도미니카공화국 원조 (무상원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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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9월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성 및 대통령실은 주도미니카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농업개발을 위한
장비(트랙터, 불도저, 도로 건설 및 수리 장비 등) 원조, 농수산 분야 기술협력 등을 요청해 옴.
1984.5월 외무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이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심화를 위하여 1983.4월 주한
상주공관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감안, 동국이 요청한 트랙터 10대,
픽업트럭 10대 등 총 154,074달러 상당의 물품을 무상 지원
1984.10.31. 주도미니카대사는 농업장관, 외무차관, 대통령실 간부 등 참석하에 무상 원조물품
1238

전달식을 거행

2. 1984.4월 주도미니카대사는 주재국 관방장관의 요청임을 들어 해변 청소 차량 및 수동식 청소장비를
원조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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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국의 대도미니카공화국 체육장비 지원,
1983-84

1. Scheker 도미니카 체육부 장관은 1983.5.16. 한국 정부가 주재국 체육진흥을 위해 운동기구 제작공장
건설 및 기술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함.
1983.8월 강대완 주도미니카대사는 양국 간 체육교류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외무부에 건의

2. 외무부는 1983.10월 수압식 농구대, 자동 전광판 등 3만 달러 상당의 체육장비를 도미니카에 지원키로
정함.
1984.7.5. 주도미니카대사는 상기 체육장비를 Scheker 주재국 체육장관에게 전달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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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적도 기니 원조 (무상원조)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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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카메룬대사는 1983.7.21. 겸임국인 적도기니 오비앙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국에 대한
협력 사업으로 어업연수생 접수, 어망 및 소형어선 추진기 등 기자재원조 등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3.11월 외무부는 적도기니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선박용 엔진, 어로장비 등 약 1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동국에 제공

2. 주카메룬대사는 적도기니 출장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240

기간

- 1984.1.9.~11.
오비앙 대통령 면담

- 한국 정부의 다량의 어업 기자재 공여에 사의
- 북한과의 단교 촉구
북한 동정

- 신임 북한대사 차명국은 83.11월 말라보에 도착하였으나 대통령은 신임장 접수를 지연
- 북한이 Bata에 건설 중인 회의장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으며 수도, 전기시설, 문짝, 에어컨 설치만 남은
상태
분석 및 판단

- 오비앙 대통령은 Bata의 호텔건설, 도로, 건물건설 등에 한국의 과도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등 남북한
양측으로부터 원조를 받아내려는 의도

3. 주카메룬대사는 1984.9.26. 적도기니 임업·수산 장관실에서 선박용 엔진 및 어로장비 등 무상원조
품 기증식을 거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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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국의 대피지 원조 (무상원조) 1984

1. Tora 피지 농촌개발 장관은 1984.10.4. 김성구 주피지대사 앞 서한을 통해 Burewai 학교시설 개선 및
실직 청년들을 위한 제초기 구입을 위해 3,500달러 지원 요청함.
1984.10.22. 외무부는 친북한 인사인 Tora 장관을 설득, 한국을 이해시키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현금 3,500달러를 전달

2. 주피지대사는 1984.11월 친북 인사인 Tora 피지 농촌개발 장관에게 농장용 트랙터 3대 또는 재봉틀
100대를 무상원조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Tora 장관에게 손재봉틀 100대 기증식을 거행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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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2월 외무부는 Tora 장관에게 손재봉틀 100대를 지원키로 하고, 1985.5.2. 주피지대사가

한국의 대가봉 원조 (무상원조)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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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가봉대사는 1983.6.3. 주재국 내 한국농장(경영주: 김봉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동 농장에 대한
영농장비 무상지원 또는 장기 저리 융자를 외무부에 건의함.
상기 건의에 대해 농수산부, 수출입은행은 지원기준에 부합치 않아 지원이 곤란함을 회보

2. 외무부는 1983.11월, 버마사건 이후 대북한 대응조치 촉구를 위해 김성진 체신부장관이 대통령 특사
로서 1983.12월 가봉 방문 시 국산 농기구 및 국산 자동차 등 약 50만 달러 상당의 대가봉 무상원조
1242

제공을 약속함.
1984.1.6. Koumba Mouity 가봉 대통령 의전실장은 포니 승용차, 트랙터, 중형 및 대형 버스 등을
무상원조해 줄 것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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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국의 대감비아 원조 (무상원조) 1983-84

1. 감비아 외무성은 1982.12.7. 주세네갈 한국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메뚜기떼 대량출현에 따른 농작물
보호를 위해 살충제 구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1983.11.30. 감비아 외무성은 11.19. 공한을 통해 한국이 무상원조한 현대 포니의 부속품 가격을
문의

2. 주세네갈대사는 1984.1.30. 한발 피해를 겪고 있는 감비아에 1만 달러 상당의 식량원조 제공을 외무
부에 건의함.
달러를 동국에 제공
1984.3.22. 유엔 사무총장은 제39차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거 감비아의 복구사업 계획을 위한
각국의 원조를 요청

3. 주세네갈대사는 1984.8월, 9월로 예정된 자와라 감비아 대통령의 방한 시 의약품, 양수기, 경운기 등
약 30만 달러 상당의 대감비아 무상원조 제공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4.9월 외무부는 감비아 대통령 방한 시 3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
외무부는 감비아의 한발 구호를 위해 현금 5만 달러 지원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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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2월 외무부는 국제회의에서 감비아의 계속적인 지지 확보를 위해 식량원조 지원금 1만

한국의 대가나 무상원조,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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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arteifio 가나 청년체육부 장관은 1984.2.3. 주가나대사 앞 서한을 통해 주재국 체육진흥을 위해
카메라 등 홍보장비와 트로피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1984.2월 외무부는 동 장관이 요청한 대형 트로피 4개, 소형 트로피 22개를 송부
1984.4월 국산 카메라, 소형 녹음기 등 지원

2. Obeng 가나 내각수반은 1984.2.24. 동국 주재 외교단을 초치, 긴급 식량 원조를 요청함.
1244

1984.3.22. 유엔 사무총장은 제39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가나의 경제복구 계획을 위한 각국의
기여금을 요청
1984.6.12. 주가나대사는 아프리카에서의 주재국의 비중 등을 고려, 동국에 대한 식량지원을 건의
1984.7월 외무부는 미니버스, 픽업트럭, 자전거 등 5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

3. Joyce Aryee 가나 공보상은 1984.9월 대국민 계몽을 위해 아래 내용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원을
요청함.
공보상 요청 사항

- 각료급 인사 새마을 견학 초청
- 새마을관계 영화필름, 슬라이드 각 1벌
- 포항제철 소개 필름 및 안내서
- 한·가나 문화협정 체결
- GBC(가나방송협회)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Art지 50 Ream 추가지원
외무부 회신 내용

- 각료급 인사 새마을 연수초청은 내년에 검토 예정
- 새마을관계 슬라이드 지원은 가능하나, 영화필름은 국문판밖에 없어 지원 곤란
- 1984.10월 Art지 50 Ream 지원

4. 기타 가나에 제공한 무상원조 내역은 아래와 같음.
1985.9월 Aryee 가나 문교상에게 타자기, 슬라이드 프로젝터, 새마을운동 소개 슬라이드 등 전달
1985.10월 Abdalla 공보상 대행에게 타자기, 카메라 등 기증
1985.10월 가나 언론연구소에 타자기 등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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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국의 대가나 태권도 지원, 1984-85

1. 주가나대사는 1984.2.29. 주재국 내 태권도 홍보를 위해 육군사관 생도용 태권도복, 로링스 의장용
트레이닝 1벌, 국방성에 대한 축구공, 배구공, 테니스공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4.4월 외무부는 주가나대사가 건의한 태권도 용품을 지원

2. 1984.11월 가나 정부는 1985.3.6. 주재국 국경일 경축 행사 시 한국의 태권도 매스게임과 북한의
카드섹션, 매스게임을 동시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함.
주가나대사는 태권도 시범게임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군부대 시범프로그램 등 참고자료,
1984.11월 외무부는 가나 국경일 행사에 대비, 태권도 시범대회 참가자용 태권도복 1,200벌을
지원

3. 주가나대사는 1985.3.6. 가나 독립기념식전 태권도 매스게임이 성공적으로 거행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초등학교, 중학생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
주가나대사는 태권도 매스게임을 성공적으로 거행, 국위를 선양한 곽기옥 태권도 사범에 대한
서훈을 건의

- 동인이 5년 이내 수훈기록이 있어 광복절 재외국민 포상에 장관 표창 수여
1985.4.10. 가나 문교성은 한국 태권도사범 1명 증파를 수락함을 통보

4. 1985.8.22. Amarteifio 가나 청년체육상은 서울개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가나팀에 대한
체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주가나 대사에게 요청해 옴.
주가나대사는 체육부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동 경비를 부담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
체재비는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부담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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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사범 1명 증파, 참가자에 대한 태권도복 지원을 외무부에 요청

한국의 대기네비소 원조 (무상원조)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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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3.7월 대기니비사우 원조용으로 국가원수 5명이 함께 탑승, 카퍼레이드 할 수 있는 차량
구입 가능 여부를 조사 보고토록 재외공관에 지시함.
1983.9월 기니비사우와의 수교 추진을 위해 벤츠, 경운기 및 워키토키, 60인조 군악대용 악기
등을 추가 원조
1983.10월 주뉴욕총영사 보고에 따라 중고 캐딜락을 개조하여 원조(약 4만 달러)

1246

2. Camara 기니비사우 국방상은 1984.2월 국제기계 박인규 부부를 초청하기를 희망함.
1984.3월 외무부는 기니비사우에 원조한 농기구의 조작법지도 등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한국
기술자 파견 및 정미기, 양수기를 원조
1984.7월 외무부는 Almada 기니비사우 외상이 요청한 미니버스 및 픽업트럭을 지원

3. Correia 기니비사우 보건장관은 1984.8월 에티오피아 주재 WHO 대표(기니비사우 인)를 통해 한국
정부가 약 2만 달러 정도의 긴급 구호용 의약품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함.
1984.8.22. 외무부는 기니비사우와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동 장관이 요청한 의약품을
지원

4. 대기니비사우 원조국 회의
회의 기간 및 장소: 1984.5.21.~23. 리스본
토의 의제

- 기니비사우 안정화계획 및 제1차 개발계획 검토
- 제1차 계획에 필요한 410백만 달러 차관
제1차 기니비사우 경제개발계획 주요 내용

- 중점 목표: 재정안정, 경제개발 및 국가건설
- 주요 사업
· 중점사업: 농업, 어업, 산림 및 광산
· 지원사업: 수송, 무역 및 통신
· 장기사업: 교육, 건강 및 문화공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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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국의 대아이티 원조 (무상원조) 1984

1. Yves Anglade 주아이티 명예총영사는 1984.2월 소형 레이더, 미니 컴퓨터 등 기자재 원조를 요청함.
1984.6월 외무부는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대아이티 무상지원 품목을 보고토록 지시
1984.7월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원조 전액(12만 달러)을 의약품 및 의료 기자재로 아이티 대통령
부인 육영재단에 기증해 줄 것을 건의
1984.7월 외무부는 주베네수엘라대사의 건의에 따라 아이티에 대해 무상원조를 제공(12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57종)키로 결정

방한 기간: 1984.7.23.~26.
주요 일정: 외상 회담, 총리 예방, 전방 시찰, 경제협력 실무회담 등
방한 성과

- 해외 인력진출: 농업이민 20세대 파견 추진 합의
- 무상원조 20만 달러 제공, 전대차관 200만 달러 공여, 전문분야 연수생 6명 초청 등
- 경제, 기술, 문화, 과학협력 협정 체결, 공동성명서 발표
- 주한 아이티 상주공관 조기 개설

3. 외무부는 1984.9월 에스띠메 아이티 외상이 요청한 승용차, 앰뷸런스, 픽업트럭, 마이크로버스, 의약품
등 2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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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4.7.26. 아이티 에스띠메 외상 방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한국의 대자메이카 원조 (무상원조) 19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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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1.5월 김용휴 대통령특사의 자메이카 방문(1980.12월) 시 약속한 트럭 6대(9.3만 달러
상당)를 자메이카에 무상원조 제공함.
1982.8월 외무부는 최광수 대통령특사의 자메이카 방문 시 약속한 포니 20대(7.3만 달러 상당)를
무상 지원

2. Seaga 자메이카 수상부인은 1982.10.2. 주자메이카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주재국의 새마을
1248

시범부락 결성, 운영에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
3. 주자메이카대사관은 이영호 대통령특사의 주재국 방문(1983.12.9.)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면담인사: 안보국방상, 노동상, 문화담당 국무상, 교육·청년 및 지역사회 개발상 등
주요 면담내용

- Spaulding 안보국방상은 북한이 전 세계 자유국가의 공적임을 강조하고 자메이카에서도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함.
- 양국 간 체육교류를 위해 Anderson 체육상에게 축구공 1,200개를 원조할 것임을 약속
건의사항

- 축구공 1,200개를 금년 중 전달
- 국방장관 명의로 안보국무상 방한 초청
1983.12월 외무부는 이영호 대통령특사가 건의한 축구공 1,200개, 공기주입기 12개 등 체육용품을
자메이카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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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국의 대세인트킷츠네비스 원조 (무상원조)
1983-84

1. 주도미니카대사는 1983.4.8.~10. 겸임국 세인트키츠 네비스에 출장, 동국의 총독, 수상 등을 면담하
고 단독 수교국에 대한 무상원조(포니 12대, 양어 분야 연수생 1명 초청훈련)를 외무부에 건의함.
1983.4월 외무부는 동국에 5만7천 달러 상당의 차량(승용차 6대, 픽업 6대)을 원조
1983.11.11. 주도미니카대사는 세인트키츠 네비스에 출장, 동국 수상 등 정부각료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원조품 전달식을 거행

2. 1983.11.29.~12.3. 방한 중인 Simmons 세인트키츠 네비스 수상은 자국의 농·어업 개발을 위해 한국
동 요청에 대해 외무부는 84~88년간 매년 20만 달러 상당의 국산 농·어업용 장비를 지원하고
연수생 초청, 전문가를 파견키로 결정

3. Simmons 수상은 1984.3월 주바베이도스대사를 통해 불도저, 덤프트럭 등을 원조 요청해 옴.
1984.7월 주바베이도스대사는 Simmons 수상의 특별 요청임을 강조하면서 덤프트럭, 화물트럭,
불도저 등의 지원을 재차 외무부에 건의
1984.9월 외무부는 양국 간의 무상원조 양해각서에 따라 약 2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트럭
3대, 불도저 1대 등)를 제공

4. Simmons 수상은 1984.11.9. 주바베이도스대사에게 태풍 Klaus호로 인한 수해피해에 한국 정부가
긴급원조를 해줄 것을 요청해 옴.
1984.11월 외무부는 세인트키츠 네비스에 수해의연금 5,000달러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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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1천만 달러의 장기저리 차관 및 12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요청함.

한국의 대라이베리아 원조 (무상원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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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84.8월 봉고차량, 비디오 세트, 포터블 무전기, 축구공, 우비 등을 주재국에
무상원조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4.8월 외무부는 주라이베리아대사의 건의에 따라 미니버스 10대, 워키토키 20대, 우의
2,000벌, 축구공 1,000개 등 약 12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

2. Forth 주한 라이베리아대사는 1984.12.6. 사회학 전공 라이베리아 학생을 한국에 유학토록 초청해 줄
1250

것을 요청함.
Forth 대사는 현희강 아프리카국장 면담 시 한국 정부 초청으로 수학 중인 라이베리아 연수생
이 빈번히 가택수색 등 곤혹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확한 이유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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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국의 대모리셔스 원조 (무상원조) 1983-84

1. 모리셔스 외무성은 1983.7.22. 공한을 통해 1985년에 제2차 인도양 도서국 체육대회를 동국이 주최
할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체육대회 시설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3.9월 주케냐대사로 하여금 모리셔스에 출장, 제3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입장
을 지지토록 교섭하는 한편 대모리셔스 무상원조 품목을 건의토록 지시함.
1983.11월 주케냐대사는 1985년도 인도양 도서국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기간
1983.11월 외무부는 경호차, 미니버스, 경기용 기자재 구입 등 약 15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

- 듀발 부수상에게는 스포츠 용품을 별도로 지원

3. 모리셔스 외무성은 1984.5.10. 경호 차량 10대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공한을 송부해 옴.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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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용할 차량 12대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한국의 대파키스탄 원조 (무상원조)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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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3월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83년도 대파키스탄 무상원조를 약 30만 달러 상당의 한국 제품
으로 해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1983.4월 외무부는 약 30만 달러 상당의 한국 상품을 파키스탄에 공여키로 하고 구체적인 품목을
파키스탄 측과 협의토록 함.
1983.9월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국산 승용차 및 지프차를 공여해 줄 것을 건의
1252

동 건의에 따라 1984.1월 외무부는 포니 10대, 지프차 20대를 파키스탄에 원조
1984.8.30. 주파키스탄대사는 아프칸 난민 구호품 지프차 20대에 대한 기증식을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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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국의 대수단 군 체육장비 지원, 1983-84

1. Zein Abdin 수단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1983.11월 주수단대사에게 자국이 Sports
Medical Association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2명의 스포츠 의사 훈련과 스포츠
기자재 지원을 요청함.
외무부는 스포츠 의사의 국내훈련은 어려우나 스포츠 기자재 원조는 검토 예정임을 통보

2. 주수단대사는 1983.12월 총 5만 달러 내외의 Health Center용 운동기구를 지원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3. Fatih 수단 보안성 훈련원장은 1984.2월 태권도 도복 등 태권도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1984.3월 외무부는 약 3천 달러 상당의 태권도 장비를 지원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3.12월 외무부는 약 5만 달러 상당의 체육장비 16종을 지원

1253

한국의 대스와질란드 원조 (무상원조)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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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와질란드 외무성은 1983.6.27. 주케냐대사 앞 공한을 통해 1983년도 무상원조 품목으로 픽업트럭,
콤비 버스, 마이크로버스 등을 요청함.
1983.7월 외무부는 스와질란드측이 요청한 약 12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

2. 주유엔 스와질란드대표부는 1984.2.1. 공한을 통해 폭우 등 최근의 재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있었
음을 설명하고 의약품, 식량 등 각국의 원조를 요청해 옴.
1254

1984.2월 외무부는 동국의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금 1만 달러 지원
1984.4.12. 주케냐 스와질란드대사관은 상기 현금지원에 감사하는 공한 송부
1984.7.24. 베킴피 스와질란드 수상은 1984년도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에 감사하는 서한 송부

3. Malinga 주유엔 스와질란드대사는 1984.12.6. 주유엔대사에게 1985.1.28.~2.1. 스와질란드에서
제1차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외무부는 예산 집행시기 관계로 회의기간 전 원조집행이 어려움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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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미국의 카리브연안국 지원계획 (CBI) 1984

1. 주미대사는 1984.7.2. CRIA(Council on Religion and International Affairs)가 추진 중인 CBI(Carribean
Bay Initiative) 관계 국제 세미나에 한국대표의 참여를 외무부에 건의함.
CBI 세미나 일시 및 장소: 1984.9.25.~29. 워싱턴
세미나 참석 범위: 카리브 27개국 저명인사 8명, 한국·대만(구 자유중국)·일본·홍콩·싱가포르
대표, USAID 처장 등 미국의 학계 및 경제계 인사 약 20명

2. 정 부는 1984.8월 CBI 세미나에 민경휘 상공장관 자문관, 김은상 무역협회 워싱턴 사무소장이
김기환 해외협력위 기획단장이 참석하여 연설함.
3. CBI 관계 세미나 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음.
한국 측 참석자

- 오찬 특별 연설: 김기환 해협위 기획단장
- 세미나 참가: 민경휘 상공장관 고문, 김덕중 서강대 교수, 박웅서 삼성전자 부사장, 김은상 무역협회
워싱턴 사무소장
김기환 단장 오찬 연설

-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설명하고 한국이 CBI 계획에 관심이 크며 투자 Mission을 파견할 것임을 피력
- 또한 KDI가 주관하는 국제개발 연수 프로그램에 이 지역대표가 적극 참여하기를 제의
CRIA 측은 한국 정부의 참여를“as a co-sponsor”
라고 언급하면서 지원에 감사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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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ist로 참석키로 하고 기부금은 무역협회에서 1만 달러를 지원키로 함. 오찬 Guest Speaker로

가나 원조국 회의, 제2차. Paris, 1984.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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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tchwey 가나 재무·경제기획 장관은 1984.3.22. 주가나대사 앞 공한을 통해 11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대가나 원조국회의에 한국 관계관의 참석을 요청함.
1984.11월 외무부는 동 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다자간 협력회의로서 한국 정부는 가급적
양자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 동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치 않기로 결정
대신 배상길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토록 조치

1256

2. 가나 원조국회의 결과보고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회의 일시: 1984.12.11.~12. Paris
회의 참가국

- 참가국(8):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 국제기구(10): IFC, ADB, BADEA CEC, EIB, IFAD, IMF, OPEC, FUND, UNDP, WFP
- 옵서버(7): 브라질, ECOWAS, OECD, 한국,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FUND, 스페인
회의 결과

- 각국의 지원예상액 450백만 달러 중 양국 간 원조액이 113백만 달러, 다자간 원조액이 368백만 달러
로 추정되나 84년도에 비해 양국 간 원조액이 현격히 저조
- 가나 대표는 현재 자국이 외채 상환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현 외채 상환금을 무상원조로 상쇄해 줄
것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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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대몰디브 원조국회의, Paris, 1984.7.16

1. Jameel 몰디브 외상은 1984.5.14. 주스리랑카대사 앞 서한을 통해 자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해 옴.
1984.6.6. 몰디브 외무성은 자국의 경제문제를 설명할 사절단을 6월 중 파한하겠다고 제의
1984.6월 외무부는 몰디브의 원조 요청에 대하여 통상 제공하는 무상원조의 범주 내에서 검토
할 예정이며, 따라서 원조협의를 위한 몰디브 사절단의 방한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

2. 몰디브 외무성은 1984.6.16. 공한을 통해 1984.7.16. 몰디브 원조국가 특별회의가 Paris에서 개최
1984.6월 외무부는 상기 회의에 배상길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을 파견

3. 몰디브 원조국회의 결과보고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일시 및 장소: 1984.7.16. Paris
참가 국가: 호주를 포함한 11개 원조국 및 8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회의 경과

- 몰디브 외상은 자국의 경제현황 및 전망을 설명하면서 특히 84~85년 기간 국제무역 수지 적자해결을
위해 참가국들의 원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참가국들 대부분이 지지 발언을 하였고 일부는 원조
액수를 표명
- 파키스탄(쌀 2,000톤, 밀가루 100톤 및 의약품 원조), 일본(초등학교 건립 및 교육자재 원조, 타자기,
쌀 등 원조, 선박 현대화 등), 미국(84~85 회계연도 재정차관 1.5백만 달러), 스리랑카(50만 달러 상당의
생필품), 영국(연간 80만 파운드 원조, 84년 원조 양국 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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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임을 통보하면서 동 회의에 한국을 초청함.

세네갈 원조국 회의. Paris, 1984.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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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Dakar 주재 대표는 1984.12.9. 세계은행 주재하에 1984.12월 Paris에서 개최되는 세네갈을 위한
자문 그룹회의에 한국의 참석 여부를 문의해 옴.
1984.12월 외무부는 한국이 아프리카 특정국가에 대한 연례적 다자간 협력에 있어 실질적 기여가
어려운 입장임을 통보
다만 세네갈과의 관계를 고려,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동 회의에 배상길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을 옵서버로 파견
1258

2. 세네갈 원조국회의 결과보고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기간 및 장소: 1984.12.13.~14. Paris
참가국

- 참가국(9):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 국제기구(14): ADB, ABEDA, CEC, EIB, IFAD, IMF, IDB 등
- 옵서버: 한국, 네덜란드
참가국의 원조제공 제의 내용

- 프랑스: 원조액수는 미정으로 재정원조 외 식량원조도 검토 중이고 재정차관액은 6.5백만 프랑
- 이탈리아: 84년도 식량원조 300만 달러, 85년도에는 어업, 위생, 식량원조에 중점
- 구주공동체: Lome 협정에 따라 지원, 재정지원 70백만 ECU, 식량원조 연간 2천만 톤
- 미국: 85년도 총 원조액이 5천만 달러 상당이 될 것으로 그중 15백만 달러는 무상원조이며 식량원조는
약 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일본: 1978년 이래 수력발전소, 농촌개발, 저수지공사 등을 위해 90억 엔을 원조하고 1984년 원조액이
20억 엔이며 85년도 원조액은 상금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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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대보츠와나 합작투자, 1982-84

1. 1983.7.3.~6. 의원사절단(단장: 이상희 의원)의 보츠와나 방문 시, 보츠와나 측은 양국 간 합작투자
실현을 희망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계림물산의 담요생산 합작공장 설치에 관심을 표명함.
상기 관련, 주케냐대사는 계림물산은 현지 파트너와 합작 가계약을 마치고 현지에 합작회사
설립등록을 이미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동건이 성사되도록 계림 측을 지도해 주도록 외무부에 건의

2. 1984.12월 주케냐대사는 계림을 인수한 경덕(주)이 대보츠와나 모포제조 합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경덕의 자본 조달 능력의 한계와 영세성으로 진전이 없으므로 능력 있는 한국 업체의 참여를
1985.3월 상공부는 대보츠와나 모포제조 합작사업에 참여할 투자 희망자가 없음을 회보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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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함.

삼풍(주)의 대엘살바도르 수출자유지역 의류
공장 (Sampoong Salva) 설립, 1979-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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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과테말라대사는 겸임국인 엘살바도르에 1979.7.16.~20. 출장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외상, 국방장관
등을 예방 및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니카라과에 어떤 정권이 수립되느냐는 엘살바도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며 극좌정권이 수립되는 경우 공산좌익계 단체의 움직임이 크게 우려된다고 언급(7.18.)
엘살바도르 외상은 북한의 자국 침투는 아직 없으나 쿠바에서 훈련받은 게릴라들이 엘살바도르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7.17.)
1260

2. 엘살바도르 진출 의류제조 업체인 삼풍 본사는 엘살바도르의 불안한 정세로 인하여 현지 주재원
및 가족 등 총 43명의 신변문제도 염려되는 상황이므로 현지 공장의 철수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1979.9월 외무부에 요청함. 이와 관련, 주과테말라대사는 미국이 제2의 니카라과 사태방지를 위한
사태 수습방안을 제시하는 등 단기간에 급격한 사태악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경우와 같이 1단계 조치로 부인 및 자녀 9명의 철수를 1979.9.21. 외무부에
건의함.
3. 엘살바도르 전국 노동조합대표 등(현지 종업원 230명)은 1980.1.16. 삼풍의 엘살바도르 자유무역지대
소재 공장을 점거, 임금인상 등 27개항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바, 1.20. 노동조합 대표와 공장측
대표 간 임금 50% 인상 및 기타 공장직공의 처우개선에 합의하여 억류 중이던 한국인 종업원 29명을
석방하고 1.21.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키로 함.
1980.1.23. 주과테말라대사는 엘살바도르의 정정불안으로 인한 치안능력의 결여로 한국 종업원
전원을 과테말라로 탈출 조치

- 한국 종업원 철수에 따른 삼풍 공장의 시설 및 원자재 등 회수와 현지 종업원에 대한 급료 등이 문제

4. 주과테말라대사는 1980.7.10. 삼풍의 공장 폐쇄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된 현지인 종업원 및 여공에
대한 퇴직금 등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엘살바도르 자유공단청에 통보하는 등 삼풍
측이 사후 수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0.8월 삼풍 측은 철수 시까지의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및 모든 미지급은 전액 지불하였으므
로 현지 자산의 회수 보장 없이는 잔여 미불금의 추가지불은 어려움을 통보
1981.5.27. 주과테말라대사는 삼풍 사태 해결을 위해 삼풍 로스앤젤레스지사의 주도하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촉구

1984

1984.8월 주과테말라대사는 삼풍 공장은 현재 Industras Integradas(대표: Papini)가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백양(주)이 보낸 한국인 기술자 4명이 일하고 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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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유지(주)의 가봉 비누공장 합작투자,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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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경유지 이배근 전무는 1983.6.7. Mapsi 가봉 제3부수상과 비누공장 건설에 합의하는 메모랜덤을
교환한바, 자본참여 비율은 Mapsi 측이 70%, 애경 측이 30%임.
Mapsi 부수상은 동 합작회사의 가봉 측 개인대표 자격으로 7월 중 방한, 애경 측과 구체적
협의를 가질 예정
1983.9월 주가봉대사는 비누공장 합작사업의 가봉 측 합작선인 Mapsi 제3 부수상이 개인사업과
관련, 재정파탄에 직면하여 거래은행, 채권자들과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
1262

2. 주가봉대사는 1984.9월 AGROGABON(국영 농목축 개발회사)이 팜 씨앗을 이용한 비누제조 등 다목적
공장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AGROGABON은 비누공장 건설을 위해 25~30억 세파의 투자비를 가봉 정부 50%, 프랑스 정부
50% 분담키로 합의한 상태이며 금년 11월경 착수, 공사 기간는 1년 6개월 예정
그간 가봉 비누공장 건설에 몇몇 외국기업이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은 정부 베이스로 추진

3. 주가봉대사는 1984.11.5. Mapsi 제3 부수상과 면담, 대통령의 가봉 방문 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애경과의 화장비누 공장설립 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동 부수상은 AGROGABON 비누공장이 주로 세탁비누 생산을 위한 것이고 애경유지는 화장
비누 생산이 주이며, 공장이 가동되면 가봉 내 시판 및 UDEAC(중앙아프리카관세경쟁동맹)
인근국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종류나 규모 면에서 경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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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코오롱(주)의 세네갈 운동용품공장 합작투자,
1982-84

1. 세네갈 청년체육상은 1982.9.27. 주세네갈대사와의 면담 시 다카 자유무역지대에 운동기구 합작공장
설립에 관해 코오롱 회장과 협의했으며 세네갈 측 합작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할 것임을 언급함.
코오롱 측은 대아프리카 투자 진출에 따른 한국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자금의 우선적 지원 및
해외투자 심의 시 원활한 업무협조를 요청
1983.5.5. 세네갈 측은 코오롱의 다카 자유무역공단 입주를 허가

2. 세네갈을 방문한 코오롱 해외시장 개척본부 김수상 부장은 1983.9월 세네갈 체육성 차관을 면담,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84.2월초 생산을 목표로 하는 투자계획은 보류하겠다고 말함.
상기 코오롱 측 입장에 대해 세네갈 체육상은 주세네갈대사를 초치, 한국 정부가 코오롱 측을
설득하여 최소 규모라도 좋으니 예정대로 공장 건축을 추진하여 84.2월부터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
주세네갈대사는 본건이 주재국 대통령의 관심사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대세네갈
진출을 위해 코오롱 측이 당초 계획대로 스포츠용품 공장건설을 추진토록 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

3. 코오롱 측은 1983.12월 소비시장의 협소, 밀수품의 범람으로 적정가격 유지 곤란, 아디다스의 강력한
마케팅 전략, 불어 사용으로 인한 언어장벽 등으로 경제성이 없어 투자를 취소키로 하였음을 외무부에 통
보해 옴.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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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조사결과가 불투명하여 우선 2~3 컨테이너 분의 운동복을 수출하여 매상실적을 검토한 후

한국유리공업(주)의 세네갈 판유리공장 합작투자,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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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네갈 측 합작선인 SAIM사의 M’
Baye 사장은 1983.10월 한국유리 최영정 사장 및 한국제약 어준선
사장을 항공료 및 체재비 부담조건으로 12.5.~14. 기간 중 초청하면서 동 기간 중 방문가능 여부를
문의함.
한국유리 및 한국제약 측은 M’
Baye 사장과 접촉이 되지 않는 등 이유로 동 기간 중 세네갈
방문이 어려움을 회보
1264

2. 1984.5월 M’
Baye 사장은 5.15.~19. 기간 중 한국 대표단 접수가 가능함을 통보해 온바, 한국유리 측
은 동 기간 중 변일균 부회장, 김윤재 상무이사를 세네갈에 파견함.
3. 세네갈 합작투자 관련, 한국유리 관계자 출장 보고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기간: 1984.5.15.~18.
대표단: 변일균 한국유리 부회장, 김윤재 기획상무
결론

- 세네갈 자체의 수요만으로는 판유리 공장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 서부아프리카연방(CEAO) 6개국을 포함해도 판유리 공장 최소규모 생산단위인 2만 톤에는 훨씬 미달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로서는 공장건설이 시기상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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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금성사의 대 우간다 전자제품 조립, 합작공장
설립 추진, 1984

1. 주우간다대사는 1984.4.30. 한국형 대개도국 경제협력 모델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간다에 중소기업
규모의 공장을 무상건설 지원하고 운영은 합작투자 형식으로 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4.5월 주우간다대사는 현지의 전자제품 조립회사인 Musicraft Manufacturing Ltd.사가 한국의
럭키 금성사와 전자제품 합작조립 공장 건설을 희망하고 있는바, 동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
1984.6월 해외협력위는 상기 건이 이미 양사 간에 추진 중에 있어 민간 차원의 추진이 적절함을
회신

1984.9월 금성사는 상기 counter-proposal에 대해 본래 제안대로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을
유상 공급하고 조립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예정이라고 회신
금성사의 합작투자 거부로 외무부는 동 사업에 관심 있는 여타 국내업체를 물색해 주도록 상공부,
상공회의소 등에 요청
1984.10월 상공부는 우간다의 정세불안 등을 이유로 동국에 합작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업체가
없음을 회보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Musicraft Manufacturing사는 1984.9월 금성사의 제안에 대해 counter-proposal을 제시함.

1265

대 일본 미곡차관 상환교섭,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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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1984.5월 농수산부 및 재무부 관계관을 만나 69년과 70년 일본의 식량성 차관
중 84~86. 3년분을 현물(쌀)로 상환해 줄 수 있는지 타진해 옴.
1984.6월 주일대사는 일측이 현물상환 교섭을 하게 된 배경으로 금년 8~9월에 예상되는 쌀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산 쌀을 수입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때문으로 보고하고 그간
대일 미곡차관 교섭 시 일측의 협력적인 자세를 감안, 한국 측이 현물상환의 여력이 있는 한
일측 요청에 응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
1266

1984.6.5. 야마무라 농림수산 대신은 한국산 쌀 수입에 관한 담화를 발표, 금년의 쌀 작황에
따라 감산면적을 내년부터 완화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한국과 대여미의 현물상환 문제는 금년에
한한 조치임을 강조

2. 주일대사관 이기주 공사는 1984.6.11. 마쯔우리 식량청 장관을 면담한바, 동 장관은 한국 측이 26만
톤을 현물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함.
주일대사는 일측이 수량에 다소 신축성(20만 톤 이하라도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쌀 수입 문제
가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한국 측이 성의 있게 대응할 것을 건의
1984.6.14. 야마무라 농림수산성 대신은 주일대사를 초치, 한국 측이 현물상환 규모를 10만
톤에서 확대해 줄 것과 우선 5만 톤이라도 7월 중 선적해 주기를 요청

3. 한국은 1984.6월 15만 톤의 쌀을 일본에 현물 상환키로 합의하고 5만 톤은 7월중 선적하고 잔여
10만 톤은 8월 이후 조기 선적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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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감천항 개발사업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차관 도입, 1981-84

1. 감천항 개발계획서(1981.11.1.) 개요는 아래와 같음.
사업주: 해운항만청
사업 목적: 부산항의 보조항으로 개발
소요 자금

- 소요자금: 680억 원
- 조달계획: 차관(5천만 달러), 정부재정(340억 원)

한바, 차관관계 Appraisal Report를 SFD 총재(재무경제성 장관) 앞으로 제출해 주기를 희망함.
1982.10.18. 주사우디대사는 감천항 개발사업 평가 자료를 Mohammed Aba Al-Kail 주재국
재무경제성 장관에게 제출

3. 감천항 개발 사업을 위한 SFD 차관 평가조사단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방한 기간: 1983.2.3.~10.
방문자: SFD 차관 관리이사, 국제담당이사, 수석경제담당 등
주요 일정

- 항만청장, 재무부차관 예방
- 감천항 현장방문 및 차관사업 현황 청취
협의 내용

- 차관제공(5천만 달러) 가능성 시사

4. 1983.11.14. SFD 이사회, 감천항 개발사업 관련 5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승인함.
1984.10.22. 감천항 개발을 위한 SFD 차관협정 서명식이 SFD 총재와 재무부장관 간 거행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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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2.4.20. 주사우디대사는 SFD(사우디 개발기금)의 Jameel 이사와 면담, 감천항 개발차관 관련 협의

충주댐 건설을 위한 일본 OECF (해외경제협력
기금) 차관 인출 기한 연장,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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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6.8. 재무부는 1977.8.31.자 한국과 일본과의 교환각서에 의거, OECF 차관협정에 규정된 차관
자금 인출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인출기한 연장: 1984.7.19.에서 1986.7.19.로 2년 연장
변경 사유

- 토목공사 지연 착공
- 공사물량 증가
1268

2. 주일대사는 1984.6.25. 본건 차관기간 연장교섭은 주한 일본대사관과 외무부 간 진행할 것을 건의함.
일측은 공사 지연사유, 프로젝트 진전 상황, 금후의 공사 스케줄, 정부 예산조치 전망, 금후의
엔차관 사용 스케줄 등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1984.7.9. 외무부는 동 자료를 주한 일본 대사관측에 전달

- 차관 규모: 140억 엔
- 차관협정 체결: 1978.1.20.
- 차관 조건: 연리(3.5%), 기간(7년 거치 13년 상환), 인출기간(1984.7.19.)

3.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1984.7.19. 공한을 통해 동 차관자금 인출기한 연장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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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대아이티 전대차관 공여, 1984

1. 주베네수엘라 아이티대사관은 1984.5.3. 현지 한국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한국의 대아이티 전대차관
공여를 내용으로 하는 한·아이티 경제 및 재정 협력협정안을 송부하여 옴. 아이티 측은 Estime 외상의
7.23.~26. 방한 기간 중 동 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음.
차관 금액: 1,000만 달러
상환 기간: 15년(5년 거치)
상환 조건: 원금 및 이자 매 6개월 상환, 이율 연 4%
자금 용도: 한국으로부터 원자재 및 장비 구입
전대차관 융자조건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아이티에 전대차관을 공여하기 어려움을 회보

2. 주베네수엘라 아이티대사는 1984.6.25. 대만(구 자유중국)의 선례에 따라 한국도 유사한 조건의 차관
을 공여해 줄 것을 희망함.
차관 규모: 4백만 달러
이자 및 기간: 7.5%, 10년(거치기간 2년)
1984.7.9. 한국수출입은행은 아이티 측이 수정 제시한 조건도 수출입은행의 전대자금 융자조건과
차이가 있어 전대차관 공여가 곤란함을 회보

3. 외무부는 1984.7.23. 아이티가 요청한 전대차관 금액 중 200만 달러 정도를 공여해 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함.
1984.7.24. Estime 아이티 외상 방한 시 개최된 양국 간 경제실무 회의에서 아이티 중앙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차관을 공여키로 합의

126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5.23. 한국수출입은행은 아이티의 정치, 경제 상황 및 동국이 제시한 조건이 수출입은행의

대모리셔스 전대차관 공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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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3.7. Seetaram 모리셔스 국회운영위 부위원장(한·모리셔스 친선협회 회장)은 한국으로부터
기술원조 및 전대차관 도입문제를 협의키 위해 방한을 희망함.
2. Seetaram 의원은 1984.3.15.~24. 방한하여 외무장관, 재무차관, 국회 외무위원장, 수출입은행장,
외환은행장 등을 예방하고 대우, 현대자동차, 국제종합기계, 동양 Express 등 업계 관계자와도 접촉함.
동 의원의 전대차관 제공요청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은 200만 달러 한도(연리 10%, 2년 한도의
1270

grace period 고려)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약속
외무부는 한·모리셔스 친선협회 보조금으로 2,000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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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대멕시코 전대차관 공여, 1984

1. 수출입은행은 1984.8.30. 멕시코의 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S.A. 앞 전대자금 공여를
승인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승인일자: 1984.8.28.
여신한도: 5백만 달러
자금용도: 수출입은행 지원 대상품목의 대한 수입결제
이율: 연 10%
선수금: 계약금액의 15% 이상
상환기간: 품목, 금액별로 2~5년
상환방법: 연 2회 균등 분할상환

2. 외무부는 1984.9.13. 상기 수출입은행의 대멕시코 전대자금 공여 사실을 주멕시코대사에 통보함.

127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융자비율: 수출계약 금액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잔액의 100% 범위 내

대필리핀 상품차관 및 철강제품 수출을 위한
무역신용 공여,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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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무역공업성 차관은 1983.12.16. 한국 정부가 대필리핀 수출품에 대해 1~2억 달러의 수출신용
을 공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수입품목: 섬유류, 철강제품, 화학제품(비료 포함)
수출신용 공여조건: 6개월 이상 장기간

2. 대필리핀 신용공여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1983.12.21. 재무부 국제금융국장실에서 개최(주재:
1272

이용성 재무부 국제금융국장)되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수출신용공여는 대금회수에 대한 사후보장 문제가 관건이며 소규모인 경우 보험운영 현황상
큰 risk는 없을 것이나, 1억 달러 이상 장기간 공여는 곤란(상공부, 한은, 수은)
Bridge Loan 공여 관련 시중은행의 직접 참여는 곤란하며, 미국 연방은행과 연계하여 한·미·
필리핀 중앙은행 간의 SWAP에 의한 소액지원 방안 검토(재무부, 한은, 해협위)
필리핀에 대한 Reschedule 허용이 여타국과의 전례가 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

3. 마르코스 대통령은 1984.1.11.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를 송부하여 온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84년도 원자재 공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리핀 국립제철(NASCO)의 포항제철로부터 철강재
수입 계속을 위한 호의적 고려
한국으로부터의 계속적 수입이 가능하도록 필리핀이 어려운 시기에 financing term 공여 및
한국의 필리핀 상품 수입 희망

4. 외무부는 상기 필리핀 대통령의 경제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해외협력위원회에서 관계부처를 망라, 검
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재가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전두환 대통
령의 회신은 1984.3.10. 주한 필리핀대사를 초치하여 전달함.
필리핀으로부터의 기존 수입품목(동광, 원당, 원목 등) 수입은 계속
금융지원은 한국의 국제수지와 재정 형편상 불가능

- 다만, IMF가 긴급 구제금융 결정 시 1천만 달러 미만의 단기 연계차관을 공여
NASCO에 대한 철강재 공급은 포철과 쌍용그룹이 필리핀 측과 합의토록 지원

5. 서울에서 1984.4.13. 개최된 한·필리핀 통상장관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철강재 중간재 공급

- NASCO에 대해 쌍용이 D/A revolving 조건으로 철강재 공급(한도액 23.7백만 달러)
바나나 수입 (84년 중 필리핀산 바나나 7천 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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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대필리핀 Bridge Loan 공여, 1983-84

1. 1984.1.12.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실에서 개최된 대필리핀 대책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참석 기관: 외무부(2차관보), 재무부(기획관리실장), 상공부(아주통상과장), 수출입은행
회의 결과

- 상품차관은 대금회수 보증문제 등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소규모라도 곤란
- Bridge Loan 참여는 IMF 및 미·일의 구체적 지원입장이 밝혀진 후 소규모(2천만 달러 정도)의 참여
검토
- Reschedule은 case by case로 호의적 검토

제3차 한·필리핀 통상장관 회담의 4.12. 개최 제의를 수락하고, 늦어도 동 회의 시에는 한국
측의 지원방안을 통보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내 정치기반 유지를 위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성의 표시

3. 재무부는 1984.10.15. 대필리핀 Bridge Loan 공여를 위한 SWAP 협정을 체결함.
체결일: 1984.10.12. New York
국별 공여금액(총 80백만 달러)

- 한국: 5백만 달러
- 미국: 45백만 달러
- 일본: 30백만 달러
상환일시: 1984.11.30. 또는 필리핀 IMF Stand by 신용 1차 인출 중 빠른 일자
이자: 인출일정 가장 최근에 발행된 3개월 T/B 평균 수익률로 계산하여 미 달러화로 지급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4.3.12. 대필리핀 경제지원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1273

대중공 건설 진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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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홍콩총영사는 1984.1.27. 국제상사 부사장 김정주(미국 국적)가 1984.1.24.~25. 중국(구 중공)을
방문하여 중국 광동성 교통청 부청장 엽영록을 면담, 구강대교 건설공사 수주에 관해 협의한 바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공사 내용은 강폭이 약 1.6km 로 18m 넓이의 대교를 건설코자 하며 자재, 철근, 중장비 등의
구입을 위해 미화 2천만 달러 정도의 외화 차관이 필요
국제상사는 정부 및 본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통보
1274

2. 해외협력위원회는 1984.5월 중국 구강대교 건설공사 참여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위치 및 발주자: 중국 동성성, 구강대교 건설공사(중국 광동성 교통청 산하)
총 비용: 미화 40백만 달러(내자: 26백만 달러, 외자: 14백만 달러)
외자 조달방식 : 총 비용 40백만 달러 중 자재비로 책정된 14백만 달러를 외자로 조달하고
차관 공급자가 자재를 공급
국제상사는 금리차액(1.65백만 달러)을 자사에서 부담할 의사를 표명하고 동 공사에 적극 참여
를 희망한바, 동 공사 참여는 허가하되 금융지원 문제는 국제상사가 재무부, 수출입은행과 협의
하여 이번 공사에 한해 지원방안을 검토토록 조치

3. 외무부는 1984.4월 중국이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으로 1984~88년 시행하는 철도 근대화 사업
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미대사에게 교섭을 지시함.
1984.7월 주미대사는 1980년 중국이 IBRD 가입 시 한국, 이스라엘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을
boycott 국가로 지정하였고 IBRD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상기 사업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기 위
해서는 중국이 한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보고

4. Chen Kang 주말레이시아 중국대사는 1984.7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페낭교 건설공사에 관심을
표한바,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중국대사를 공사현장에 초청해도 좋을지 문의함.
1984.7.10. 외무부는 주말레이시아 중국대사의 페낭교 공사현장 시찰이 한·중국 간 비정치적
분야의 관계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상기 건의를 허가
Chen Kang 중국대사는 바쁜 일정을 이유로 페낭 방문에 소극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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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기니 건설 협력, 1984

1. 외무부는 1984.8월 삼부토건이 Yousouf Diallo 기니 공공사업상을 9.7.~13. 방한 추진 중임을 주세네
갈대사에게 통보하고 동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 보고토록 지시함.
1984.8.21. 주세네갈대사는 Diallo 공공사업상과 면담한바, 동인은 한국의 대기니 건설 진출에
대한 확신 없이 방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우선 공공사업부 조사국 직원을 9.6. 방한토록 결정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언급
1984.8.29. Diallo 장관은 9.13. 출발, 9.16.~23. 방한 예정임을 삼부토건 회장에게 전문 통보했
으나 동인의 국내일정으로 방한이 연기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4.10월 기니 정부사절단(단장: Diallo 공공사업성 장관)을 10.14.~19. 방한 초청키로 함.

1275

국제실업의 건설사업 합작 참여, 19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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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9.1.10. 국제실업이 주재국 국영기업체가 수주하여 시공 중인 수마트라지역
도로 공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P. T. Ninda Karya와 P. T. Adhi Karya와의 합작운영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1979.1.25. 상기 관련, 건설부는 정부가 동 협정 체결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일체 삽입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정부 차원에서의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부에 보고, 그 지침에 따를
것을 요청
1276

2.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2.6월 국제실업의 도로공사 관련 아래 사항을 외무부에 건의해 옴.
국제실업은 인도네시아 도로청이 발주한 남부 수마트라(L-L) 도로공사와 북부 수마트라(P-J)
도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외환은행의 자금지원 여부가 미정인 채 사실상 공사 중단 상태에
있어 발주처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는 등 한국 업체의 건설 진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본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건설업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급히 종합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
1982.7.9. 건설부는 P-J 도로공사는 국제실업이 은행지원 없이 자력으로 시공하고 L-L 도로
공사는 원청회사인 경남기업이 시공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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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이란 전후복구사업(IJPC) 참여, 1980-84. 전2권.
V.1 1980-82.8월

1. 주이란대사는 1981.3.10. 전후 한국 업체의 대이란 건설참여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전후 복구사업은 우선적으로 산유, 정유, 송유시설이 될 것이며 다음으로 도로, 철도, 항만,
군사시설, 주요 생산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예상
한국 건설업체의 대이란 진출 유의사항

- 현지인과의 노사분규 발생 시 발주자, 원청자와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
- 공사비 책정에 있어 건설자재의 앙등, 현지인의 임금인상, 기타 물가급등을 감안
- 선수금, 기성 취하금 등의 본국 송금에 대한 확실한 보장 필요

2. 주이란대사는 1982.6.22. 이란 전후 복구계획 참여 관련, 참여 가능 분야 및 전략을 외무부에 건의해 옴.
참여 가능 분야

- 대규모 프로젝트는 서구 제국과 공동 참여 방식 강구
- 기존 건설 중이던 플랜트 및 건설공사 재개에 참여
- 소규모 소비재공장 플랜트에의 기자재 공급 및 건설
- 시멘트, 파이프, 철강 등 건설기자재 공급
건의 사항

- 상사별 전문 조사단 파견, 기초조사 등 민간상사 베이스의 복구사업 참여
- 한국경제력 소개를 위한 각종 자료 제공

3. 이란 외무성 경제담당 차관은 1982.7.20. 주이란대사와 면담, IJPC 사업(Iran Japan Petrochemical
Complex)에 한국 정부의 참여를 촉구하고 가급적 정부 조사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
1982.7월 상공부는 이란 석유화학단지 복구사업 참여 관련, 기술, 자본 등 막대한 투자가 소요
되는 동 사업에의 참여는 어려운 실정임을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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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현대건설, 신화건설 등 한국 업체의 중단공사 재개전망 등

이란 전후복구사업(IJPC) 참여, 1980-84. 전2권.
V.2 1982.9월-8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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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2.8월 이란 전후 복구사업(IJPC: Iran Japan Petrochemical Complex) 참여문제에 관한
입장을 검토함.
프로젝트 내용

1278

- 생산제품: 정유 분야를 제외한 종합 석유, 화학제품 생산
- 투자규모: 약 31억 달러가 투입되어 공정 65~70%가 진척되었으나 전쟁으로 파괴 및 시설 노후, 완전
재복구할 경우 총 투자액은 55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 투자방법: 이란과 일본 간 50:50 투자
한국 참여문제

- 석유화학공업의 기술수준 미달 및 자금부담 관계상 일본식의 참여는 불가능
- 자금부담 및 기술참여 없이 건설 분야만 참여 가능

2. 한국 정부의 IJPC 조사단은 1982.12.21.~28. 이란 방문 조사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요지는 아래와
같음.
조사단: 최병오 상공부 자문위원(단장), 9개 분야 10명으로 구성
조사보고서 개요

- 전쟁피해 조사 및 복구 문제
- 미완성 공사
- 공장 Management 및 기술진 훈련

3. 대림산업은 1983.6월 이란 NIOC와 Ahwaz 소재 IJPC Feedstock Project 공사재개 교섭을 타결하고
계약을 체결함.
공사명: Ahwaz IJPC Feedstock Project
공사금액: 65백만 달러
9월부터 600여 명의 한국 기술자가 취업 예정이며 향후 주재국 석유성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한국 업체의 참여 계기

4. 1983.7.20. 주이란대사는 7.11.~18. 이란을 방문한 일본 협상단이 이란 측과 협의한 후 다음 조건으로
IJPC 사업을 재개키로 합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이란 측은 동 IJPC 완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일본 측은 완공에 필요한 기술 및 기술자를 제공
이란 측은 차관 1,250억 엔에 대해 1989.7월부터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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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대리비아 건설업체 진출, 1984

1. 주리비아대사는 1984.2월 Hassan 사회보장성 장관, Al Mangoush 대수로 공사 사업상을 면담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Hassan 사회보장성 장관

- 사회보장성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최우선 기준은 입찰가격의 낮은 단가에 두고 있는바, 한국 업체가
가격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
- 82년, 83년 방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라마단 기간을 이용, 방한할 수 있기를 기대
Mangoush 대수로 공사 사업상

2. Mangoush 대수로 공사 사업상은 방한 중 이원경 외무장관과 1984.5.3.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외무장관은 남·북한 관계 현황 및 한국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하고 리비아가 한국 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희망
Mangoush 장관은 한국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및 근로자의 근면성을 칭찬하고 향후 한·리비아
간 경협 증진을 희망

3. 주리비아대사는 1984.5.14. 삼성종합건설이 추진 중인 Howadidi 트리폴리 시장의 방한과 관련, 서울
시장 명의의 초청장을 송부해 줄 것을 건의함.
1984.6.25. 서울시장 명의의 초청장 송부

4. 주리비아대사는 1984.9.25. El Shamekh 주재국 교체성 장관을 면담, 동인이 언급한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한·리비아 항공협정 체결은 현재 검토 중이며 리비아 입장이 결정되면 통보 예정
방한 관련,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초청하면 방한 시기를 검토

- 1984.11월 김성배 건설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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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로 공사는 국가 최고사업이므로 동아가 공사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에게 직접 제기해
주기를 희망
- 금년 4~5월 중 방한할 예정

오만 진출 태화종합건설(주)의 도로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현지 부채문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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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만 살라라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수주, 시행하던 태화종합건설은 1984.2.6. 공사 중단에 따른 현지
부채 청산을 위해 주오만대사관에 도로공사 중단 확인원을 의뢰해 옴.
1984.2.20. 태화건설은 건설부를 통해 본사의 상환능력 결여로 현지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나, 회사 해산 시에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국내외 채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공고를 이행할 계획임을 표명
1984.3.19. 주오만대사는 태화건설의 도로공사 중단에 대한 영사확인서 발급
1280

1984.8.8. 건설부는 태화건설이 부도로 도산되어 태화건설의 현지부채에 대해 정부로서도 협조
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통보하면서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몰수한 11백만 달러 상당의 태화건설
장비, 자재, 기성금, 유보금 등을 현지부채와 상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도록 요청

2. 주오만대사는 1984.9.12. 오만 전신전화국 및 현지 Shell Markets이 태화건설의 부채 해결을 요청하
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1984.10월 외무부는 태화법인이 완전 해체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개인 채무를 정부가 변제할 방안이 없음을 통보
1984.11월 주오만대사는 상기 취지의 공한을 주재국 외무성에 전달
1984.11.11. Yusuf 오만 외무장관은 태화건설의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업체의 오만
진출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3. 외무부는 1984.12월 태화건설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이 공사 이행과 관련한 각종 보증 및 현지금융
담보보증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처 및 관계은행에 지급하였으므로, 발주처는 태화건설의 잔류재산을
몰수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은 이미 충분히 받은 결과임을 지적하고, 주오만대사로 하여금 주재국의
발주처가 장비 등 태화건설의 몰수 자산을 풀어줌으로써 현지인의 채무를 변제토록 교섭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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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제2파나마운하 건설 참여, 1980-84

1. 주파나마대사는 1980.1.10. 주재국 정부의 제2파나마 운하 건설 추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과 Mike Gravel 미 상원의원이 중심이 되어 논의
파나마 정부는 1980.8월중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운하건설을 위한 기술, 예산, 환경보호 및 인력
확보문제 등을 토의할 계획
일본 측 시안은 미쓰비시 및 기타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1984년 착공할 계획(건설
기간 10년, 소요예산: 총 82억 달러 예상)
방식의 추진을 구상

2. 미국, 파나마 양국은 1982.6.26. 제2파나마 운하건설 계획에 일본의 참가를 합의함.
1981.9.30. 미국과 파나마 외상 간 각서교환

- 운하 건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
- 일본을 당사국으로 초청
11월 또는 12월 파나마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회의 개최 예정

- 동 준비회의에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이 관심 표명

3. 제2파나마 운하 건설 사전조사 보고서(1983.1.13.) 요지는 아래와 같음.
신 운하 건설방안

- 해면운하 건설론
- 신 갑문식 운하론
1981.9월 파나마·미국 외교문서 교환

- 1982.12.15.~16. 파나마·미국·일본 3국 간 해면운하 건설 및 준비위 개최
신 운하 건설의 타당성 조사 및 제3국의 가입 여부 등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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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정부는 동 운하 건설문제에 있어 일본, 미국, 파나마 3국 또는 그 이상의 다국적 컨소시엄

대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체 현지법인 설립,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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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부는 1983.7.8. 사우디아라비아 내 해외 건설업체의 자금 운용 현황, 업체 동향, 주재국 동향 등
을 파악하여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사우디 해외건설 용역자금 운용상황 점검체제를 설치, 운용
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협조 요청함.
2. 한국은행은 1983.4.11. 신화건설의 대사우디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
1983.5.12. 주사우디대사는 주재국 정부의 자국업체 보호강화, 지속적인 수주 규모의 확보를
1282

위해 동 합작 사업이 필요하다고 회신

3. 한국은행은 1983.5.6. 한라건설의 대사우디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
1983.5.27. 주사우디대사는 주재국 정부의 자국업체 보호 강화추세와 치열한 수주경쟁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수주를 위하여 동 합작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4. 기타 한국업체의 대사우디 투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1984.4.2. 한일개발의 사우디 현지법인 설립

- 주사우디대사는 지속적인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1984.5.10. 동산토건의 대사우디 투자사업

- 주사우디대사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1984.5.10. 선경건설의 사우디 합작법인 설립

- 주사우디대사는 허가함이 가할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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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태화건설(주)의 사우디아라비아 올림픽위원회
회관 신축공사 문제, 1983-84

1. 사우디아라비아 청년복지성 장관은 1983.1.2. 이석주 태화건설 부사장을 소환, 시공 중인 올림픽위원
회 회관 신축공사가 40일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기 내 필히 준공해 줄 것을 독려하고 상기 관
련, 주사우디대사관 건설관은 2.19.~22. 현지에 출장 후 대책을 건의함.
청화기업의 부족한 기술자(노무관리: 1명, 품질관리: 1명, 기능공: 13명)를 지급 현장투입
청화의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이 대외지급 보증하여 외환은행 바레인 지점에서 현지 융자토록
조치
1283
사우디 올림픽위원회 빌딩 신축공사는 발주처 및 감리단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태화에 의한
계속 시공으로 준공토록 조치
공사 부족자금 충당을 위하여 220만 달러 차입 한도 확보 중
노동부의 송출허가 재개로 추가 소요인력 투입
청화의 부족인원 중 품질관리 기술자는 기존 기술자를 활용하고 기능공은 현지에서 수시로
충원, 공사 부족자금은 현지에서 신용차입 및 조흥은행으로 하여금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3. 주사우디대사는 1984.3.5. 태화건설의 올림픽위원회 건물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외무부에 보고함.
발주처: 청소년복지청
계약액: 56백만 달러
공정: 계획 100%, 실적 99.7%
마감공사 추진현황

- 청소년복지청 장관이 지시한 추가공사는 태화 측에서 시공치 않기로 결정
- 향후 2개월 이내 잔여공사 마감 후 주변 환경정리, 조경공사를 완료예정
공관 의견

- 태화 측은 추가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마무리 작업만 완료되면 hand over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나
공기 초과에 따른 penalty 부과 문제는 아직 언급이 없는 상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건설부는 1983.3월 상기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함.

한·이라크 인력교류 협정 체결 교섭,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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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2 / 6 / 1~62(62p)

1. 1983.7.27. 주바그다드총영사는 1982.11월 Rasoul 주재국 노동사회성 장관 방한 시 제시한 한·이라크
인력교류 협정안 진행상황을 외무부에 문의함.
1983.8.30. 노동부는 한·이라크 인력교류협정안에 대한 검토안을 송부
1983.10.31. 주바그다드총영사는 이라크-모로코 간 인력협정서를 입수하여 송부

2. 외무부 경제국은 1984.1.13. 동 협정안을 재작성, 국제기구조약국 및 노동부의 의견을 문의함.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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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감비아 의료협력, 1983-84

1. 주세네갈대사는 1983.9.5. 감비아 보사부 차관 및 빅토리아 병원장 면담 시 정파의 김동철 의사에
대해 문의한바, 감비아 정부는 김동철 의사를 철수시켜 주기를 희망함.
주세네갈대사는 1984.2월 동인의 계약 만료일을 계기로 동인의 철수와 아울러 감비아에 대한
5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지원을 외무부에 건의

2. 37차 WHO 총회에 참석 중인 M. Jallow 감비아 보건장관은 1984.5.10.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와 면담,
감비아에 파견 중인 한국인 의사 3명이 귀국한 후 후임 파견계획 유무에 대해 문의함.
모의 의약품 지원을 9월 감비아 대통령 방한 시 시행키로 결정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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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감비아 측 요청 관련, 외무부는 감비아 측이 요청하는 분야의 의사 선발이 어려워 적정규

1983-84년도 한·독일 기술협력사업,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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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4월 외무부는 1983/84년도 한·독일 기술협력 사업에 의거한 과학기술처의 사업우선순위별 자금
신청 내역을 독일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1983.12월 독일 측의 자금 배정내역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함.
산업기술대학 설립지원 9백만 마르크, 기계연구소 지원 사업연장 180만 마르크 등 총 2천만
마르크

2. 독일 경협성은 1984.3월 독일 국제개발재단(DSE) 산하 지역연구센터가 해외파견 전문가에게 실시하던
1286

사전교육(3개월) 중 일부를 파견국에서 실시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함.
3.Diettrich Pallman 독일 경협성 한국 담당관은 직업 훈련 자문단 사업 평가와 양국 간 경협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1984.4.30.~5.6. 방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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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광산 재해예방을 위한 한.일본 기술협력 사업,
1982-84

1. 1983년도 한·일 프로젝트 형식 기술협력 요망 수요조사와 관련, 1982.5.22. 과학기술처는 한국동력
자원연구소 측에 광산재해 예방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함.
1982.5.26. 한국동력자원연구소는 동 자료를 제출

2. 상기 광산재해 예방에 관한 일본 측 실시 협의단(단장: 쓰루오카 기소 일본 국제협력단 전문 기술촉
탁)이 R/D 협의 및 서명과 현지시찰을 목적으로 1984.2.26.~3.7. 방한함.
방한 중 외무부, 동자부, 과기처, 동력자원연구소 방문, R/D 서명

3.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한·일 간 기술협력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탄광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험 탄광을 선정, 동 탄광을 집중 감시,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자문을 일본 측이 제공
사업 실시기간: 84.4월~88.3월(4년간)
기술 협력규모: 기자재(1억5천만 엔), 전문가 및 연수생 파견
한·일 기술협력사업 전문가의 면책, 특권에 관한 검토

- 일반적으로 기술전문가에 부여하는 면책, 특권은 기술 수원국이 개별약정 등을 통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제한적이며 주로 면세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
- 따라서 금번 R/D 문안에 상기 손해배상에 대한 한국 정부 보장을 위한 협정체결을 규정하고, 사업은
동 R/D에 근거하여 실시토록 한다는 의견을 일측에 제시

4. 한·일 기술협력 광산재해 보안사업 일측 R/D(안)에 대한 한국 측 수정안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전문가 대우문제

- 기술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대우는 이들의 활동을 용이하도록 양국 간 체결된 약정 등을 통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제한적
전문가의 손해배상 책임면제

- 전문가의 고의나 중대과실일 경우에는 전문가 자신의 책임임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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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협의 시 파견전문가의 면책, 특권 범위 거론

한·일본 순천향병원 모자보건연구소 및 종합
병원 설치사업, 19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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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사회부는 1979.3.13. 한·일 기술협력에 의한 협력 사업으로 모자보건 연구소 및 모자보건 종합
병원 설립을 위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무상원조를 신청함.
목적: 모자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병원을 설치하여 임산부와 소아의 건강생활
을 도모
사업내용

1288

- 모자보건에 관한 최신형 의료기계 설치
- 아동심리 치료실, 영양실, 미숙아센터, 유전 생물학과 등 신설
- 현대적인 산전 산후 관리
소요자금

- 의원(14.5억 원), 내자(16억 원)

2. 일본 외무성은 1979.4월 동 기술원조는 최저 개발도상국에 중점을 둔다는 기본방침으로 한국의 거액
무상원조 요청에 난색을 표함.
1979.11.21. 보사부는 무상원조 신청을 아래와 같이 변경

- 사업기간: 당초 1979년에서 1980년부터 2~3년간으로 연장
- 소요자금: 의료 기자재(3억 엔), 인사교류(1억5천만 엔), 내자 17억4천만 원
1980.1.4. 보건사회부는 모자보건 종합병원 설치사업을 위한 요원을 콜롬보 플랜에 의한 개별
훈련생으로 일본에 파견, 연수하기를 희망

3. 순천향 병원이 추진 중인‘모자보건연구소 및 종합병원 설치사업’
에 대한 일측 조사단이 방한함.
일시: 1984.1.16.~21.
단장: 모리야마 유다카 종합모자보건센터 소장
주요 일정

- 외무부 경제국장, 과기처 기술협력국장, 보사부 보건국장 예방
- 순천향대학 방문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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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국 전력공사·나이지리아 전력공사 간의
전력분야 기술협력, 1982-84

1. 나이지리아 외무성은 1982.6.3.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한국전력이 나이지리아전력공사(NEPA)에
발전, 송전, 배전 분야에 수백 명의 기술 인력을 송출하여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한·나이지리아 양국
정부 간 기술협력협정의 체결을 제의함.
2. 1982.8월 전두환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 시 양국 정부는 전력 유지 및 보수 분야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1982.11.29. 주한 나이지리아대사(도쿄 상주)는 외무부장관에게 300명의 기술인력 파견을 요청함.
1289

적절한 수준에서 부담하는 등 사업의 적극 추진 의사가 있는 경우, 보다 구체 내용 및 조건 협의를
위해 정부예비조사단을 파견할 것임을 통보한바, 동 대사는 주재국 측이 대우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 입장을 추후 결정할 것을 1983.3.3. 건의함.
4. 외무부는 1983.3.24. 관계부처 회의 후 한전 직원(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의 1983.4월경 현지
파견 계획을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통보하였으나, 동 대사는 1983.4.6. 다음의 이유를 들어 주재국
입장이 명확해질 때까지 파견 보류를 건의함.
동 사업이 NEPA 기술자 총파업에 대비한 정치적 고려에서 정부 간 기술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술자를 대량 개별 고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주재국은 주택, 교통비
정도만 지원)
NEPA 측이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입장(노조의 외국인 고용반대 등)이고, 동 기술협력 피초청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13국)도 미온적 반응으로 구체적 제안을 제출한 국가가 전무

5. NEPA 회장은 1983.7.20.~23. 방한하여 1,000달러 정도의 봉급, 주택 및 교통수단 제공 등 조건을 제시
하면서 한국 정부에 한전 기술자 100~150명 파견을 재차 요청함.
6. 정부는 1984.2월 NEPA 측의 제안 내용 협의 및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단 파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4.3.10. 신군부의 경제개발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조사단 파견 보류를 건의함.
7. NEPA의 Hasan 부사장은 예산 등 사정으로 전력분야 기술협력사업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고
1984.3.13.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설명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외무부는 1983.2.26.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주재국 정부가 한국 기술자의 소요비용(항공료, 보수 등)을

한·이탈리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4.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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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국과 이탈리아 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이탈리아 정부는 제1차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1983.7월 개최하고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양측 사정으로 실현 불가
그 후 1984.2.3. 서명 발효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협정은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매 2년마다
1290

양국이 교대로 개최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공동위원회 개최가 본격 검토

2. 회의 개요
1984.5.10.~11. 서울 개최
김지문 과기처 기술협력국장(수석대표) 및 국립공업시험원, 외무부, 과기처 직원 참석
Antonio Mancini 외무성 문화국 부국장 및 외무성, 국립연구센터, 수력공사 직원 참석
주요 합의내용(합의의사록 요지)

- 한국과학재단과 이탈리아국립연구센터(CNR) 간 협력 약정 체결
- 물리학, 농업, 도량형학, 통신, 보건, 전력 분야 공동협력 추진
- 한국 내 이탈리아어 훈련과정 신설 노력
- 원자력 안전, 도시개발, 공해, 교통 분야 전문가 교류 가능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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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자 회의, 제2차.
동경, 1984. 2.20-22

1984.2.20.~22.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과 일본 간 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 관련 내용임.
1. 참석 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김우상 주일대사관 참사관 및 상공부, 외무부, 해외협력위원회,
과기처, 노동부 직원 참석
시바다 마쓰오 통산성 통상정책국장, 외무성, 통산성, 운수성 직원 참석

산업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진

- 산업협력이 경제관계 확대와 우호관계 발전의 중요한 과제임을 공감
기능인력 연수를 위해 4년간 연 2회 1,200명 연수를 목표로 가능한 한 다수 인원 훈련
공공 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해 상공부와 과기처 산하 연구기관 및 일 통산성 산하 연구기관
간 협력 계속 추진 합의
한·일 과학기술 장관 회의 조속 재개 합의

3. 대표단 활동
기능인력 연수 설명회 개최

- 도쿄 및 오사카

4. 기타 사항
실무자 회의 주요 합의사항 중 한국 기능인력 일본 내 연수 계획과 관련, 1984.9월 외무부(조약국)는
일본 측 토의 기록상 100만 엔 연수비용의 부담 주체가 분명치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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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합의사항

한·미국 과학기술각료회의, 제1차. 서울,
1984.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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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간에 정례적인 각료급 과학기술 회의 개최를 위한 1983~84년 과학기술각료회의
설치 교섭 및 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임.
1. 설치 교섭
한국 정부는 1983.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증진을 위해 정례
적인 과학기술각료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 1983.12월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이 미국을
1292

방문하여 미국 국무성 등과 교섭 실시

- 미국 정부(국무성 Schneider 안보·과학·기술담당 차관)는 과학기술각료회의 개최에 원칙적으로 찬
성하나, 실질문제는 양국 간 경제협의회 과학기술 분과 회의에서 다룰 수 있으며, 정례화 여부는 협력
의제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1984.1월 정부는 이병휘 원자력 위원을 미국에 파견하여 각료회의 개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
의하여 미국 정부의 원칙적 동의를 얻었으며, 1984.2월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각료급 회의 설
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합의
1984.2월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측은 각료급 회의 설치 및 정례화에 관한 약정안을 미국
측에 제시
1984.4월 미 국무부는 각료급 회의를 1984년 가을에 개최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설치 약정안은
각료급 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희망

2. 회의 결과
1984.11.12.~13. 서울 개최
이정오 과기처 장관(수석대표), 이병휘 원자력 위원 및 과기처, 외무부, 과학기술원 직원 참석

- 한국 측은 미측 수석대표인 Scheider 차관의 지위를 고려, 과기처 차관을 수석대표로 고려하였으나,
미측의 희망에 따라 과기처 장관이 수석대표 직을 수임
Schneider 국무성 차관(수석대표) 및 국무성 직원 참석
주요 합의사항

- 공동연구 사업을 지원할 과기협력재단 설치 및 이를 위한 실무 접촉 추진
- 미 정부 연구기관 보유 대형 고급 연구기기 공동 활용
- 유전공학,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통신망, 대륙붕 탐사 등 12개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협력
- 필요시 과학기술 분야 각료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적 사항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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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선 전문가회의, 제8-9차.
1984-85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선전문가회의 제8차 및 제9차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8차 회의
1984.11.5.~9. 자카르타 개최
장일형 상공부 조선과 사무관, 조선공사 이사 참석

-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태국 및 ESCAP 대표 참석
토의 의제

특기사항

- 일본 정부가 주도, 각국이 자발적으로 윤번제 개최
- 일본은 동남아 지역 내 일본 조선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동 회의를 주도

2. 제9차 회의
1985.9.2.~6. 도쿄 개최
정태승 상공부 조선과장, 조선공업협회 부장 참석

-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17개국 및 ESCAP 대표
토의 의제

- 조선공업과 조선기계공업 현황 및 발전 계획
- 선박 행정에 관한 문제점
- 최신 기술 개발
- 선박 해체 진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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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조선 공업 및 조선 기자재 공업 현황
- 조선 분야 국제협력 현황
- 정부 보조 등 정부 지원 정책 현황
- 교육 및 훈련 현황 등

대파푸아뉴기니 의사파견,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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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년 초 정부는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정부 의사 파견을 위해 동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파견인원, 파견분야, 근무조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다가 1984.5월 한국 정부가 제의한
내과 전문의 1인의 파견에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동의함.
부인 및 2자녀 동반
파견 기간 2년
외무부 소관 예산
1294

2. 동 파견의사는 1984.7.6. 포트모르즈비에 도착 부임하였으며, 7.9.부터 General Hospital에서 근무를
시작함.
동인의 어학능력 부족으로 오전에는 내과 과장 보조, 오후에는 영어 개인교습 실시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주택 및 개인용 승용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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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기술협력조사단 파키스탄 방문, 1984.9.10-28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84.9월 기술협력조사단을 파견하여 파키스탄의 요청
사항에 대한 기술적 조사 및 협력 계획을 협의함.
1. 파견 경위
1984.4월 경제기획원장관 파키스탄 방문 시 파키스탄 측과 동년 9월에 기술협력 조사단을 파견
하기로 합의
1984.8월 정부는 파키스탄 측 기술협력 요구사항을 전문가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제공 가능한

2. 사절단 활동
1984.9.10.~28. 파키스탄 방문
권원기 과학기술 심의실장(수석대표) 및 과기처, 해외협력위, 문교부, 과학기술원, 교육개발원
직원으로 사절단 구성

- 최형섭 박사(전 과기처 장관)를 고문 자격으로 포함
파키스탄 측 기술협력 요구내용

- 기술훈련생 초청 훈련
- 한국 과학기술 전문가 파견 기술지도
- 과학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기술 이전
- 과학기술 연구기관 설립운영 경험 이전 및 기관 간 유대강화
- 민간기업의 합작투자를 통한 산업기술 이전

3. 후속조치
정부는 1984.12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6개 정책 추진사업 및 9개 일반 협력 사업을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하기로 결정

- 대두 생산, 영농 기계화, 댐 발전소 건설, 철강공업 기술지원, 과학기술 연구원 설립, 직업훈련원 설립,
기술 훈련생 초청 등
1985.1월 정부는 85년도 대파키스탄 기술공여 계획을 통보

- 훈련생 초청 11명, 전문가 파견 3명
1985.1월 정부는 파키스탄 고등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지원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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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규모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

브라질 과학·기술협력사절단 방한,
1984.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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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도 브라질 과학·기술협력사절단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방한 경위
1984.6월 방한한 브라질 과학기술위원회 Thome 조정관은 브라질 과학기술 사절단의 파한과
한국 과기처 장관 방문 초청을 브라질 외무성에 요청
1984.11월 브라질 정부는 Jose Ubirajara Timm 수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사절단 파견
1296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

2. 사절단 활동
1984.12.9.~15. 방한
사절단은 수산청, 농축산 연구소, 통신연구소, 아마존 종합연구소, 과학기술 개발위원회 대표로
구성
과기처, 과학기술원, 새마을 연수원, 전자기술연구소, 금성사, 대덕 연구단지 등 방문

- 분야별 전문가들은 수산청, 굴 양식장, 어망공장, 농업흥청, 축산시험장, 전기통신연구소, 전화국,
과학재단, 산림청, 임업시험장, 목재회사 등 개별 방문
- 과학기술 전문가 교환, 한국조사단 브라질 파견, 분야별 정보교환 및 전문가 교환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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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DA MRONG Lathapipat 태국 과학기술에너지성
장관 방한, 1984.4.23-26

Damrong Lathapipat 태국 과학기술에너지장관의 1984.23.~26.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1984.1월 과학기술처는 Damrong Lathapipat 태국 과학기술에너지장관이 방한을 희망할 경우
초청할 의사가 있음을 주태국대사를 통해 태국 측에 전달

2. 방한 인사
- 도쿄 개최 ESCAP 총회 참석 후 방한

3. 주요 일정
국무총리, 과기처장관 예방
과학기술원, 대덕연구단지 방문
한국수출산업공단(구로), 대우중공업 시찰

4. 주요 방한결과
양해각서 서명

- 상호협력 확대
-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조속한 체결
- 양국 정부 및 기관 간 협력 촉진
- 공동연구, 합작투자, 정보교류 강화

129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Damrong Lathapipat 과학기술에너지장관, Sabhasri 차관 등 공식 대표단 6명, 비공식 수행원 6명

Williams, A. 영국 상공성 과학기술차관보 방한,
1984.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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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3 / 1 / 1~13(13p)

Alex Williams 영국 상공성 과학기술차관보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상황 및 연구소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1984.6.16.~21. 방한함.
1. 방한 경위
1984.5월 Williams 차관보는 주영국대사관에 한·영 과학기술 협력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소
및 공업단지 시찰과 관계인사 면담을 위한 방한을 희망
1298

- 주영국대사관은 동인이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최고 책임자임을 감안한 배려와 일정 주선을
건의

2. 방한 개요
Copestake 상공성 연구기술과 직원 수행
과기처, 상공부, 경제기획원 방문
KAIST, 동력자원연구소, 화학연구소, 기계연구소, 표준연구소, 전기통신연구소, 전자·기계 공장 등
시찰
외무부 방문 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관련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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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제5차. Canberra,
1984.11.26-28. 전2권. V.1 사전준비

1979년 양국 간 합의에 따라 1980년부터 매년 양국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된 한·호주 자원
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가 1984.11.26.~28. 캔버라에서 개최된바, 회의 개최 사전준비에 관한
내용임.
1. 회의개최 교섭
정부는 1984년도 회의를 8월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호주 측은 무역성 내 기구 개편에 따라
10월경 개최를 희망

- 11.28.~12.1. 노천 광산 등 산업시찰
호주 측은 수석대표로 예정된 Manadue 무역성 차관의 선약으로 Barrett 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한국 측의 반대로 Manadue 차관이 수석대표를 수임

2. 양국 대표단
한국 측은 이봉서 동자부 차관(수석대표) 및 동자부, 외무부, 상공부 직원 등 8명의 정부대표,
김영대 대성탄좌 부사장 등 11명의 민간기업 대표가 참석
호주 측은 Manadue 무역성 차관(수석대표), Barratt 부차관 등 연방정부 대표 12명, 주정부
대표 4명이 참석

3. 주요 의제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급 전망
에너지 및 광물자원 장기적, 안정적 교역
양국 간 협력 분야 발굴
상업 및 산업용 유연탄 이용 방법
광물자원 개발 합작 투자 등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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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0월 양국 정부는 회의 기간을 11.26.~28. 합의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제5차. Canberra,
1984.11.26-28. 전2권. V.2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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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1.26.~28.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5차 한국과 호주 간 자원협력위원회 회의 결과임.
1. 주요 협의사항
무역역조 시정 문제

- 한국 측의 역조 시정 요구에 대해, 호주 측은 개선을 고려하겠으나 한국 기업도 호주 내 판매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망
1300

석탄 수출 가격 가이드라인

- 한국 측은 가이드라인에 의한 석탄 수출 가격 통제 완화를 촉구하였으며, 호주 측은 국제 가격 경쟁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할 것임을 언급
우라늄 하한가 정책

- 한국 측은 하한가 인하를 촉구
석탄 수출에 대한 부과금

- 한국 측은 철도료, 항만료 등 정부 부과금(government charge) 인하 촉구
자원개발 합작 투자

- 호주 4개 주 대표들은 합작투자를 통한 양국 간 자원교역 증대 희망
기술협력

- 텅스텐 가공, 지화학 및 광물 구조, 유연탄 이용 시설 등 한국 측 관심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필요
재원 검토

2. 특기사항
전통적인 순수 에너지 및 자원협력 문제 외에 한국 측이 무역역조 시정 문제를 강력히 거론하여
이 문제를 합의의사록에 상당 부분 반영

- 한국 측은 자원의 공급 과잉으로 구매자 시장이 형성되는 추세이므로 원활한 자원교역을 위해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 완화 등 역조 시정 조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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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제6차. 서울,
1984.9.13-14

제6차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자원협력위원회가 1984.9.13.~14. 서울에서 개최됨.
1. 정부 대표단
최동규 동자부 장관(수석대표), 이봉서 동자부 차관(실무위원장), 차진석 동자부 자원정책실장
(교체실무위원장) 및 동자부, 외무부, 해외협력위원회, 과기처, 한국전력공사, 한구가스공사,
석유개발공사 등 직원 참석

2. 주요 의제
LNG의 원활한 공급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한 합작투자
원유 및 석유제품의 안정적 공급
석탄광 개발을 위한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3. 훈령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대해 에너지 및 공업원료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교섭
자원 합작개발 진출 시 한국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
LNG 공급, 석탄 및 유전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자원의 공동탐사 및 개발 협력, 광업 및 전력분야 기술협력 강화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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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측은 Subroto 광업·에너지성 장관(수석대표, 부인 동반), Soebadi 광업·에너지성 해외
협력 국장 등 정부 관리 및 기관 직원 참석

한·페루 자원협력위원회, 제1차. 서울,
1984.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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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국과 페루 간 자원협력위원회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1984.5. 주한 페루대사관은 1983.5.24. 페루 에너지광물장관 방한 시 설치된 한·페루 자원협력
위원회를 1984.9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양국 정부는 개최 시기에 관한 조정을 거쳐 1984.11월 서울에서 개최키로 최종 합의
1302

2. 회의 결과
1984.11.7.~8. 서울 개최
이봉서 동자부 차관(수석대표), 장석정 동자부 자원개발국장, 김영선 외무부 자원협력과장 등
참석

- 서린금속, 럭키금성, 국제상사 등 6개 기업 대표 참석
Cayo 주필리핀 페루대사(수석대표), 철광개발공사 사장, 광물판매공사 사장 등 참석
주요 합의사항

- 동광 직거래
- 무역불균형 시정 노력
- 광물자원 공동개발
- 무연탄 기술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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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미국 에너지 실무위원회, 제2차.
Washington, D. C. 1984.4.24-25

제2차 한국과 미국 간 에너지 실무위원회가 1984.4.24.~25. 워싱턴에서 개최됨.
1. 참석 대표
최진석 동자부 자원정책실장, 장석정 동자부 자원개발국장, 김정기 주미대사관 참사관, 김영선
외무부 자원협력과장 등 참석
Bradley 에너지성 부차관보, Broadman 에너지성 에너지정책 과장, Yanick 상무성 석탄수출
과장 등 참석

에너지성 수석관리관 예방, 국무성 및 상무성 고위인사 예방, 풍력발전소 시찰 등

3. 주요 협의사항
에너지 정책

- 양국의 에너지 정책 설명 및 에너지 자원 협력 확대 합의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

- 양측은 세계 에너지 수급상황 및 에너지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교환 강화 합의
석탄 교역

- 미측은 미국 석탄 개발 관련 한·미 민간 기업 간 심포지엄 개최 희망
가스 교역

- 미측의 가스 개발 현황 및 한국 측의 LNG 장기수급 전망 설명
알래스카 원유 수출

- 한국 측은 알래스카 원유 수출 허용 희망 및 비상시 미국 석유제품 수입 가능성 표명
에너지 정보교환

-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 양국 간 에너지 실무협의 창구 개설,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정보 교환 문제 등 협의
원자력 에너지

- 한국 측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현황 설명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요 일정

1303

Kalpokas, Donald 바누아투 토지·에너지
장관 방한, 1984.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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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Kalpokas 바누아투 토지·에너지 장관이 1984.3.11.~14. 방한함.
1. 방한 경위
1984.3월 바누아투 외무성은 주피지대사관에 Kalpokas 장관 일행이 한국 기업의 바누아투 투자
가능성 협의를 위하여 방한 예정이라고 통보

1304

- Sope 국회의원, Kaloris 토지·에너지 차관 동행
- 바누아투 투자를 검토 중인 인천 올림포스 호텔에서 초청

2. 주요 일정
동자부 차관, 외무부 2차관보, 아주국장 등 면담
인천 조선소, 만도기계, 한라자원 등 방문
판문점, 땅굴 시찰

3. 외무부 방문 시 주요 협의 내용
바누아투 측의 석유탐사 관련 협조 요청
바누아투 측의 대북한 관계 설명
한국 측의 북한의 도발상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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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KODECO ENERGY(주)의 인도네시아 서
Madura 유전 공동개발, 1980-84

KODECO ENERGY(주)의 인도네시아 서 마두라 유전 공동개발에 관한 내용임.
1. 공동개발 합의 및 계약체결
1980.10월 박봉환 동자부 장관은 방한한 후마르다니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제특보와 인도네시아
측이 요청한 유전 개발사업(총 투자비 5천만 달러 규모)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히고 실무조사단
을 파견하기로 합의
1980.11월 박봉환 동자부 장관(대통령 특사 자격)은 인도네시아 광업에너지 장관과 양국 간
각서를 각각 서명
1981.2월 최계월 KODECO 사장은 PERTAMINA 총재와 석유 공동개발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
하였으며, 1981.4월 정부(해외자원개발심의회)는 이를 승인
서 마두라 해역 유전 공동개발사업을 50:50 합작투자로 진행(1981~2010년)
추정 소요자금 4,800만 달러(최초 3년간)
정부지원 자금 대출조건: 소요자금의 80% 무담보, 연 8%, 8년 거치 10년 상환
생산 원유는 생산물 분배방식에 의거하여, 합작 지분에 따라 50%씩 배분하고, 한국 측 지분
물량에서 투자비용 및 감가상각을 제외한 물량을 34(한국측):66(인니측)으로 재배분
1981.5.7. KODECO ENERGY - PERTAMINA 간 정식계약 체결

2 석유탐사 및 생산
1982.12월 공동탐사 시추 중인 서 마두라 해역 4개공 가운데 제2차 공(KE-2)에서 석유, 제5차 공
(KE-5)에서 가스 발견

- 발견된 석유는 일산 4,600 배럴 추정(생산 가능 매장량 2,700만 배럴)
1983.7월 정부(해외자원개발 심의회)는 조기생산 체제 구축에 필요한 평가정 시추를 위한 추가
소요자금 지원을 승인

- 4개 공의 평가정 굴착에 필요한 83년 추가 소요액 917만 달러의 80%인 734만 달러를 수은 자금에서
융자 지원
1984.3월 KODECO는 KE-2 시추정에서 일산 8,018 배럴 규모의 원유가 발견되었다고 주인도네
시아대사관에 보고

- 1984.7월 PERTAMINA는 발견된 원유의 상업성을 확인
- 1984.7월 이봉서 동자부 차관은 유전개발사업 현지 확인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광업에너지 장관, PERTAMINA 총재 등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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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의정서, PERTAMINA(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총재와 양해

1984.8월 원유 428배럴 한국 수송
1984.12월 정부(해외자원개발심의회)는 서 마두라 유전의 원유생산 계획을 승인

- 한계 유정에 가까워 수익성은 높지 않으나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여 다소의 이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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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말레이지아 LSWR(저유황유) 도입, 1983-84

1. 삼성물산은 1982.12.22. 한전이 실시한 저유황유(LSWR) 연료 수입 국제입찰에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
회사 PETRONAS와 제휴 응찰, 최저가격으로 낙찰되었으며, 1982.12.30. 한전으로부터 정식 낙찰통보
서를 접수함.
2. 한전과 삼성 간 정식 공급계약 체결은 당초 입찰조건에 따라 1983.1.6.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3.3월까지도 계약 체결이 지연됨.
저유황유를 한국전력에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대한전 공급계약을 이행 중임.

3.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간의 계약 체결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 배상금 청구 문제 등 한·말레이시아 간 우호관계는 물론 양국 간 통상·경협 문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동 계약의 조속 체결을 1983.3.10. 외무부에 건의함.
1983.3.16. 외무부는 주말레이시아대사 건의에 따라 삼성-한전 간 공급계약의 조속 체결조치를
동력자원부에 요청

4.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3.12.16. 양국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전력의 1984년도 저유황유 도입 계약 시
말레이시아에 대한 우선 고려 또는 최소한 인도네시아와 동등한 배려를 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3년도 한국의 말레이시아산 LSWR 도입은 9,000 BPD

5.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4.1.19. PETRONAS가 지난 2년간 LSWR의 어려운 시장여건 및 고가격하에
서도 성실히 공급 의무를 수행해 왔음을 감안하여 1985년도 한전 계약 시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우선
적 고려를 외무부에 재건의함.

130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삼성은 1983.1.5. PETRONAS와 정식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83.1월 및 2월에 걸쳐 80만 배럴의

알라스카산 원유 도입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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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알래스카산 원유 수출금지 조치 해제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임.
1. 미국의 알래스카 원유수출 금지 해제 동향
1983.4월 주앵커리지총영사는 미 의회 및 행정부 일각에서 원유 대외 금수조치 규정 수정 움직
임이 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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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건 행정부는 우방국의 안보, 대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미국산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연방 수출
관리법 개정을 검토
주앵커리지총영사는 알래스카산 원유도입을 검토할 실무팀 구성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알래
스카산 원유 현황, 알래스카 주 정부 귀속의 Royalty Oil 현황 등을 검토

2. Murkowski 상원의원 방한
알래스카 출신 Murkowski 상원의원은 1984.1월 방한하여, 동자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과
한국의 알래스카산 석탄, 석유 수입 및 천연가스 개발 참여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한국 측은
미국의 수출관리법 개정을 요청

- 1984.2월에는 동자부 장관이 Murkowski 상원의원, Stevens 하원의원 등에게 수출관리법 개정을 촉구
하는 서한을 발송

3. 미 상원 수출관리법 개정안 부결
1984.3.1. 미 상원은 수출관리법 개정안 및 20만 배럴의 원유 수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출관리법 개정안 수정안(Murkowski 의원 발의)을 부결

- 원유 수송을 장악해 온 해운업계 및 노조의 반발 감안
1984.6월 Murkowski 상원의원은 미군이 사용할 경우 남태평양 및 극동지역에 알래스카산 원유를
수출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상원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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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ka (미국)산 LNG (액화천연가스) 도입, 1984

한국의 알래스카산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문제와 관련된 내용임.
1. 미측의 입장
Hickel 전 알래스카 주지사, Murkowski 상원의원 등 알래스카 출신 인사들은 한국이 1990년에
연간 500만 톤의 알래스카산 LNG를 구입하고 알래스카 남북횡단 가스관 공사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기를 희망

알래스카산 원유 도입은 한국 정부가 대중동 의존도 감소를 위해 적극 희망하였으나 미측은
LNG와 석탄도 수출하기를 희망

2. 알래스카산 LNG 도입 문제에 관한 종합 입장 검토
정부는 1984.1월 Murkowski 상원의원의 방한을 앞두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종합적 입장을 수립

- 해외협력위원회 주재, 외무부, 동자부, 가스공사 등 참석
합의 사항

- 미측에 원유 도입 의사를 전달하되, 원유 수입과 LNG 도입의 연계에는 반대
- 1990년대 중반에 가서야 300만 톤의 LNG 추가 수요 발생이 가능하며(미측은 900만 톤 도입 요구),
가격, 운송조건 면에서도 미국산의 장점이 없으나 알래스카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고려하여 도입
가능성은 계속 검토
- 가스관 건설공사 참여는 미측이 막대한 금융 부담을 요구하므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 필요
- 미측에 대해 LNG 수급상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되 계속 검토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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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LNG 추가 도입 여부는 1990년대 중장기 에너지 수급계획 확정 후 결정되어야 하고 건설
공사 참여는 민간기업의 문제라는 입장 견지

Ali M. JAIDAH 카타르 석유공사 총재 방한,
1984.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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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 M. Jaidah 카타르 석유공사 총재가 1984.4.17.~19. 방한함.
1. 방한 목적
카타르 국왕 방한을 앞두고 원유 및 천연가스 문제에 관한 사전 협의, 카타르의 LNG 개발사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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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일정
동자부 차관, 외무부 제2차관보 등 면담
한국 정유회사 사장단, 대우 및 현대 사장 등 접촉

3. 주요 협의내용(동자부 차관, 외무부 차관보 면담 시)
카타르산 원유 및 LNG 도입

- 동자부 차관은 원유 및 LNG 도입을 위한 추가 장기계약 체결은 어려움을 설명
카타르 LNG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남·북한 관계 등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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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독일 원자력 협력, 1983-84

1. 주한 독일대사는 1983.6월 외무장관 앞 서한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양국 간
협력을 제의함.
독일 산업계와 한국 기업 및 기관 간의 협력 및 기술이전
독일 측 기술이전은 핵발전소 및 핵연료 공장의 설계 및 건설 분야의 양국 간 합작투자 기초
마련
원자력 분야 협력을 위한 양국 간 회담 개최

유망하며 양국 간 원자력기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동자부는 원자력 발전소 후속기 추진은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하고 외국업체는 기술도입 위주로
국내업체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3. 이후 독일 측은 1984.4월 Lamsdorff 경제상 방한 시 독일 KWU의 한국의 핵연료 국산화 계획 참여를
희망하는 비망록을 제시하였으며, 1984.10월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3.6월 독일대사의 외무장관 앞
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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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측 제의에 대해 과기처는 독일과의 핵연료 제조 기술을 포함한 핵연료 주기 기술 분야 협력이

한·일본 원자력 협력, 1982-84

| 84-1143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4-83 / 15 / 1~26(26p)

1. 주일본대사관은 1982.5월 일본 정부의 원자력 연구 개발 장기 계획안을 보고함.
고속 증식로, 핵융합 등 신형 원자로의 개발, 핵연료 사이클의 확립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장기
전략
핵 비확산 문제에 선도적 역할 수행

2. 임용규 원자력 위원 일행은 1983.12.11.~18.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과학기술청, 통산성, 원자력 산업
1312

회의 등을 방문하고 비상시 원자력 협력, 원자력 안정성 연구, 연구용 원자로 이용 기술 협력, 핵물질
안전 조치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1983.10월 일본 원자력 위원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

3. 과학기술처는 1984.12월 임재춘 원자력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외국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통산성, 과기청 등 관련기관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
한 안전규제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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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미국 원자력 협력, 1982-84

1. 주미국대사는 1982.2.22.~26. 미국 핵규제위원회 방사선 비상대책 본부(EOC)와 연방 재난청(FEMA)을
방문하고 한국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시 양국 간 협력사항에 대해 합의함.
비상통신망 구성에 관한 작업 범위
특수장비 긴급 지원
1983.3월 한·미 합동 비상훈련 실시
한국 전문가 훈련 및 미국 전문가 파견 등

3. 한·미 양국은 1983.11.29. 고리 원자력 1호기를 대상으로 합동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함.
과학기술처,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전력, 미국핵규제위원회(NRC) 참가
NRC는 제공된 원전 사고 정보의 검토, 사고의 평가 및 사고 진행에 관한 예측, 주민보호에
관한 권고 등을 담당

4. 과 학기술처는 1983.12월 연소된 핵연료를 시험하기 위해 에너지연구소 대덕공학센터로 이동
할 것을 계획한바, 미국 정부는 핵연료 이동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양국의 공동결정(joint
determination)을 요구하는 사안이며, 사전에 외교각서를 통해 요청하고 후속약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동건이 공동결정 사항이며, 외교공한으로 이동 계획의 검토를 미측에 요청
하는 데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

5. 한국전력은 1984.8.19.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시한 방사능 방재 훈련에 Palladine NRC 의장,
Malone 국무성 차관보 등을 참관토록 초청함.
6. 한·미 양국은 1984.9.7. 고리 원자력 2호기를 대상으로 합동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함.
7.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4.8월 핵 비확산을 위한 수출통제 문제 협의를 위해 국무성, 에너지성, 상무성,
핵규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1984.9월 방한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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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3년 초 양국은 핵 비상시 협력계획 수립을 위해 협의를 진행함.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2차.
Ottawa(캐나다) 19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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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국과 캐나다 간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가 1984.6.25. 오타와에서 개최됨.
1. 참석 대표
박시열 과기처 원자력국장(수석대표), 오정일 주캐나다 참사관, 윤성희 과기처 사무관 등 정부
및 연구소 관계관 참석
Campbell 외무성 에너지·과학국장(수석대표), Jennekens 원자력통제위원장 등 정부, 연구소,
1314

민간기업 대표 참석

2. 주요 합의사항
Candu 원자로 훈련을 위해 AECL(원자력공사)은 훈련계획서를 한국에 제출
수중 기술협력을 위해 에너지연구소(KAERI) 요원의 초크리버 연구소 현장훈련
핵 안전기술 습득을 위한 5년간 50명의 에너지연구소 요원을 AECL에 파견
1983~86년간 16명을 연도별 연수계획에 따라 훈련 실시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4-83 / 18 / 1~77(77p)

1984

| 84-1146 |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 제8차. Washington, D. C.
1984.6.21-22

제8차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가 1984.6.21.~22. 워싱턴에서
개최됨.
1. 참가 대표
이병휘 원자력 위원(수석대표), 박시열 과기처 원자력국장, 김정기 주미 참사관 및 과기처, 에너
지연구소, 한국전력, 동력자원연구소 관계관 등 참석
Marshall 국무성 부차관보(수석대표), Sessoms 국무성 원자력기술과장 및 핵규제위원회, 에너지성

2. 주요 협의사항
원전 안전검사 요원 고급훈련 과정의 11월 서울 개최
109명의 규제 요원 훈련계획 계속 추진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관련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해 미국 전문가 2인 한국 파견 및 한국
기술자 2인 미국 파견
건물 에너지 절약 폐열 활용, 고성능 배터리, 연료전지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 계획
제1차 한·미 석탄 활용기술 워크숍(10월 한국 개최) 개최 등 석탄 활용 공동연구
중대사고 노심 분석 공동연구는 KAERI-NRC 간 이견 조정을 위해 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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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관 등 참석

한·브라질 어업 협력,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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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브라질대사는 1983년 초 브라질 정부 인사들의 요청에 따라 브라질 정부의 외국과의 어업 합작투자
희망 및 관련 특혜 내용을 보고하고, Belem 지역의 한국 새우잡이 어선의 증선, 참치조업 합작투자 등을
건의함.
2. 브라질 정부는 1983.6월, 200해리 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금지하기 위해 6.20. 이후 200해리 수역 내
어선에 대해 조사, 정지, 발포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함.
1316

통보 대상국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베이도스
한국 정부는 동 수역 내 한국 어선의 불법어로가 없도록 지도할 것을 관련 부처 및 공관에
요청하고, 브라질 정부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12해리 이원의 수역에서 외국 어선은 통항의 자유를
향유한다는 내용의 이의를 구두로 제기

3. 브라질 Para 주 소재 어업회사는 1984.6월 브라질 연안에서의 새우 조업을 위해 한국 기업과 합작을
제의함.
1984.8월 원양업체인 신라교역이 새우 어업 합작 진출 희망 의사를 외무부에 통보

4. 수산청은 1984.12월 방한한 Timm 브라질 수산청장에게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어선(흥영 IOE 20척)의
조업수역 확대, 현지인 승선 비율 조정, 조업허가 기간 연장, 면세 유류 공급확대, 선수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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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중공어선의 한국연안 긴급피난 대책, 1984-85

1. 중국(구 중공) 어선의 한국 항구 내 긴급 피난 급증과 관련, 1983.8월 전두환 대통령은 피난 어선에
대한 조사 및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대중 관계에 활용할 것을 지시하여,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
였으나 KAL기 피격사건의 여파로 대책 시행이 보류됨.
2. 1984년 초 중국 어선의 긴급 피난이 급증함에 따라, 외무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984.3월 2차에
걸쳐 전두환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보고함.
하여 중국과의 접촉 수단으로 활용
중국의 반응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조절하며,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 입장을 문서로 전달하고
대중국 협의 요구의 수위를 단계별로 강화

3. 이상옥 외무차관은 1984.3.29. 도시치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에게 다음 요지의 문서를 중국 정부에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4.3. Cleveland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에게 한국 정부의 조치 내용을 통보함.
중국 어선의 사전 무선통고, 사후 신고 등 피난 절차 무시, 항만 내 안전 위협 및 북한 간첩선
침투 가능성 등 우려하며, 양국의 관련 기관 간의 협의 요청

4. 1984.4.~6월 중국 어선의 긴급피난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 제정 및 강화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외무부
관련 부서 및 관계 부처들은 기존 유관 국제법 및 영해법, 기항질서법 및 선박법 등 국내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 주중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1984.4.23. 한국 측 문서를 중국 외교부에 전달한 이후 중국 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고, 1984년 말 및 1985년 초 중국 어선의 무질서한 긴급피난이 급증함에 따라 1985.2월
국방부(대간첩본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강화하고 국내적
규제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6. 외무부는 1985.2.26. 관계부처 대책회의 후 다음과 같은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중국과의 비정치적 교류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고 국제법 범위 내에서 규제를 신중히 강화하고
중국 측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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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의 피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공식 문제화

중국의 개선조치 결여에 유감을 표시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문서를 일본 정부를 통하여
전달

7. 정부는 1985.3월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한국 측 문서 전달을 요청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에도 한국의 조치내용을 통보함.
1985.4.5. 주중 일본대사관은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에 한국 측 문서를 전달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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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이란 어업협력, 1984

1. 이란 정부는 1981.7월 철수한 세일수산(주)의 이란 기업 Shilat Janob사에 대한 부채 처리문제 및 채무의
귀속에 대해 1984.7월 한국 정부에 문의함.
세일수산은 1977년부터 이란 수역에서 조업하다가 Shilat사와의 계약만료(1982.12월) 이전에
무단으로 철수하였으며 Shilat사는 약 450만 달러의 채무를 주장
세일수산은 1981년부터 파키스탄 카라치를 기지로 조업하다가 경영부실로 인해 1983.3월 국내
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도산

검찰에 지명수배 중임을 설명함.
3. 이란 측은 세일수산의 현황을 외교공한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1984.11월 외무부는 동
사실을 공한으로 주한 이란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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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4.11월 주한 이란대사관에 세일수산의 도산 경위 및 회사의 임원 현황과 회사 대표가

한·모리타니 어업협력,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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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모리타니 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선원 송출 문제
양국은 1983.10월 한국 선원 송출 문제에 관한 협의를 가졌으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
으로 합의에 실패
모리타니 측은 한국 선원의 고용을 희망하나 가급적 한국 기업들의 대표와 통일된 임금 수준
1320

합의를 희망하였으며, 한국 측은 모리타니 선주와 한국 송출 대리점 간의 개별적 직접 계약과
선원의 안전과 임금 지급에 대한 보장을 요구

2. 누아디브 입항 추가 경비
모리타니 정부는 자국 수역의 조업 부진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누아디브 입항 선박에
대한 지방세, 지방 수출세, 통관 수수료 등의 추가 징수를 추진
한국 측은 모리타니 수역 조업의 경제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각종 비용 및 부과금 추가 징수를 저지하기 위해 교섭

3. 입어 허가 문제
한국 기업은 모리타니 수역의 어황 부진으로 1차 연도 허가 4,500톤을 채우지 못하는 등 입어를
기피하고 입어 허가에 관한 양국 간 합의 수정을 희망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차 연도 이후
입어허가 톤수 및 협력자금 공여액(입어료)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

4. 한·모리타니 어업 실무회담 개최
1984.10.24.~30. 서울 개최
수산청 어업진흥관, 모리타니 수산해운성 수산국장 등 참석
누아디브 입항에 따르는 추가경비 면제와 관련, 모리타니 측은 지방정부와 협의 약속
2차 연도 입어허가 톤수 및 공여자금 조정과 관련, 모리타니 측은 한국 측 제안을 검토 후
회신 약속

- 허가 톤수: 4,500톤을 2,800톤으로 조정
- 공여 자금: 100만 달러에서 62만 달러로 하향
선원 송출 관련 직접 송출 계약, 현행 근로조건 유지, 1척당 stand-by L/C 45,200달러 개설
확인 후 계약 체결 등 합의

1984

5. 후속조치
1984.11월 주모리타니대사는 주재국 수산장관이 어업 실무회담에서의 제2차 연도 입어 총 톤수
및 공여자금에 관한 한국 측 제의에 동의하였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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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어업협력,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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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수물산은 멕시코 Baja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1978년부터 6척의 조업선(오징어 2척, 튜나 2척, 조기
2척)을 투입 조업한바, 1983.1월 오징어 및 튜나 어황의 부진으로 4척의 트롤 어선으로 대체하고 이를
위해 멕시코로부터 중고 트롤어선 4척의 구입을 허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함.
2. 정부는 덕수물산의 조업허가 획득 여부, 멕시코 회사와의 조업계약 진위 여부, 트롤 어업의 채산성
등의 검토를 거쳐 1983.11월 덕수물산의 선박 변경 및 중고어선 도입을 허가함.
1322

3. 주멕시코대사는 1983.12월 멕시코 수역에서의 새우 트롤 어업 진출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외국의 새우 트롤 어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의 입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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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뉴질란드 어업협력, 1982-84

한국과 뉴질랜드 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추가 어획 쿼터 배정 문제
한국 정부는 1982.12월 뉴질랜드의 1982/83년도 추가 어획 쿼터 배정과 관련, 오징어 채낚기
2척 이상 할당, 트롤 쿼터 추가 300톤 요청 등을 뉴질랜드 측에 요청
한국 정부는 1983.10월 1983/84년도 오징어 채낚기 어선 쿼터 6척을 수락하고, 최소한 2척의
추가 할당을 뉴질랜드 측에 요청
취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전년 수준 쿼터 확보를 위해 교섭

2. 어획 제한 어종
뉴질랜드는 1984/85 어기 이후 경제수역 내 상업성이 있는 특정 어종에 대한 쿼터량을 점진적
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1983.11월 한국 정부는 어획 제한 계획 철회, 제한 시 쿼터
수수료 인상 억제 및 전 수역 쿼터 균등 배정 등을 요구

3. 어획물 전재 규정
1983.12월 뉴질랜드는 제한 어종 관리를 위해 어획물 전재는 동일 규격 및 중량 상자 사용
규정, 어종 혼합 전재 금지 규정 등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가하겠다고 발표

4. 어업 관리 규정
1984.4월 뉴질랜드 정부는 현행 어업관리 해구를 변경하고 특정 수로를 폐쇄하는 어업관리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을 한국 측에 통보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구 변경이 외국 어선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용할 것과 특정수로 폐쇄 시
한국 어선의 오징어 주어장인 F 수역이 폐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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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1984/85년도 쿼터 배정과 관련, 외국 선박에 대한 쿼터의 점진적 축소 정책을

한·오만 어업 협력,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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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2.12월 주오만대사는 1978.1월 이래 오만 연근해에서 조업해 온 한국해외어업(주)이 오만 농수산
부와 연근해 조업을 3년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오만대사는 1984.6월 오만 영해에 트롤 어선 3척을 투입하여 조업해 온 한국해외어업(주)이 오만
농수산부와 심해저 갑각류 및 두족류 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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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오만대사는 1984.8월 한국해외어업(주)이 1983년에 10,000톤의 어획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영
오만어업회사 어획량의 2배에 달한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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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포르투갈 어업협력, 1984

1. 주포르투갈대사는 1984.4월 Dos Santos 주재국 어업담당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어업협력에
관해 논의하고 동 부장관이 희망한 한국 어선의 포르투갈 수역 내 시험조업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정부는 1984.6월 삼송산업, 동원수산 등 2개 업체가 참치 연승어선의 포르투갈 진출을 희망한다고
통보함.
1984.12월 포르투갈 정부는 조업 타당성 검사 후 포르투갈 수산회사와의 용선계약을 통하여
1984.12월 동원수산은 포르투갈 어업회사와 참치 연승어선 용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험
조업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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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이 가능하며,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 후 동 협정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

한·페루 어업협력,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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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루 여당 소속 방한 의원단은 1984.6월 주페루대사에게 한국과 페루 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의 실천 방안의 하나로 어업 합작에 의한 한국 어선의 페루 해역 진출 방안을 제안함.
2. 주페루대사는 1984.7월 주재국 수산장관이 페루 수역에서의 조업 및 수산 가공 분야에 대한 한국
자본의 진출과 한국산 어망, 어구, 어선용 엔진, 전자장비 구입에 관심을 표시하였다고 보고하면서
관련 업체명 등 자료를 통보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326

이와 관련하여 수산청은 페루 수역 조업 및 합작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없다고 통보하고,
어망 및 어선용 장비 제조업체 명단을 송부

3. 1984.10월 주페루대사는 9월에 공포된 페루 어선 조업령 및 조업 진출 요건에 대해 보고함.
진출 방식

- 페루 업체와 조업 계약, 합작 또는 용선 계약
규모

- 총 톤수 35톤 이상
어획물 처리

- 어획량 30% 이상 페루에 판매
자국민 고용

- 선원의 80% 이상 페루 선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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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스페인 어업협력, 1983-84

1. 스페인 정부는 1983.1월 한국이 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에서 할당 받은 1983년도 민대구 어획 쿼터
7,287톤 중 일부를 스페인에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정부는 주스페인대사에게 한국 어선의 쿼터 소진량을 제외한 1,450톤을 양도 가능하나
한국의 1984년도 쿼터 확보에 스페인 측이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양도함을 스페인 정부에 통보
하도록 지시

2. 주스페인대사는 1983.1월 스페인의 EC 조업허가 연장, 포르투갈과의 어업 현안, 스페인의 어업협정

3. Massuti 스페인 수산청장은 강영식 수산청장의 초청으로 1984.5월 방한을 계획하였으나, 프랑스 해군의
스페인 어선에 대한 발포 사건과 관련, 방한을 취소함.

132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추진 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한·수리남 어업협력,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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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청은 1984.1월 수리남 정부 출자 법인인 SUGAM사로부터 어선 선원 송출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
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1983.9.~12. 9척 29명(해기사 및 선원)

2. 1984.3월 수산청은 1982년 한·수리남 수산청장 간 합의사항인 어선건조를 위한 민간 경제지원 자금
15만 달러를 수리남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1328

동 자금은 수리남 수역 출어 11개 업체들이 분담

3. 주수리남대사는 1984.4.~11. 한국 기업이 참여한 새우 트롤 업체 SUJAFI 및 SAIL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수리남 정부와 교섭함.
SUJAFI의 새우수출 대전의 전액 수리남 입금 지시 및 동 지시 불이행에 따른 새우 수출허가
중단 문제
SAIL의 가공공장 국유화에 따른 피해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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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어업협력, 1984

한국과 미국 간 1984년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어획쿼터 증량 교섭
2차 쿼터 할당과 관련, 1984.3월 정부는 7만 톤 이상 확보를 위해 실무자 회담 및 주미대사관의
미 정부 접촉 등을 통해 교섭하였으나, 미측은 쿼터 25% 이하 삭감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 냉동
수산물에 대한 한국 측의 관세인하를 요청
3차 쿼터 할당과 관련, 1984.6월 정부는 7만 톤 증량을 미측에 요청하는 한편, 은대구 등 미국
협회장 등 민간교섭단을 미국에 파견
1984.9월 미측의 4차 쿼터 할당 54,185톤에 대해, 정부는 실망을 표시하고 10월말 이전까지
최소한 전년도와 동일 수준의 쿼터를 교섭하도록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2. 한·미 수산물 교역 실무협의
어획쿼터 및 수산물 무역에 관한 토의기록 갱신을 위한 미국 실무대표단 방한
1984.2.6.~7. 한국 정부 관계관과 실무협의
수산청 이희수 어업진흥관, Hayes 수산청 어업개발국장 등 참석
한국 측 관심사항

- 어획쿼터 연 40만 톤 할당(84년 94,000톤) 및 2차 할당 시 7만 톤 이상 할당
- 실제 어획 비율에 의한 어종별 쿼터 할당
미측 관심사항

- 북양 어획물 등 수입자유화 품목의 확대 및 관세율 인하(10% 수준) 요구
- 대외 총할당량(TALFF) 감소에 따른 한국에 대한 쿼터 축소 불가피성 설명
- 한국기업의 어업 투자 진출

3. Gordon 수산청장 방한
Gordon 미 수산청장은 국무성 Wolfe 차관보와 함께 1984.5.6.~10. 방한하여 미국의 어획쿼터
축소 전망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 기업의 어업 합작투자 필요성을 강조
한국 측은 연간 쿼터 40만 톤 유지 및 3차 쿼터 7만 톤 할당을 희망

4. 수산청장 방미
강영식 수산청장은 1984.11.25.~12.4. 미국을 방문하여 1985년도 어획쿼터, 국제포경위 대책,
미국산 수산물 수입자유화 문제 등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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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1984.7.1.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1984.7.24.~8.10. 원양어업

한·우루과이 참치 어업합작 진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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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제분(주)은 1983.2.3. 일본 이토만 및 우루과이 URUPEZ사와 참치 어업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함.
동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22만 달러이며, 동아제분은 33% 지분으로 선원 송출 등 조업관리 담당
한국은행은 1983.5.3. 상기 해외투자 건에 대해 허가

2. 주우루과이대사는 우루과이 기업의 한국 기업과의 합작 요청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330

1983.11월 우루과이 수산청 산하 기관의 어업사업 참여 희망업체 모집
1984.3월 우루과이 수산 업체의 참치조업 합작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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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18차. 동경,
1984.3.29-31. 전2권. V.1 기본문서

제18차 한국과 일본 간 어업공동위원회가 1984.3.29.~31. 도쿄에서 개최됨.
1. 어업자원 전문가 회의
어업공동위원회에 앞서 어업자원 전문가 회의가 1984.3.26.~28. 나가사키에서 개최
정갑래 수산청 연근해과장, 박병하 수산진흥원 과장 등 참석
나가이 수산청 연구부 자원과장 등 참석
주요 논의사항

2. 어업공동위원회
참가 대표

- 이종휘 수산청 차장, 양세훈 주일대사관 참사관, 이봉래 수산진흥심의회 위원 등 수산청, 외무부,
내무부, 수산진흥원 대표 참석
- 오카야스 농용지개발공단 이사장, 오지마 수산청 차장, 아리마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 등 수산청,
외무성, 해상안보청 대표 참석
주요 논의사항

- 어업자원 현황 및 자원관리 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
- 양국 간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관련, 일측은 해난구조 문제부터 6월 합의를 목표로 실무
협의 제의
- 저인망 어업 금지수역 어로 단속(합의의사록 8항(c) 준수) 관련, 일측은 감시선 계속 파견 및 지도
단속 강화, 단속 통보 강화, 처분 및 처분 결과 신속 통보, 지도단속 대책 협의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등을 요청
- 일본 연안어선 1,700척의 공동 규제 수역 내 조업 관련, 한국 측은 조업 구역과 어선 규모에 있어 일측의
자제를 요망

133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해황, 수온 및 염분 추이 등 어업자원 환경
- 전갱이, 고등어 등 부어류 및 참조기, 갈치, 대하, 참돔 등 저어류 어족 자원 상태
- 저어류 어족자원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일본 측 자율규제 조치 전후의 자원 동향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18차. 동경,
1984.3.29-31.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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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3월 외무부가 주일본대사관에 송부한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회의 문서 및 자료임.
1. 일본 측 제출 자료(대표단 명단 및 의사일정)
2. 주일대사 축사 및 수산청장 개·폐회사
1332

3. 사무국장 보고서
4. 사무국장 사무인계 목록
5. 본회의 진행 시나리오
6. 운영소위 및 합동회의 시나리오
7. 가의제별 검토자료
8. 외무부 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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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일본 어업실무자회의. 서울, 1984.7.18-19

한국과 일본 간 어업실무자회의가 1984.7.18.~19.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1984.6월 일본 정부는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문제 및 한·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제8항 준수(서일본 수역 조업)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7월 한·일 외상회의 직후 서울
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외상회의에서 어업문제는 원칙적인 협의만 진행

7.18.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문제 협의, 7.19. 서일본 수역 조업 문제 협의
회의 참석대표

- 7.18. 회의: 이희수 수산청 어업진흥관 등 수산청 및 외무부 직원
- 7.19. 회의: 김진호 수산청 생산국장 등 수산청 및 외무부 직원
- 일본 측: 와다나베 수산청 어정부장, 나가타 수산청 참사관 등 수산청 및 외무성 직원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 문제 협의 내용

- 양측은 조업 허가 척수 및 어획량, 감시선 및 감독관 파견 실적 설명
- 한국 측은 일본 어선의 조업 방해 사례에 대한 일 정부의 지도 요청 및 민간 간 어구 피해보상 협의에
일 정부의 적극 지도 요망
- 일측은 한국 정부의 민간 어업 실무자 회의에 대한 사전지도 및 어업 관계자 교류 적극 검토 요망
서일본 수역 조업 문제 협의 내용

- 한국 측은 지방기관 실무책임자 회의 개최, 무허가 트롤 어선 명단 통보, 일측 나포 어선에 대한 국내
처벌 강화 등 지도 단속 강화 노력 설명
- 한국 측은 일측이 질문한 위반어선 처분 내용, 누범 어선에 대한 조치 결과, 무허가 어선 실태 및 처분
내용, 선명 및 등록번호 부착 노력 등에 대해 설명
- 일측은 지도선의 계속 파견, 한국 공무원의 일측 감시선 승선, 국장급 실무회의 정기 개최 등을 요청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어업실무자회의 결과

1333

한·일본 하천 및 수자원 개발 기술협력위원회,
제7차. 동경, 1984.4.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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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국과 일본 간 하천 및 수자원 개발 기술협력위원회가 1984.4.22.~28. 도쿄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1977.7월 한·일 과학기술 장관 회의 결정에 따른 연례회의

2. 참석 대표
1334

한수은 건설부 수자원국장, 김영환 하천계획과장 등 건설부 및 외무부 직원
이노우에 건설성 하천국장, 나카가와 하천국 차장 등 건설성, 외무성 및 과학기술성 직원

3. 회의 내용
공동연구 과제 발표

- 종합 치수 대책
- 하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
- 하상저하에 대한 하천 구조물 유지 관리
합의 사항

- 차기 회의 공동연구 과제 결정(하천 사업계획, 하천 관리, 댐 사업계획 및 관리 등)
- 하천 및 수자원 개발 기술협력 사업 추진(저수지 유수 관리 협력, 태풍 위원회 중장기 계획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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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강영식 수산청장 대양주 순방, 1984.4.7-20

강영식 수산청장은 대양주 지역과의 어업협력을 협의하기 위해 1984.4.7.~20. 호주, 뉴질랜드,
폴리네시아를 방문함(이희수 어업진흥관 수행).
1. 호주(1984.4.8.~11.)
1차 산업성 장관, 차관 등 면담
오징어 채낚기 어선 입어 허가 확대, 미입어 어선 입어료 정산 등 요청
어업협정 부속약정 갱신 회담을 7월 캔버라 개최키로 합의

농수산성 장관, 차관, 어업협회 부회장 등 면담
어업협정 2년 연장 합의
84/85 어기 쿼터(트롤 32,000톤, 오징어 채낚기 10척) 할당 요청
어업실무회담 개최 합의

3. 프랑스령 폴리네시아(1984.4.13.~16.)
총독, 정청 사무총장, 수산담당 장관 등 면담
빠뻬데항 기지 이용에 관한 약정 서명
기지 이용 한국 어선에 대한 유류 공급 계약 서명

4. 하와이(1984.4.16.~19.)
서부남태평양 어업관리위원회 의장, 사무국장 등 면담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뉴질랜드(1984.4.11.~13.)

1335

Petrowitsch F., Ivan J. 칠레 수산청장 방한,
1984.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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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Petrowitsch 칠레 수산청장이 1984.12.6.~10. 방한함.
1. 방한 경위
Petrowitsch 청장은 1984.11월 일본 정부 초청으로 일본 양식업계 시찰 후 방한을 희망
주칠레대사 건의로 수산청에서 방한 초청

- 시간 부족으로 초청장은 주칠레대사 명의로 발송
1336

2. 주요 방한일정
농수산부 차관 예방
원양어업협회, 성베드로학교(인천), 수산진흥원, 한국어업기술훈련소, 대림수산 냉동공장 등 방문

3. 주요 협의내용
칠레 측

- 대림수산의 트롤선 2척 조업구역 변경 방침 재고 요청에 대해 적극 고려 약속
- 한국 기업의 칠레 해조류 양식 및 참치 연승 분야 합작 희망
한국 측

- 남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 위원회 가입 지원 요청
-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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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코스타리카 농업협력, 1984

한국과 코스타리카 간 농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새마을 협력 타당성 조사
1984.1월 주코스타리카대사는 주재국에 대한 이민 방안 보고를 통하여 코스타리카 정부(Arauz
부통령)의 새마을운동 협력에 대한 관심을 이용 농업이민 및 기술자 이민이 가능하다고 하고
양국 간 새마을운동 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을 건의
1984.3월 해외협력위는 농업부문 새마을 협력 타당성 예비조사단을 파견

1984.7월 주코스타리카대사는 새마을협력 추진 분야, 정착 후보지, 농장 건설 방법, 소요 예산
등에 대해 보고하고 1985.2월경 이주자 파견을 건의

2. 양국 간 협의 경과
1984.9월 전경환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코스타리카 방문 시 Arauz 부통령은 농·어민 각
10세대의 이주를 통한 새마을운동 기술 전수사업에 대해 면세, 토지구입 가격 특혜 등의 지원을
약속

- 전 사무총장은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최소 30세대의 이주, 가구당 3헥타르의 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
- Arauz 부통령은 조선수리소 건설 및 파인애플, 팜오일 재배사업과 관련한 한국 측의 지원도 요청
1984.11월 해외협력위는 코스타리카 새마을 협력 사업은 농업이민 규모가 작아 재검토가 요구
되므로 보류하고, Arauz 부통령이 요청한 조선수리소 건설 및 파인애플, 팜오일 재배사업 관련
협력과 병행하여 검토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
1984.12.13. Gutierrez 코스타리카 외상은 방한 중 이상옥 외무차관(장관대리)과의 면담 시 새마을
운동은 코스타리카에 필요한 운동이므로 양국 간 협력을 희망하며, Arauz 부통령의 관심사항이
라고 언급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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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이민 타당성은 대체로 인정되며, 소규모 영농이민 성공 및 향후 확대 가능성 상존
- 정밀조사단 파견 필요

한·가나 새마을 농장 지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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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복남 가나 교민회장(가나 새마을 농장장)은 1984.1월 이범석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가나 새마을농장에
대한 농업기술자 파견(1명 장기 파견) 및 농지 개간용 중장비(트랙터, 불도저, 콤바인 등 약 20만 달러
상당) 지원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4.7월 동 농장이 비록 개인 농장이나, 가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고 개도국 진출 및 교민
사업 육성에 도움이 되므로 전문가 1명 파견, 중장비 구입을 위한 수출입은행 융자 또는 새마을 기금
1338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전두환 대통령에 보고하였으나, 전 대통령은 경제성을 보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함.
3. 외무부는 1984.8월 가나 정부가 동 농장을 정부 간 경협 차원에서 받아들여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주가나대사의 건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함.
사업규모 및 단계적 개발 계획의 축소를 김 회장과 협의
과기처와 협의, 농업전문가 1명(1년) 재파견 지원
중장비 지원은 은행융자 알선 및 새마을기금 지원 가능성 협의

- 불가능할 경우 외무부 대외협력 기금에서 20만 달러 정도의 한국산 중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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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4-84 / 18 / 1~88(88p)

1984

나이지리아 Ogun주 농장 합작투자, 1982-84

1. 나이지리아 Odutola 그룹 회장은 1982.5월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동인이 소유하고 있는 Ogun 주
농지(3,000에이커 이상)에 대한 농작물 개발 사업에 한국 업체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단순한 농장 경영에 그치지 않고 생산품의 가공처리 및 완제품 판매 포함 식품 가공업으로
발전 가능

2. 상공부는 1982.9월 (주)회원, 한국생산기술 주식회사, 태흥무역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를 추천하였으나,
나이지리아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함.

26,000헥타르 주 정부 소유 유휴지 개발
양어장 및 벼 재배 농장 건설

4. 농수산부는 1984.5월 농업진흥공사가 아프리카권 해외농업개발 사업 진출에 관심이 있어 자료 수집
중이며, 양어장 분양에는 관심업체가 없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나이지리아 Ondo 주 농업장관은 1984.4월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다음과 같은 농업합작을 제의함.

1339

한라자원의 파푸아뉴기니 Vanimo 및 Arawe
지역 산림개발사업 참여,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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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2-84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4-84 / 19 / 1~57(57p)

1.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2.7월 자원개발 관련 주재국 정부의 관심 개발 분야, 업체 심사 기준, 투자
진출 절차 등에 관한 자료를 본부에 송부함.
2.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2.8월 Waka 산림청 장관을 면담하고 Arawe 지역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한라자원의 참여 문제를 협의함.
1983.1월 Waka 장관의 방한이 추진되었으나, 동인의 해외여행 취소로 방한계획도 취소
1340

3. 한라자원은 1983.2월 호주 회사와 경합해 오던 총 면적 278,000헥타르, 개발수입 연 30만 평방미터(한
국 연간 총수입의 5% 해당)의 Vanimo 산림개발 프로젝트의 개발권자로 선정됨.
단,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구체적 개발 guideline에 관해 한라자원과 교섭하여, 6주 내 만족할
만한 교섭 결과를 얻지 못하면 교섭을 중지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

4.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1984.4월 6주간 교섭 결과 한라자원이 guideline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으며, 언론은 정부가 능력 있는 호주 업체 대신 한라자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비난함.
5.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1984.5.30. 최종 협상 guideline을 한라자원에 제시하고 30일 내 교섭을 완료할
것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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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자원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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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회의, 제6차. 서울,
1984.8.30-9.4

1984.8.30.~9.4.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임업협력 회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개최경위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정부의 개편에 따라 임업협력 회의 수석대표의 격과 관련업무 담당부처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1984.5월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 수석대표인 Soedjarwo 산림장
관에 대해 내무부 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
회의 준비 협의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양국 간 산림협력 협정 체결, 임업장비 생산 합작
것을 촉구함.

2. 인도네시아 참가 대표
Soedjarwo 산림장관, Soemarsono 산림이용개발국장 등

3. 주요 일정
내무부 장관 예방, 산림청장 회담, 업계대표 합동회의(제주) 등
Soedjarwo 장관은 한국 정부에 수재의연금 4,500달러 기탁

4. 주요 의제(한국 측 제안)
합판공장 진출업체의 추가 입지 주선
진출업체 지원 협력
이리안자야 지역 진출업체 지원
미이용 수종 연구개발 사업 협력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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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한국 측은 아주임업 분규 해결 문제를 임업협력회의 이전에 해결할

임성재 산림청장 미주 순방, 1984.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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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4-84 / 21 / 1~53(53p)

임성재 산림청장은 원목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1984.12.4.~21. 캐나다, 미국, 브라질을 방문함
(산림청 수출진흥과장, 이건산업 대표 수행).
1. 캐나다(12.4.~6.)
밴쿠버 방문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임업장관, 임산협회장 방문
1342

원목 개발 및 미송 도입 확대 협의

2. 미국(12.7.~14.)
동부 및 서부 산림지역 시찰

3. 브라질(12.15.~21.)
브라질리아, 마나우스 방문
농림장관, 산림개발원장, 마나우스 주지사 등 방문
아마존 강 벌채 사업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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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남미과

MF번호

2014-84 / 22 / 1~268(268p)

1984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 중남미
순방, 1984.9.6-22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은 1984.9.6.~22. 새마을운동 홍보사업을 위하여 중남
미 6개국을 방문함.
1. 수행원
사무총장 부인, 한경선 감사, 전도일 지역개발조사 연구단장, 우덕용 외국어대 교수, 안충영
중앙대 교수 등 7명
1343
새마을운동 소개 및 세미나 개최
현지 해외동포 격려

- 특히, 2세 동포의 결혼 대책으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배우자 물색(짝짓기) 사업제의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와의 농업인력 진출 방안 협의

3. 방문 국가별 면담인사
코스타리카(9.8.~9.): 부통령
콜롬비아(9.9.~11.): 대통령, 외무장관, 내무장관, 농림장관 등
페루(9.11.~13.): 대통령 및 부인, 국민협력운동 본부장, 전 하원의장
칠레(9.13.~15.): 농축장관, 문교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아르헨티나(9.15.~18.): 멘도사 주지사, 경제장관, 농목장관, 시장
브라질(9.18.~22.): 한·브라질 문화협회장, 주리오데자네이로 명예영사

4. 방문단 건의사항
중남미 이주자 여권발급 요건에 해외개발공사 주관 정신교육 이수 의무화
농업이주 대상자는 고졸 이상 학력자 선발 및 병역혜택 부여
해외 새마을 홍보사업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로의 일원화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요 활동

Ali El HOSSARY 이집트 농무성 차관보 방한,
1984.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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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4-84 / 23 / 1~49(49p)

이집트 농무성 Ali El Hossary 차관보가 1984.9.8.~13. 방한함.
1. 방한 목적
한국의 농업 기계화 실태 파악 및 농기계 구입과 합작생산 가능성 조사

- 이집트 농무성 고위인사의 지시로 방한한 것이나, 주카이로총영사의 건의에 따라 체재비 한국 측 부담
1344

2. 수행원
농무장관 고문, 농무성 설탕 연구소장

3. 주요 일정
농수산장관, 농촌진흥청장, 외무부 차관보, 중동국장,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차장 등 면담
올림픽 경기장, 새마을 시범농가, 국제상사, 대동공업 등 방문
민속촌 관광

4. 외무부 방문 시 면담내용
한국 측은 농업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정세, 남남협력 정책 등
을 설명
이집트 측은 외무성을 통한 양국 간 농업협력 강화 의지를 표하고, 농업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샘플 10세트 지원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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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84 / 25 / 1~24(24p)

1984

미수교국 (중공·소련) 개최 국제경제기구
회의 참가, 1984

외무부는 미수교국 개최 국제경제기구회의 참가 현황에 대하여 1984.9.1.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는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일환으로 미수교국(공산국) 개최 국제기구 회의 참가를 적극 추진한
결과, 1984년도 중 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 및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등 국제경제기구
주관으로 중국(구 중공), 소련 등 미수교국에서 개최 또는 개최 예정인 각종 국제회의에 초청되어 한국

2. 동 회의 중 소련 개최에 대하여는 KAL기 사건 이후 중단된 대소 인적교류를 case by case로 재개한다는
정부 방침(1984.7월)에 따라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중국 개최 회의에 대하여는 가급적 모든
국제회의에 한국이 초청되도록 국제기구 소재 공관을 통해 적극 교섭한 결과 상기 7개 회의에 초청받
았으며, 추후에도 추가 초청을 예측함.
3. 중국 개최 회의 참가를 위한 중국 입국 문제 관련, 한국 정부의 중국 민항기 납치범 석방 및 북한 강성
산 총리의 중국 방문 시 한국인의 중국입국 항의(8.18. 언론 보도)에도 불구, 중국은 ESCAP 주최 소수
력발전 Workshop(9.13.~14. 항주) 참가 한국 대표에게 입국 사증을 발급한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
가 한국인에 대한 중국 입국 허용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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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참가 또는 참가 예정인 회의가 11건(중국 7, 소련 4)에 달함.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39차. Washington, D.C., 1984.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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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84 / 26 / 1~26(26p)

김만제 재무장관은 1984.9.24.~27.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
개발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한바, 동 총회 논의 내용 및 재무장관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1. 연차총회 주요 논의 내용
세계경제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특별인출권의 추가 배분에 대하여 차기 회의 시 재론
1346

85년도 국제통화기금의 재원 이용한도 소폭 감축
사하라 이남지역의 지원확대 필요성 강조

2. 재무장관의 개막총회(9.24.)에서의 기조연설 요지
세계경제의 지속적 회복을 위하여 보호주의 철폐 및 실질 고금리 인하 등 선진국의 노력 촉구
개도국의 구조조정 및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IMF, IBRD의 역할 강화 등 국제협력의 강조
국제통화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세계무역 확대 촉진을 위한 특별 인출권 추가배분 주장
‘85년

서울 총회에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환영하며, 동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

3. 기타 재무장관의 주요 활동
IMF의 아시아국장 등 간부들과 조찬 간담회를 주최, 한국경제의 현황 및 대기성 차관의 진행상
황을 논의함(9.25.)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 면담 및 방한 초청, IBRD 총재와 한국업체의 차관 사업 참여 확대
방안 등 협의(9.25.)
아시아재단 주최 오찬에 참석,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연설,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등(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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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IDA(국제개발협회) 제7차 재원 보충을 위한
회의, 제2-7차, 1983-84

1. IDA(국제개발협회) 제7차 재원보충을 위한 제2~4차, 6~7차 회의가 1983-84년 중 개최되어 정부 대표
단이 참석함.
한국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활동의 보완으로 최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 무이자의 차
관공여 및 기술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IDA에 1961년 가입한 이래 73년 수혜 종결 시까지 110.8백
만 달러의 수혜를 받은 바 있으며 83년 현재 Donor Country로서 IDA 6차 증자(81~83)에 3백
만 달러를 출연하는 등 총 5.35백만 달러를 출자

제2차 회의(83.2.1.~2. 파리)

- 참가 대표: 권승우 재무부 국제기구과장(수석대표) 등 2명
- 주요 훈령: FY ’
84 중 IDA 6 약정분의 1/3에 해당하는 0.65백만 달러 출연 예정 표명 등
- 주요 활동: 포르투갈의 IDA 가입에 대한 찬성투표
제3차 회의(83.3.28.~31. 코펜하겐)

- 참가 대표: 박경동 주프랑스대사관 재무관
- 주요 토의사항: IDA 6 부담금 납부 현황, FY ’
84 특별 출연, IDA 7 부담금 배분 기준
제4차 회의(83.7.19.~21. 도쿄)

- 참가 대표: 권승우 재무부 국제기구과장 등 2명
- 주요 훈령: IDA 7 각국 출연 분담금 비율의 급격한 변동 반대 등
제6차 회의(83.12.9.~10. 파리)

- 참가 대표: 신명호 주프랑스대사관 재무관
- 주요 훈령: 선진 출연국의 IDA 6차 약정분 납입 조속 이행 및 저개발국 지원강화 촉구
- 주요 논의내용: 영국, 독일 등 미국 분담률 25% 조건으로 제7차 재원 120억 달러 제의
제7차 회의(84.1.12.~14. 워싱턴)

- 참가 대표: 김영빈 주미국대사관 재무관 등 2명
- 주요 훈령: 한국의 IDA 7 출연액이 여타 출연국 분담금과 균형이 유지되는 최소한의 규모(약 5백만
달러)가 되도록 적극 교섭(총 규모는 100억 달러 예상, IDA 측은 한국에 20백만 달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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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A 제7차 재원보충회의 참석 현황은 다음과 같음.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17차.
Amsterdam(네덜란드) 1984.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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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의 석상인 공사는 1984.4.7. 배병승 외무부 경제국장을 방문, 4.25.-27.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제17차 연차 총회에서 중국(구 중공)의 가입과 대만의
회원자격 문제 제기 시 대만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공한을 전달함.
동인은 고 이범석 장관의 대만 외교부장과의 면담 시(1983.1월 대북공항 기착 시 면담) 지지의
사를 기 표명한 바 있으며, 1983.2월 슐츠 미 국무장관 방한 때도 대만 축출 반대라는 매우 명
백한 미국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작년 중국이 가입의사를 사전에 표명
1348

했음에도 우방국의 협조로 저지된 바 있음을 상기시킴.

2. 배 경제국장은 석 공사에게 중국과 대만의 공존에 관한 compromise 안의 최근 진전 상황을 문의한 데
대하여 동인은 아는 바 없다고 답하면서 대만은 ADB 창설 멤버로서 1966년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대만의 ADB 출자 기준은 인구, 경제규모 등 타이완 섬의 경제력 기준에 의해
출자되었기 때문에 대만의 status 문제는 어떠한 신규 가입국과도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한국이
대만 입장을 계속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3. 배 경제국장은 대만 측 요청을 take note하겠으며 한국 입장은 검토 후 통보하겠다고 말한 뒤, 현재
중국의 입장은 명확한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는 대표권 문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언함.
4. 한편, 정훈목 ADB 이사는 1984.4.9. 배병승 경제국장을 방문, ADB 제17차 연차 총회 시 한국이 작년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이번 쟁점은 국호 문제가 될 것인바, 대만은 중화민국-대만
(ROC-Taiwan)을 주장하나 중국은 중화민국(ROC)이 1949년에 이미 법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ROC
호칭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며 Taiwan-China에는 다소 신축성을 보임이 사실인 것 같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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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IDB (미주개발은행) 총회, 제25차. Punta Del
Este (우루과이) 1984.3.26-28

1. IDB(미주개발은행) 제25차 연차 총회가 1984.3.26.~28.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개최되어 이형구
재무부 제1차관보(수석대표), 배진 주우루과이대사관 참사관, 심형섭 재무부 외환정책과장, 재무부
실무자 등 4명의 정부대표단이 옵서버 자격으로 동 총회에 참가함.
IDB 가맹 43개국(역내 27, 역외 16) 및 옵서버국 대표(한국, 노르웨이), IBRD, ADB 등 국제기구
대표 및 각국 금융기관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동 총회에 참석
3.26. 개회식에서는 Ortiz Mena IDB 총재의 기조연설 및 Alvarez 우루과이 대통령의 연설에
이어 IDB 연차 보고서 및 재무제표 채택, 총회 위원회 활동보고 등 진행

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 특히 외채, 물가 및 무역에 관한 어려움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협조를 중점적으로 호소함.
3. 한국 대표단은 회의 기간 중 IDB의 Mena 총재, 사무총장, 일본 및 독일 대표 등과 접촉하고 한국의
IDB 가입 등 현안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3.27. IDB 측(Curtin 부총재, 재정국장, 법률고문
등)과 한국의 IDB 가입전망에 관한 의견교환을 한바, 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IDB 측이 한국 가입문제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

- 한국은 아직 ADB 등 국제기구에서의 차입국이며, 한국의 IDB 출자 시 최고자본을 교환성이 제한된
한국의 원화로 출자하는 경우 융자금으로 이용하기에 불편
- 협정문상 역외국의 투표권 비율은 8%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가입문제를 역외가맹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존재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현재 한국이 IDA, ADF 등에도 출연하고 있고 또 한국 가입에 대해 일본,
미국을 비롯한 IDB 주요 역내국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설명

4. 한국대표단의 IDB 가입 필요성, 전망 및 대책에 관한 보고서
가입 필요성: IDB 차관 시행사업에 대한 한국 업체 참여 가능, 경제적 잠재력이 큰 중남미 제국
과의 경제 협력 및 외교적 유대강화 기여 등
전망 및 대책 건의

- IDB 제6차 재원보충이 타결되어 1.5억 달러의 미배분 자본이 생긴 지금이 IDB 가입 최적 시기이나 한
국의 IDB 출연능력 저평가 및 역내 회원국들이 한국을 무역, 경제의 경쟁상대로 보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의 IDB 가입을 위하여 역내외 회원국의 지지 획득을 위한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바,
1985년도에 개최되는 IBRD/IMF 서울 총회를 계기로 주요 회원국에 대한 설득 노력이 요망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의 기간 중 22개 회원국 대표들의 연설이 있었는바, 그 중 역내 개도국 대표들은 현재 중남미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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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 남북라운드 무역협상 제의,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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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3.12.10.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브라질, 멕시코 등 주재 12개 공관에 대하여 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82.2월 미국이 제의했으나 개도국 반대로 지연된 신남북라운드(무역협상)
에 관하여 85년 가을 GATT 총회 시부터 다자간 교섭을 개시키로 미·일이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주재
국의 입장을 타진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가 신남북라운드 무역협상에 관해 1984.1.6. 작성한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1350

신라운드 구상

- 선진제국은 한국 등 일부 선발개도국의 무역신장 추세를 방치하는 경우 선진국의 국내 산업 및 기존
수출시장을 위협할 것을 우려(선발개도국에 대한 GSP 수혜축소 움직임)
- 국제적 산업구조 발전에 상응하는 국제무역체제 구축 노력(서비스 산업 포함 등)
미·일의 구상

-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 축소 및 선발개도국의 시장개방
- 서비스, 투자, 고도기술 등 협상 포함
- 84.6월 선진7국 경제정상회담 시 선진국 공동입장 모색
- 85.11월 GATT 총회 이후 다자간 협상 전개
한국의 입장

- 기존 현안문제 해결 선행 필요, 선발개도국에 대한 졸업개념 적용 불가
- 선진국 비교우위분야 포함 반대

3. 미조구치 미치오 일본 외상 특별보좌관은 1984.1.26.~28. 방한하여 외무부 경제차관보, 상공부 국장 등
한국 측 관계인사와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1983.11월 제의한‘새로운 다국간 무역협상’
과 관련하여
논의한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측 설명

- 일본은 세계적 무역확대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다국간 무역협상을 제의하고 새로운 협상의 논의분
야는 상품 교역상의 장벽 외에 긴급수입 제한문제, 서비스(금융보험 등) 교역의 자유화,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등인바,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85년 말 이전에 본격적 협상이 시작되기를 희망함.
한국 측 대응

- 세계적 무역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새로운 협상이 선진국에 유리한 분야의 자유화를 의도하고
있음을 우려함.
- 현 남·북간 무역쟁점인 긴급수입제한문제, 대개도국 GSP 제도연장 등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개도국에 부담이 되는바, 협상참여 결정 전에 개도국 간 공동입장 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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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호주의 신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제의,
1983-84

1. Hawke 호주 수상은 1983.11월 태국 방문 시 서태평양 통상확대를 위한 역내 다자간 무역협상을 제
의한 바 있으며, 1984.2월 아시아 순방에서도 각국 정상에게 이를 거론할 예정인 것과 관련, 외무부는
1983.12.30. 필리핀,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주재 공관에 대하여 호주 측 제안에 대한 주
재국 반응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호주 측은 동 협상 제의가 미·일 등 선진공업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행 GATT 테두리 내에서의
남북라운드 협상이 추진될 경우 서태평양 신흥공업국 및 자원보유국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손실
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전략의 수립에 있다고 주장

수상은 동 서한에서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1983.11월 표명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준비 제
의를 환영하면서, 우리는 모두 과거 무역협상 결과에 실망하였으며, 새로운 무역협상에서도 우리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균형을 이룬 다자간 무역협상 제의
와 관련된 한·호 양국과 아·태지역 제국 간의 공동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Garnaut 수석경제고문과
McDonell 무역성 차관보가 1984.1.9.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Hawke 수상은 2.4. 방한, 한·호 정상회담 계획

3. 한·호 정상회담 대비 실무 경제협의(다국간 무역협상 공동대처방안) 개최 결과
한·호 실무협의회가 1.9. 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로 Garnaut 수상실 수석경제고문과 Mcdonell
무역성 무역정책차관보, 주한 호주대사관 관계관 등 참석하에 개최됨.
호주 측 설명내용

-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가와 신흥공업국 및 아세안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한, 새로운 다국
간 무역협상에 반대하지 않음.
- 이를 위해 오는 6월 서방7개국 정상회담 이전 아·태지역 국가 간 사전대비회의 제의함.
한국 측 대응

- 태평양 역내 국가 간의 지역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사전협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이해함.
- 다만, 도쿄라운드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긴급수입제한 규제, 섬유류 교역, 남북간 산업조정 등)와
대개도국 GSP제도 연장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비스 교역 등 선진국 관심분야 위주로 협상이
주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협의 결과

- 호주 측의 역내 국가와의 사전 타진 결과에 따라 Hawke 수상 방한 시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을 조
정키로 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한 호주대사관은 1984.1.6. Hawke 호주 수상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를 외무부에 전달한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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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정부는 Hawke 호주 수상이 제의한 New Round에 대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의
협력강화방안 논의를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회의를 1984.4.30.~5.1. 발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바, 한국 정부는 동 회의에 다음과 같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대표단 구성

1352

- 수석대표: 배병승 외무부 경제국장
- 대표: 이종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참사관, 김수동 상공부 국제협력과장, 홍종기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허경욱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
주요 의제

- GATT Work Programme 이행상황 검토
- New Round의 의제, 개최 시기 및 대응전략
- 발리 회의 후속 조치
주요 훈령

- 일본의 New Round 제의 및 이에 대비한 호주의 지역협력 제의는 아직 구상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회의 참가국의 입장 타진을 주목적으로 임할 것
- 호주의 지역협력 방안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되, New Round의 의제와 관련, 한국은
기존 GATT 현안문제의 해결에 일차적 관심이 있음을 표시하고, 호주의 관심 사항인 농산물 교역,
열대산품 보조금에 관하여는 가급적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

2. 한국 대표단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회의 참석 결과보고(주요 논의 사항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GATT Work Programme의 이행 상황

- 회원국들은 Programme의 이행상황이 부진하다는 데 공감하고 New Round 무역협상 개시 이전에 동
이행 선행 필요성을 강조
New Round 무역협상의 논의 분야

- GATT Work Programme 및 Tokyo Round 무역협상의 미결 분야가 New Round의 논의 분야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역내 국가 의견 반영 위한 향후 활동 계획

- 공식 합의문서 채택 대신 회의결과 요약한 Chairman’s Summery 형식으로 발표
북아시아, ASEAN, 대양주 국가의 이해 상충이 노정, 무역 현안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검토하는 데 그쳤으며, 호주가 의도한 New Round에 대비한 역내 공동 입장 정립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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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V.1 84.1-4

1. 외무부는 ’
82 GATT 각료회의 시 채택한 Work Programme에 따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관심이 있
는 국가는 GATT 사무국에 동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비스 분야 개방과 관련
된 우리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립하여 줄 것을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수산부, 과학기술처, 해외협
력위원회, 무역협회, 한국무역진흥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1984.2.1 발송함.
서비스 교역문제는 한국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분야
일 뿐 아니라 미·일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미국은
83.12월 GATT 회원국 중 처음으로 동 보고서를 제출

- 의무의 형태: 내국인대우 원칙, 최소한의 규제 원칙, 비차별 원칙, 외국회사의 국내시장 진출기회 보장
- 의무이행절차: 서비스 교역상 규제조치의 통지, 이해관계국의 의견표시 기회 부여, 분규해결(국제규
범 배치 결정 시 보상 등 의무)

2. 한국 정부가 주최하고 영국의 무역정책연구소가 추진하는‘ 서울국제무역회의’
가 1984.4.13.~15.
서울에서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의 주제: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제도 참여
취지

- 악화되고 있는 세계교역 환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후진국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국제무역
질서의 개선방안과 GATT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추진전략 논의
- 주요 참석자: Brock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 오코노기 일본 통산성 장관, Lambsdorff 서독 경제장관,
Dunkel GATT 사무총장, Kerin 호주 1차 산업장관, Rithauddeen 말레이시아 통산성장관, 신병현 부총
리 겸 기획원장관, 김만식 재무부장관, 금진호 상공부장관 등 21명
주요 논의사항

- 세계경기의 지속성 문제, 산업구조 조정문제, 개도국의 외채문제, GATT체제의 보강, 선발개도국
졸업문제, New Round 등
- 특히, New Round에 대하여는 국제무역 자유화를 위해 추진이 필요하나 개최 시기 및 의제에 대해
계속 협의 필요 의견 등이 제시

3. 본 문건에는 상기 자료 이외에 New Round 관련 외무부 경제국 작성 자료, 공관 보고, 언론 보도 기사
및 참고 문헌 등이 수록되어 있음.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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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약 성립 시 예상되는 의무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V.2 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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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경제국이 1984.7.10. 작성한‘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현황 및 대응방
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선진국의 New Round 구상 배경
국제무역 환경상의 요인
1354

- 지속적 경기회복을 위한 방책, 관리무역주의 경향, 도쿄라운드 결과의 이행상황(개도국 가입실적
저조 등에 의한 범세계적 확산 지연)
- GATT Work Programme 이행상황 부진, 선진국의 대선발개도국 견제의식
미·일의 국내적 요인

-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 행정부의 국내업계 및 의회로부터의 선발개도국 등 해외시장 개방 요구 압력에
대한 고려
- 미국·EC로부터 계속되는 시장개방 압력을 국제무역자유화로 연계시켜 손실을 최소화시키려는 일본의
노력

2. New Round의 협상 의제
기존 다자간 무역협상 분야(일본의 구상): 일반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협상
국제무역상 새로운 분야: 서비스(금융, 보험, 건설, 관광, 해운 등) 교역 자유화, 첨단기술·
투자·농산물 교역 자유화
개도국 관심분야: GSP 연장문제, 긴급수입제한, 산업조정·분쟁해결절차 보조금 등
남북무역협상: 경우에 따라 남북무역협상(선발개도국 졸업 및 LDC 세율 등) 동 논의

3. 향후 추진 전망(예상)
84년 중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설득 교섭 및 일정부의 아시아제국 회의 개최
84.9월 브라질에서 2차 무역장관 비공식회의
84.11월 GATT 총회(Work Programme 이행상황 종합검토 및 고위실무회의 구성 준비)
85년 중 GATT 각료회의 개최, New Round 개시 선언. 86년 중 협상 돌입

4. New Round에 대한 한국의 입장
New Round의 필연성 및 한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참여가 바람직함. 다만, 단기적인
불이익을 극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자간 New Round 개최 합의 시까지는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힘.

1984

선발개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하여, New Round 개최 시기를 가능한 한 연기하고,
협상 의제에 있어서 한국의 관심사항의 반영(예: 선진국의 보호주의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함.

5. 본 문건에는 해외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1984.7.19.) 관련 자료, 공관 보고 및 참고 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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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4.
전3권. V.3 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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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und와 그 전제가 되는 GATT Work Programme의 추진방법을 토의하는 통상장관회
의가 1984.9.16.~17.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미, 일, 서독, 캐나다, 브라질, 인도, 한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합쳐 14개국 대표와 GATT 사무총장 및 EC 집행위 부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한국은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참석).
1. 회의 성격
1356

이번 회의는 New Round에 관한 84.5월 워싱턴 통상장관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84.6
월의 런던 서미트 이래 이 문제에 관한 비공식 내지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하는 최초의 회의인
바, 공동성명은 내지 않으나 이번 토의의 내용은 11월의 GATT 총회 및 New Round의 방향설정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주요토의 및 합의사항
보호무역주의 팽창저지를 위한 GATT 기능 강화

- 82년 GATT 각료회의에서 보호주의 규제수단으로 제시되었던 새로운 보호조치의 금지 및 기존 보호
조치의 점진적 완화의 진전 상황을 확인 점검토록 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남발방지 방안 제시

- 피해국에 대한 발동국의 보상의무 강화
- 발동시한의 엄격한 제한 및 긴급규제의 단계적 축소
- 명확한 발동기준의 설정 및 GATT 사무국에 Safeguard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보고의무 부여
GATT의 분쟁해결 기능 강화

- GATT 심사위원회(Panel)의 구성원을 전문화시키고, 구속력을 갖는 재심제도를 신설 도입하여 GATT
의 실질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
농산물 교역증진 방안을 보다 발전시키고 이 문제를 GATT 체재 내로 흡수하기로 합의
이번 회담과 유사한 회의를 85년 초 개최하기로 합의

3. 이번 회의는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신속하게 달성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으며, Mini-GATT 성격의
회의에 한국이 계속 초청을 받은 것은 개방화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서 향후 세계교역 질서 형성에서 차지할 높은 비중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해외협력위원회는 85년 초 개최 합의한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건의

4. 본 문건에는 상기 관련 공관의 전문 보고, 외무부 작성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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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협정) / 농산물 교역
위원회, 1983

1. 1982.11월 GATT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GATT 내에 신규 설치된 농산물 교역위원회 1차회의(83.3.2.~4.)
가 개최된바, 동 회의에서는 향후 작업일정(Work Programme)과 1984년도 총회 이전까지 잠정회의 일
정 등을 협의,‘수입저해 요인에 대한 검토’및‘보조금 수출지원에 대한 검토’에 관한 각국의 자료를
1983.7.15.까지 GATT 사무국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종합 작성 후 2차 회의(83.10월)에서 검토, 83년 총
회 보고와 위원회 토의를 진행, 1984년도 총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함.

서, 한국의 농산물 교역상의 각종 제한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토의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고, 본부
는 현재 관계부처에 누락된 서류의 재작성을 요청 중이므로 귀관에서 판단하여 1차 송부 자료라도 제
출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자료 접수 시까지 자료 제출을 연기할
것을 지시함.
종래 한국 정부가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GATT 규정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
토 없이 국내법 규정에 의거해서 제한조치를 부과해 왔으며, 동 국내법 규정은 GATT 규정에 의
한 적법성 여부가 의심됨.
다만, 동 국내법들이 대부분 한국의 GATT 가입일(67.3.2.) 이전에 제정된 것이므로 GATT의
grandfather clause에 의한 해명은 가능하다고 봄.
관계부처는 한국의 농산물 교역제한 관계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제출하는
자료는 개괄적 제한 내용만 수록한 것임.

3. 주제네바대사는 1984.7.18. 상기 자료가 GATT 각료회의 결정으로 신설된 농산물 교역위의 첫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자료이므로 상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외무부에 건의함.
4. 외무부는 관계부처가 재작성한 150여 개 품목에 대한 자료를 1983.10.10. 주제네바대사에게 송부하
면서 농산물 수입정책과 수입자유화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한국과 같은 자원부족 및 국내시장이 협소한 경제여건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자원배분 유도는 물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점진적인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함.
농업은 생산요소의 이동성 제약으로 국제 분업과 교역자유화에 한계가 있으며, 농산물은 생산
및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선진국도 수입자유화에는 극히 신중을 기하고 있음.
한국농업은 그 여건에 있어 여타 농업생산국에 비해 불리하며 수입자유화로 생산기반 붕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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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3.7.11. 주제네바대사에게 관계부처(상공부 및 농수산부)가 작성한 1차 자료를 송부하면

사회문제 야기가 우려됨.
쌀, 보리 등 주곡은 장기적으로 자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단기적인 부족량은 최소량을 적기에
도입하여 적정 수급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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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 농산물
교역위원회, 1984

1. 1982.11월 GATT 각료회의가 설정한 Work Programme에 의해 1983.1월 농산물 교역위원회 설치, 동
위원회는 1984.11월 GATT 총회 시 작업보고서 완성을 목표로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교역상
장벽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외무부는 미국, 일본 등이 농산물 교역위를 통해 시정코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구체적 내용과 연도별 자유화 실적 등을 조사, 보고할 것을 1984.1.25. 해당 공관에 지시함.
2. 정부는 1984.3.5.~8.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 농산물 교역위원회에 조일호 농수산부 국제협력과장을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EC 등의 한국 농축산물정책에 관한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각국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지시킬 것을 훈령으로 시달함.
한국은 전체 인구의 25%가 농업에 종사하는 주요 산업으로서 농업문제는 국가적 사회문제로
직결되는 특수한 상황
농업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국내 농업 보호 조치는 불가피한바, 농산물 수입자유화는 국내
생산기반 및 농가소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자유화의 충격이 적은 품목부터 추진할
것이며, 국내 농업 보호와의 조화를 위해 일부 품목의 관세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3. 상기 농산물 교역위원회 3월회의 시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C, 북구, 스위스 등은 농산물 교역이 공산품과 달리 식량 안보, 농가소득 보장, 가격 안정 등
중요한 국내정책목표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농산물 교역 자유화 확대를 위해 GATT
의 수입규제에 관한 보조금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미국은 보조금에 관한
협정 16조를 개정,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의

4. 1984.6.6.~8. 개최된 농산물 교역위원회에서 이사회 및 체약국의 심의를 위해 사무국이 작성한 권고안의
채택에 관하여 토의가 있었는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은 농산물 교역에 관한 GATT 협정 적용 확대
필요성의 견지에서 동 권고안을 대체적으로 지지하였으나, EC 및 북구 등은 동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개도국도 동 권고안에 개도국 우대 조항이 미미하게 취급된 데 대하
여 불만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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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로 임명, 참석하여 한국의 농산물 수출입정책을 설명하고 1983.11월 농산물 교역위 시 미국,

각국별 입장이 상이하여 동 권고안을 본국 정부에 보고, 비공식 접촉을 통해 각국의 입장을
수렴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결정

5. 본 문건에는 농산물 교역위원회에 제출된 사무국의 권고안, 각국의 농산물 관련 입장에 관한 공관
보고, 관계부처의 문서, 교역위원회 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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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협정 가입 검토, 1983-84

1. GATT/MTN 반덤핑협정에의 가입문제 검토를 위한 회의가 외무부, 상공부, 재무부, KDI, KIET, KOTRA의 담
당관 및 관계관 참석하에 1983.1.21. 상공부 회의실에서 개최된바, 동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정 가입 실익문제

토의 결론

- 주제네바대표부에 외무부 제안 관련 공관 의견을 우선적으로 조회키로 결정

2. 외무부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 증가 추세와 관련, 반덤핑협정 가입 실익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
보고할 것을 1983.1.21.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한바, 동 대표부의 이에 대한 2.1. 보고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연 2회 개최되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부당한 반덤핑 조치 규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
동 협정 가입을 위하여 국내법규,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여 협정상의 의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선행 필요
수출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응함에 있어서는 우선 쌍무교섭에 의존함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1982년 GATT 각료회의에서 MTN 협정의 시행현황, 효율성 및 개도국의 신규 가입 저해 요인이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결의한 사실에 비추어 그 추이를 관망하면서 협정
가입을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

3. 반 덤핑협정 가입 필요성 검토 및 가입추진 절차 관련, 외무부, 상공부, 재무부 담당관 회의가
1984.6.26. 상공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협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반덤핑협정 가입은 현실적 실익이 없으나 한국의 국제경제상 지위에 비추어 바람직
그러나, 한국의 국내산업 보호가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 동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긴급관세,
조정관세 등 수입규제를 통한 산업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계속적인 추이 관망이 필요하며 가입 시 한국 정부의 의무, 권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다시 협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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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 최근 한국에 대한 덤핑제소 급증대책으로 반덤핑 가입 필요
- 재무부: 한국의 반덤핑 절차를 국제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협정가입 찬성
- 외무부: 협정 가입 시 국내입법 정비, 자료 제공 의무 등을 부담하는 반면, 반덤핑위원회 자료는 협정 가
입 없이도 입수 가능하며, 반덤핑위의 조정과정이 효율적인 것인지도 의문인바, 대개도국 특별대우 구체
화 등을 반영토록 협정 개정을 타 개도국과 함께 교섭하거나 한국의 가입 시 유보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위원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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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네바대표부는 1984.9월 및 10월에 개최된 GATT 반덤핑 Ad-Hoc-Group 회의 및 반덤핑
위원회 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반덤핑 Ad-Hoc-Group 회의(9.20.~21.)
Input Dumping 취급문제 및 예상되는 Dumping 피해 가능성의 결정에 관한 권고문 문안 작성을
위한 의견 교환에 그침.
1362

Input Dumping의 권고안(작업단) 요지

-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원자재가 국내외에서 덤핑가격 또는 원가 이하로 구입 사용되는 경우를 Input
Dumping으로 정의함.
- 덤핑 가격은 국내시장에서의 유사상품의 통상거래가격인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되는 가격을 뜻하나
Inputs의 정상가격이 덤핑마진 결정요인으로 사용될 수 없음.
- 조사기관은 Inputs가 제3국에서 수입되어 최종 상품에 추가적인 value를 부가하지 않거나 미미한 변경
(약간의 부품추가 등)에 그치거나, 최종상품의 대부분을 수출국에서 가공했을 경우의 Inputs의 원산지
가격은 덤핑 및 원가 이하라고 하여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Inputs가 국내에서 제조, 구입된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봄.
- Inputs와 최종제품생산자가 연관된 경우 Inputs가 원가 이하이면 Inputs Dumping으로 간주하고,
Inputs 가격여하 불구, 최종제품 가격이 정상이고 수출가 이하이면 덤핑이 아님.
- 위원회로서는 충분한 사실 확인 전에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것은 GATT에 위배된다고 봄.
상기 권고안에 대해 일본대표는 구입가격 정의가 애매하며, open market price로 구입된 가격
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대표는 Input Dumping을 권고
안에 넣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각국 대표가 제기한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 차기 회의(11.29.) 시 재검토하기로 함.

2. 반덤핑위원회 회의(10.30.~31.)
앤티덤핑협정에 싱가포르가 가입하여 협정 가입국이 22개국이 됨(EC는 1개국으로 계산).
호주, 일본, EC의 앤티덤핑 관련법에 대해 각국의 검토 의견 및 문제점 제시가 있었음.
주제네바대표부의 종합검토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앤티덤핑 발동 건수가 증가 추세이며 각국은 수입규제 수단으로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이 수입규제 수단으로 앤티덤핑을 사용하고 있고 향후 한국
상품에 대한 덤핑발동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 협정의 조기가입을 건의함.
(홍콩, 브라질 등 개도국은 동 협정에 가입, 이를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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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산업
조정 작업단 회의, 1981-83

1. GATT 산업조정 작업단 회의는 1981.3.11. 무역개발위원회 및 18개국 협의 그룹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한바, 산업조정의 목적, 성격 및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 동 보고서 채택은 개도국의 무역 증대를
위한 비관세 장벽의 하나인 선진국의 산업조정을 촉구하는 데 기여함.
동 회의는 80.11월 GATT 이사회 결의로 구성되어 그간 5회의 공식회의와 막후 검토와 토의를
거쳐 개도국안 및 선진국안을 절충하는 것

2. 외무부는 1981.7.2. 개최된 GATT 산업조정 작업단 회의에서 산업조정과 관련된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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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제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동 자료를 작성 송부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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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상공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상공부가 작성한 한국산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1982.1.18.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
주제네바대표부는 한국이 그동안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 및 산업조정 정책을 촉진함에 있어
긍정적인 면과 특히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기인한 당면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자료를
추가 송부하여 줄 것을 82.3월 외무부 본부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공부가 추가 작성한
자료를 82.4.3.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

3. 외무부는 GATT 섬유위원회에서 요청한 국별 산업조정 자료를 1983.5.12.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함.
4. 주제네바대표부는 1983.9.22. 개최된 산업조정 작업단 회의에서 사무국이 준비한 작업단 보고서 시안을
중심으로 GATT 테두리 내에서의 산업조정의 중요성, 60년대 이후 산업조정 과정과 국제무역의 관계,
국내 무역 정책상의 산업문제 등을 골자로 하는 Factual Part와 향후 산업조정문제 처리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결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GATT 이사회를 거쳐 11월 총회에 제출될 동 보고서는 82년 GATT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차기 작업단 회의는 10월에 개최 결정

5. 주제네바대표부는 GATT 산업조정 작업단 회의에서 1983.10.18. 최종 확정된 총회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6. 본 문건에는 상기 산업조정 작업단 회의에서 확정된 총회 보고서, 주제네바대표부가 동 작업단회의
관련 송부한 사무국 문서, 상공부 작성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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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10.25.~26. 개최된 GATT 무역개발위원회(CTD) 회의에서 북구 3국(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헝가리 대표는 자국 경제 및 무역현황과 GATT 제4부(개도국 우대조항) 시행내용을
설명한바, 이에 대해 개도국은 북구 등의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인접 EC, EFTA, 동구권으로부터의
수입보다 그 비중이 낮으므로 대개도국 수입증진책(관세율 인하, 수입제한 철폐 등)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한바, 이에 대한 북구 등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음.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된 것은 원유가 인하에 기인
1364

인접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은 역사적, 지리적 여건 때문
섬유제품 및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자국업체 보호를 위한 것
GSP 확대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고려해 나갈 계획

2. 외무부는 최근 GATT 무역개발위원회에서는 선진국에 의해 선진개도국에 대한 우대의 점진적 철폐가
빈번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특히 GATT/MTN 권능조항(Enabling Clause)에 관한 논의 시 집중
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줄 것을 상공부 및 재무부에 1983.11.14. 요청함.
3. 외무부는 무역개발위원회가 1984.10.8.~12. 미국, EC, 일본을 대상으로 개도국우대조항 이행 현황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 이들 국가에 대한 질문사항 및 관련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9.29. 주제네바대사에게 지시한바, 동 질문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대미국 질문사항

- GSP상 졸업개념의 적용 및 상호주의 요구: 개도국이 수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수혜를 제한하는 것은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
- 수입규제 강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GATT가 인정하는 제재조치를 확대 해석
대EC 질문사항

- 잔존수입규제: 점진적인 철폐의무가 있음에도 수입제한조치를 풀지 않고 있는 품목이 상당수 존재
대일본 질문사항

- 최근 시장 개방조치: 82.1월 이래 5차에 걸친 약 2,000개 품목의 관세 인하는 무역마찰 완화를 위한
구미제국 관심 품목으로, 한국에는 실질적 혜택이 전무
- 비관세 장벽 완화: 만성적인 대일역조 감안, 비관세장벽의 철폐노력을 촉구
공통사항: 관세인상 현상의 완화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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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1983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3.5.16.~17. 개최된 GATT/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위원회) 회의 결과를 5.24.
외무부에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의제: 협정이행에 대한 국별 검토, 정보교환을 위한 절차, 국제표준문제, 공정 및 생산방식
(PPMs)에 대한 협정 적용문제 등
대본부 건의 사항

2. 외무부는 공업진흥청이 작성한 제4차 Annual Review를 1983.8.16.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반사항

- 한국은 1980.9.3. 무역기술장벽협정에 서명, 1980.10.3. 효력이 발생한 동 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1982년 말 공업표준화법을 개정하여 동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KS mark)를 외국인에게도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함
기술지원 및 특혜조치

- 한국이 타 서명국으로부터 받았거나 수여한 기술지원 및 특혜조치는 없음
국제규격의 이용

- 공업진흥청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회원기관으로 가입, 양 기구에서
발간하는 국제규격을 한국공업규격의 제정 및 개정 시 반영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USTR이 한국의 인증제도 통지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1983.10.4.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한국이 KS mark 제도 하나만 운영하고 있음을 통보

4. 외무부는 한국이 TBT에 가입한 이래 표준화에 관한 국내의 제반 Regulation 및 Certification에 대한
대GATT 통보 의무 이행실적이 전무하므로 해당조치사항의 송부를 상공부, 과기처, 공업진흥청 등
관계부처에 요구함.
공업진흥청이 1983.12.24.에 3건을 송부하여 주제네바대표부가 12.29. GATT 사무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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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결정 사항인 각국별 제4차 Annual Review의 GATT 사무국 제출과 관련, 한국 안을 7.31.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송부
- 차기 회의(10.4.-5.) 의제인 Statements on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4차 Annual Review,
PPMs, 지역표준화 기구 초청 문제 등에 대한 본부 검토 의견
- 협정에 의한 GATT 통보 조속 실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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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2.28.~29. 개최된 GATT/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위원회) 회의 결과를 3.6.
외무부에 보고한바, 동 회의 시 주요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Technical Assistance

- 개도국: 이집트, 인도, 브라질 등은 TBT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지원 필요성 주장
- 미국: 기술원조는 bilateral base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Notification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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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이 제출한 Notification 검토 방법을 차기 회의 시 재협의키로 결정
EC-스페인 간 분쟁해결

- EC측은 스페인이 난방기 및 전기의료기기에 대해 정부 인증 후 판매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GATT에 notify 안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스페인 측은 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다소 시
간이 필요하다고 답변
- 미국은 TBT 이행상황에 대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체크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대표부의 대본부 건의사항

- EC-스페인 간 분쟁을 계기로 선진국은 각국 TBT 협정 이행사항 체크가 예상되므로 수입절차 강화 내
용 등의 대GATT 통보의 철저한 이행 조치가 요구
- 한국의 수입절차 완화 및 공업표준화 시책을 차기 회의 시 소개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2. 외무부는 최근 선진국은 한국 등이 선진국의 통보에 대한 혜택만 향유할 뿐,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의
개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해 줄 것을 1984.6.30. 동력자원부, 보건사회부, 농수산부, 공업
진흥청에 요청함.
3. GATT 사무국은 1984.7.10.~11. TBT 회의에 앞서 7.3. 비공식회의를 개최, EC-스페인 분쟁 문제에 관한
Recommendation 채택, Notification 처리와 관련되어 북구가 제시한 절충안의 재협의 등에 합의함.
외무부는 Notification 관련 북구제국 안이 품목별로 기술장벽의 유형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등
효과를 감안, 수락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주제네바대표부에 시달

4. 공업진흥청은 1984.10.16. 외무부에 TBT협정 관련, 다음과 같이 이행 사항을 통보함.
한국은 1982년 공업표준화법을 개정, 외국인 제조업자도 KS 표시 승인 받을 수 있게 조치
한국공업규격과 국제규격과의 정합화를 위한 비교작업 착수 예정
1983년 말 3건의 한국공업규격안을 GATT 사무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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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제40차. Geneva, 1984.11.26.-30. 전2권.
V.1 기본계획

1. 정부는 1984.11.26.~29.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0차 GATT 총회에 참석할 정부 대표단을 11.17. 다음과
같이 임명함.
수석대표: 박쌍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교체수석대표: 정영의 재무부 제2차관보
대표: 박련 외무부 경제국장,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김동배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김광동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박상조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견제민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등 11명

경기회복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1984년 시점에서도 선진국들은 보호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세계
교역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외채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상당수 개도국들은 고금리, 수출 감
소로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및 지속적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음을 지적, 보호주의 영속화와
각종 GATT 원칙 이탈조치 남발에 따른 GATT체제 자체의 붕괴 위험성을 지적할 것
자유무역 체제를 위한 GATT 체제 강화 방안으로서 GATT의 분쟁해결 기능 및 감시 기능의
강화, 개도국의 도쿄라운드 MTN Code 참여 확대 여건 조성, GATT 체제 이탈시 제재조치 강화,
지역 Bloc화 경향 저지, 선진국 잔존 수입규제의 점진적 완전 철폐 등을 촉구할 것
Work Programme의 계속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Safeguards, 개도국 우대조항, 산업구
조 조정,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분쟁해결 분야의 작업부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Safeguards 발
동요건 강화, 구속력 있는 재심제도의 도입, 수입규제 현황감시 모니터링 촉구 및 의제별 고위
급 전문가회의를 제기할 것
개도국 시장 개방은 개도국 경제여건에 따라 자발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할 것
한국은 대외 지향적 경제로서 지속적 경상수지 적자, 과중한 외채 부담, 불완전 실업의 상존,
GNP의 6%가 넘는 국방비 부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 자유무역의 옹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무역자유화를 실현시켜 왔음을 설명, 국내경제 문제를 이유로 보호조치를
계속하는 선진국의 경각심을 촉구할 것
New Round 관련 조건부 참여를 설정한 바 있으나 금차 회의에서는 개도국 입장을 감안, 성급한
참여 입장 표명은 삼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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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0차 GATT 총회 정부대표단에 대한 정부의 기본훈령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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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4.11.26.~30.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0차
총회 결과를 12.1.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토의 결과
개도국 측은 선진국의 각료선언 불이행과 보호주의 만연의 심각성을 지적하여 동 작업계획
완료의 중요성을 강조
1368

선진국 측(미·일·EC)은 작업계획 추진에는 수긍하면서도 서비스산업 교역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논의 개시를 제기
New Round에 관한 입장 차이

- 개도국: 대부분 반대 입장이며 기존 상품교역에 한정한 New Round 공동안으로 대응
- 선진국: 미·일·EC는 85년 중 고위층 준비회의 제의, 호주는 New Round를 지지하면서 현안문제의
우선 해결을 강조
작업계획 관련 이사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향후 계속 추진
New Round 개시

- 서비스 교역문제는 계속 검토하여 차기 총회 시 다자간 조치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
- 위조상품 문제는 전문가 기구를 설치, 검토 후 차기 총회 이전 이사회에 보고

2. 한국 정부대표단 활동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각료선언의 준수 및 속행 촉구, 보호무역장벽 철폐와 선진국의
수입 제한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New Round에
관한 각국의 발언과 제의를 예의 주시해 오고 있음을 언급
대표단은 GATT 총장, UNCTAD 총장 등과의 면담 및 개도국 간 막후 교섭과정에 적극 참여

3. 평가
85년부터 서비스 교역 등을 포함한 새로운 다자협상 논의는 표면화될 전망

- 선진국은 41차 총회에서 New Round 교섭 개시를 결정토록 추진 전망
선진국이 보호주의 완화에는 등한하면서 New Round 추진하는 데 대해 개도국들은 계속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양상
한국은 GATT 내에서 계속 개도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선도적 입장에서 기여함이 77그룹
관계 및 비동맹 외교 차원에서 유익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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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4. 전2권. V.1 1-8월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1~8월 개최된 GATT 이사회 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회의 내용(예시)은 다음과 같음.
1. 일반이사회(2.7.)
미국이 제의한 고도기술 상품 교역에 관한 작업단 구성 문제 및 위조상품 문제는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다음 기회에 재론키로 함.
홍콩-EC 간 무역분쟁에 관하여는 PANEL 보고서 권고에 따른 조속한 수량제한 완화조치를 EC

2. 일반이사회(2.28.)
미국-EC간 특수강 분규(미국대표의 최근 양측 고위회담 결과를 설명)

- 미국은 EC가 취한 compensatory measures에 대응하여 GATT 이사회에서 제기했던 disapproval 요구를
철회키로 결정
미국대표는 소위 미국의 보호주의 시비는 과장된 견해이며, 미국은 지난해에 인플레, 외채 등에
시달리는 나라를 돕기 위해 수입 유연정책을 수립하여 그 결과 69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았
고, 84년도에는 1,000억 달러가 넘는 등 최악의 국제수지 적자상태에 있는바, 일면만 보고 보호
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은 상호 간에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

3. 특별이사회 및 일반이사회(5.15.~16.)
특별이사회

- 83.10.1.~84.3.31. GATT 사무국에 통고된 무역과 관련된 국내조치 Factual Paper를 중심으로 토의가
있었는바, 주제네바대표부 채재억 상무관은 한국의 최근 무역자유화계획(관세인하 5개년 계획 및 수
입자유화 예시제 등)에 관해 설명하고 선진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 철폐와 시장개방을 촉구
일반이사회

- 82년 각료선언 이행과 작업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New Round에 대한 개도국 입장을 채택한바, 주제
네바대표부 김광동 서기관은 개도국 입장을 지지하고 New Round 토의 전에 작업계획이 우선 이행되
어야 한다고 발언

4. 일반이사회(7.11.)
미국대표는 6.25. 미의회를 통과한 Foreign Sales Cooperation Act에 대한 대통령 서명 후
GATT에 통보하겠다고 발언한바, 이에 대해 EC, 캐나다 등은 GATT의 권리를 유보한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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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요청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4. 전2권. V.2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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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10.2. 개최된 GATT 일반이사회 시 파키스탄 대표가 개도국을 대표하여 미국의
신원산지 규정 및 보조금 상계관세 제소건과 관련, 미국이 관련 섬유수출 개도국과 plurilateral base로
협상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고 외무부 본부에 보고하면서 동 협상에 참여할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미국의 신원산지 규정이 한국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으나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 및 섬유수출 개도국 워크숍 서울 유치를 앞두고 여타 개도국과의 유대가 중요하
다는 견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후 10.16. 주제네바대표부에 협상 참여를 지시
1370

2. GATT 무역정책국은 1984.11.6. 개최되는 특별이사회에서 각국이 금년 4.1.~9.30. 취한 무역정책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한국 관련 부분 중 삽입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 줄 것을 요청함. 이와 관련 주제네바
대표부는 한국이 84.7월부터 352개 품목을 자유화하였음을 이사회 제출 문서에 포함시킬 것을 10.11.
외무부에 건의한바, 동 건의에 따라 한국 관련 부분에 대한 본부 검토의견을 시달함.
3. 1984.11.6. 개최된 GATT 특별이사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파키스탄 대표는 섬유수출 개도국을 대표하여 미국이 취한 최근 조치들이 GATT 자체의 존립을
위해하게 하는 보호무역 조치로서 개도국의 섬유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

-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북구제국도 미국의 무역 및 관세법이 세계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
한국은 그간 무역자유화 조치와 관세정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무국 작성 보고서 중 한국의
긴급관세 부분은 국내 생산자를 위한 일시적 조치임을 설명
특별이사회에 이어 11.6.~8.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는 중국(구 중공)의 이사회 옵서버 자격신청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의 옵서버 가입을 환영

4. 1984.12.17. 개최된 GATT 일반이사회 시 미국의 EC산 steel, pipes 및 tubes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EC대표는 미국의 조치가 일방적, 보호주의적임을 지적하고 보복조치 등 GATT상의 권리행사를 유보
한바, 미측은 동건은 자율규제 조치로 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함.
한국대표(선준영 공사)는 철강교역에 관해 가까운 장래에 한국산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움직임이 있는데, 후발 수출국, 특히 개도국의 입장이 호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한국
상품에 대한 일방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GATT상의 권리를 유보한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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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
양허위원회, 1984

1. 재무부는 EC가 1984.1.1.부터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음성재생기의 양허 세율을 일방적으로 9.5%에서
19%로 인상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되므로 EC의 조치와 유사한 사례 여부 및 이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 등과 동구권의 GATT 체약국이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줄 것을 1.25. 외무부에 요청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84.2월 중순에 개최되는 GATT 관세양허위원회에서 보상조치를 강구하면 특정제
작년 11월에 EC가 동 28조를 원용하여 작년 봄에 수출된 일제 DAD의 관세율을 인상하였으므로 이를
방치하면 8mm 비디오 등 금후 발매가 예상되는 신제품의 관세율이 인상될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84.1.28. 외무부에 보고함.
미국은 일본의 제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EC가 반발할 것이 확실하며, 설혹 원용 금지가
합의되어도 그 예외로 상대국 및 GATT 이사국이 인정하면 신제품에도 원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3. 1984.2.23. 개최된 관세양허위원회 7+7 비공식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동 회의에서는 조화제도(H.S.)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 준비현황, GATT 제28조 협상문제 등에
관한 예비토의가 진행
주제네바대표부의 김철진 재무관은 H.S. 도입을 위한 한국의 실무작업단 구성사실을 설명하고
동 협정의 1987.1.1. 이전 수락 가능성을 시사
다수 대표들은 H.S. 도입으로 불가피하게 파생될 양허 수정교섭을 85년 말까지 타결하기
위해서는 84.6월부터라도 H.S. 관세율표안(관세율 포함)의 부분적 상호교환 검토 및 예비교섭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주제네바대표부는 H.S. 도입준비 등 관련 외무부 본부의 입장을 청훈

4. 주제네바대표부는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GATT 사무국에서 작성한 Loose-leaf 관세양허
표 수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수락 여부를 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재무부가 검토한 Loose-leaf 관세양허표 수정안에 대한 한국측 안을 9.19. 주제네바대
표부에 통보하면서, 동건 교섭 후 결과 보고 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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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관세인상을 인정하는 GATT 제28조 규정을 신제품에는 원용하지 않도록 제안할 방침인바, 이는

5. 본 문건에는 재무부의 Loose-leaf schedule에 대한 검토 의견, GATT 사무국의 공한 사본 등 자료가 수
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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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
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4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세평가문제에 관한 GATT 논의 경과(1984.7월 외무부 경제국 작성)
문제의 발단

- 과거 각국의 관행은 컴퓨터 매체(hardware)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소프트웨어는 무관세를 적용
- 미국은 84.2월 이래 소프트웨어에 대해 과거 관행에 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도국 및 EC는 소프
트웨어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
미국 결의안 내용(84.6월 일본 및 스웨덴의 수정의견 반영)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협조 요망사항

- 가급적 미국 안에 적극 지지 표시를 희망하며, 한국의 기본입장으로 적극 지지가 불가능한 경우,
미국의 결의안 통과 노력에 반대하지 않을 것을 희망
한국의 대응방안

- 미국의 강경한 입장 및 수차례에 걸친 협조요청을 고려, 한국의 기본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 결의안 채택 노력에 반대치 않음.
- 미측 결의안 통과 후, 동 결의안에 의거 소프트웨어 과세 여부의 GATT 통지 시는 한국의 과세 입장을
밝힘(과거 평가위원회에서 입장 밝힌 바 있음).

2. 1984.9.24. 개최된 GATT 관세평가위원회에서 미 USTR이 제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초안이 채택되
었으며, 이어서 각국별 구체적 실시 시기 및 국내 소요절차에 관한 비공식 의견 교환이 행해진바, 주제
네바대표부는 한국 정부의 실시 시기 등을 외무부에 문의함.
비공식 협의 시 일본대표는 각 세관에 통보하는 데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EC대표는
각국별 규정에의 반영 등 복잡한 절차로 실시에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3. 외무부는 9.24. 평가회의 시 한국이 미측 제의에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희망하는 국가 간에 비과세원
칙을 적용하는 것도 한국 입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은 실질적으로는 미국 측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미측 안에 대한 실시 시기 및 국내 관련 법규의
수정 여부에 대한 통보는 불필요함을 1984.11.8. 주제네바대표부에 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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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 평가협정상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규정은 소프트웨어에도 적용 가능
- 그러나 과거의 관행 및 소프트웨어의 특수한 여건에 비추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GATT
평가협정에 합치
- 따라서, 의견을 같이하는 국가 간에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국별 적용시기를
GATT에 통지

4. 본 문건에는 소프트웨어 평가 관련 GATT 사무국 문서 및 공관 보고, 기타 위원회 관련 문서 등이 수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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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 회의, 1984

1. 주제네바대표부는 GATT 사무국이 협정 제16조 1항 및 체약국 결의에 따라 1984.1.11. 공한으로 요청한 한
국의 보조금제도에 관한 자료를 늦어도 2월 중 통고할 수 있도록 송부해 줄 것을 1.24. 외무부에 요청함.
동 보조금 제도에 관한 통고는 각 수출품목에 제공되는 보조금의 성격과 범위 및 보조금의
효과 등 상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외무부는 재무부가 작성한 한국의 보조금 제도 통고 자료(주로 농수산물 관련)를 4.23. 주제네
바대표부에 송부함.

발동 실적이 있으면 회시해줄 것을 1984.10.16. 외무부에 요청함.
한국은 동 협정에 1980.6월 가입한바, 서명국은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6개월마다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외무부는 재무부에 확인 후, 84년 상반기 중 상계관세 실적이 없음을 10.14.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11.1.~2. 개최된 GATT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의 참석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신규가입 촉구(특히 개도국의 가입 촉구)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규 및 이행상황 검토(일본, 미국, EEC, 캐나다, 호주 등)
보조금 지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국의 조속 제출 요망
보조금 계산에 대한 전문가 그룹 보고(Draw-Back System을 Export Subsides로 대체하는 안 등)

4. 외무부는 차기 위원회 시 미국이 우리의 보조금 제도 통보 관련, 감세 및 면세 관련 규정, 외자도입법, 마
산수출자유지역, 농협의 농가로부터 옥수수 구입 후 가공업자 및 사료 생산업자에 대한 배정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상세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등에 1984.12.7.
요청함.
1984.12.4.~7. 개최된 GATT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에서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은 미측
질의 내용에 대해, 외자도입법은 지난 7월 법 개정으로 내국인 기업가와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공평한 경쟁유도를 위해 조세특혜를 폐지하여 보조금적 성격의 소지가 없어졌으며, 옥수수는
국내 수요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산간지역에서 일부 생산되는 옥수수는 6~7만
톤에 불과한바 이를 농협이 정부고시 가격으로 수매하여 수요자에게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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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네바대표부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제2조 16항에 의거, 한국의 1984년도 상반기 상계관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수량
규제 및 비관세조치 그룹회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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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TT/QR 그룹 제1차 회의가 1984.3.22.~23. 제네바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GATT 각료회의는 1982.11월 국제무역상의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한 검토 및 GATT 총회 시
비관세장벽 완화에 필요한 권고 채택을 목표로 QR 그룹을 설치함.)
한국 대표단: 주제네바대표부의 현희강 공사 및 채재억 상무관, 신원식 상공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채훈 무역협회 통상2과장
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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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 사무국은 각 회원국으로부터의 추가 및 수정 정보에 의거 새로운 INVENTORY를 발간, 배포한바,
미국 등 일부 국가는 QR에 관한 각국 정보가 아직도 불완전함을 지적
- 개도국은 GATT 조문에 근거가 없는 QR 조치는 리스트를 작성, 토의할 것을 주장
- EC 등 일부 선진국은 어떤 조치가 GATT 규정에 위반되는가를 가려내기 곤란하다는 사유를 들어
개도국 주장에 반대
- 차기 회의 일정: 5, 6, 7, 10월 등
주제네바대표부는 이번 회의 시 각 회원국의 검토가 미진하고 QR INVENTORY에 대한 검토
우선순위에 대한 대립으로 회의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선진국의 GATT 규정 위배
QR 조치에 대하여는 여타 개도국과 공동보조, phasing out할 것을 건의

2. 1984.9.27. 개최된 QR 그룹회의 시 그간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협의한 내용에 대해 사무국이 작성
한 보고서 시안을 중심으로 토의한바,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은 사무국 작성 자료가 명료성이 결여
되어 84년 총회 보고 이후 작업 계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개도국은 선진국의 수량규
제에 standstill을 주장하면서 향후 작업 일정에 우려를 표명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10.15.~16. 개최된 QR 및 NTM 그룹회의 시 토의된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할
초안 및 각국 입장을 10.19.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본부 입장을 회시해 줄 것을 지급 요청함.
외무부는 QR 및 비관세조치(GATT상 적법한 조치)의 철폐방식으로 Request-offer 방식의 지지,
QR 및 비관세조치를 취급할 별도의 기구 설립 지지 등의 지시를 10.27. 하달

4. 본 문건에는 EC 등 회원국의 한국 비관세조치에 대한 comment 제출 요청과 관련, 공관에 송부한 검토
자료, 관계부처의 QR 관련 문서, 공관 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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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위조
상품 교역문제 협의를 위한 전문그룹 회의
구성, 1978-84

1.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1981.3.23. 외무부 경제국장을 방문, GATT MTN 협상과정에서 미측이
제출한 위조 상품 억제에 관한 협약 제정을 위해 GATT 협상 개최를 제의할 방침이므로 한국이 미측
입장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한국은 동 협약 제정 필요성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동 협상은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 추진
되어야 한다는 개도국의 공동 입장을 상기시키고 미국 입장의 적극 지지는 어려운 입장임을 설명

2.GATT 사무국은 미국 및 EC 측이 공동 제안한 위조 상품 수입억제에 관한 협정(안) 비공식 협의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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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9.18. 개최 예정임을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하여 온바, 외무부는 위조 상품이 국제교역에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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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상표권이 지적 소유권이라는 견지에서 WIPO에서 취급이 가하다는
본부 검토 의견을 9.7. 주제네바대표부에 시달함.
미국 및 EC 주도로 개최된 9.18. 비공식 회의에서 참석 개도국은 이 문제는 상표권 문제로
WIPO에서 취급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

3. 외무부는 동 협정안에 대하여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종합 검토
의견서를 1982.2.11. 주제네바대표부에 시달함.
진정한 제조자 및 소비자보호상 문제점, 세수감소 및 재산 해외 밀반출입 문제, 정당한 국제상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입 필요성은 있으나, 지적 소유권에 관한 국제적 보호 및 규제는
이미 WIPO에서 관장하고 있는 파리협약(공업소유권 보호) 및 베른협약(저작권 보호)에서 규정
하고 있으므로 기존 파리협약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

4. 주제네바 EC대표부는 1983.3.4. 한국 대표부와의 양자 협의에서 EC를 포함한 선진국 측은 위조상품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GATT가 주동이 되어 WIPO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가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함.
5. GATT 사무차장은 1984.9.14. 위조상품 교역에 관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 사무국이 작성한 GATT 비공식
문서 Trade in counterfeit goods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교환을 함.
6. 주제네바대사는 미, EC가 1984.11.6. GATT 이사회에서 위조상품 교역에 관한 작업그룹 설치를 정식
제안할 예정이며, 부정 상품 문제가 새로운 국제통상문제의 하나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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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4.10.30-11.2. 전2권.
V.1 1984.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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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3.27. 개최된 GATT/BOP(국제수지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나이지리아 대표의 기조연설 후 각국의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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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는 수입허가 심사제도의 복잡성 및 수입허가 신청 시 거절명분의 불분명함을 지적
- 미국은 수입규제 대상을 품목에 따라 BOP 이유와 기타 이유로 분명하게 구분할 것과 수입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촉구
- 캐나다는 수입 담보금 예치, 외환배정, 수입허가 심사 등 수입규제의 중복성을 지적하고 이에 추가된
관세율 대폭 인상 조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 나이지리아는 모든 수입제한이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외환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완화를 고려하겠다고
답변
향후 회의 일정

- 5.22.~23. 헝가리, 이스라엘, 유고 및 인도에 대한 BOP 협의
- 10.29. 시작하는 주에 한국 및 포르투갈에 대한 full consultation

2. GATT 사무국은 1984.10.31. 한국과의 full consultation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관련 자료를 10.10.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제네바대표부에 6.30. 통보한바, 이와 관련된 관계부처 준비회의가 7.26. 재무부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됨.
참석자: 외무부, 재무부, 해외협력위, 상공부, KDI, 한국은행 담당과장 등 7명
회의 내용(작업방향)

- BOP consultation에서 한국의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각종 수입규제 조치가 GATT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인바, 이에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
- 금번 full consultation은 미국이 제의하고 EC가 동조한 것인 만큼, 선진국의 한국에 대한 견제의사가
뚜렷하므로 긴급관세 등 제한조치에 대한 철저한 방어준비가 필요

3. 해외협력위원회는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한국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BOP consultation 시 기본자료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GATT 사무국에 통보하고 그 절차를 협의해 줄 것을 1984.8.24. 외무부에 요청함.
주제네바대표부는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해외협력위의 요청사항 등 절차 관련 사항을 9.14.
GATT 사무국 측과 협의한바, 사무국 측은 대한국 협의 시 1979년도의 한국과 BOP의 정식협의
이후 한국 경제의 진전 및 변동에 따르는 수입 등 규제조치, 관련 외환, 관세제도의 변화, 수입
등 자유화 조치의 진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
외무부는 BOP full consultation 자료를 9.24.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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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4.10.30-11.2. 전2권.
V.2 1984.10-12월

1. 정부는 1984.10.30.~11.2.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BOP(국제수지위원회) 대한국협의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을 10.22. 다음과 같이 임명함.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이형구 재무부 제1차관보
- 대표: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이근경 해외협력위원회 정책담당관, 견제민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등 7명
- 자문: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대한무역진흥공사 관계자 3명
- 최근 선진제국은 한국을 비롯한 선발개도국이 일반개도국과 당연히 구별되어야 하며(졸업개념),
선발개도국에 대하여는 GSP 등 특혜축소, 시장개방, 최후진국에 대한 지원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시장 개방압력이 일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이번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운용 현황과 전망, 경제구조 조정 노력,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정책
등을 설명하고, 국제수지 적자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어 온 상역, 관세, 외환 부문 자유화
조치를 강조하면서, 현존 수입제한 조치도 단계적으로 철폐, 완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GATT
이념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할 것

2. 한국에 대한 GATT/BOP Consultation 회의는 1984.11.1. 오전 및 오후에 걸쳐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수석대표의 경제현황 및 수입자유화 조치에 대한 설명과 IMF 대표의 연설 후 BOP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바, 비교적 다수의 질의가 있었으며 대표단은 사전 준비된 자료 및 본부 훈령에
따라 대처
한국 관련 BOP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사무국 측과의 협의, 회의에서의 검토 및 약간의 수
정을 거쳐 정식 채택된바, GATT 사무국 고위관계관, 일본 및 EC 등 대표는 한국 관련 협의가
비교적 활발한 토의를 유발하였으나, 대체로 균형을 이루었다고 평가

3. 한국 측은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한국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GATT BOP 협의 시 기
본 자료의 일부로 제출한바, 동 자료 중 EC의 보호주의 조치로 인해 대EC 철강 수출이 3.1% 감소되었고
84년도는 동결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EC 측은 한국의 대EC 철강수출 감소 원인은 한국의 공급여력
부족 때문이며 철강협약과는 무관하므로 동 표현의 해명과 적절한 시정 조치를 11.9. 주제네바대표부에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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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훈령의 주요 내용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EC 측이 제기한 표현은 대EC 수출실적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수출 쿼터량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취지가 잘못 표현된 것임을 EC 측에 설명토록 주벨기에
대사에게 12.8.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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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G-18
(18개국 자문단) 회의, 1984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년 개최된 GATT/CG-18(18개국 자문회의)의 제23차((4.4.~6.), 제24차(7.5.~6.),
제25차(10.25.~26.) 회의 관련 의제별 주요 논의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CG 회의 시 토의 의제는 보조금 제도, 산업 조정 및 무역정책, 국제금융제도, 긴급수입 제한제도,
분쟁 해결 절차, 농산물 교역, 구상무역, 위조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및 GATT Work Programme
일반 등

주제네바대사는 제24차 회의 시 구상무역의 증가 추세의 원인은 주요 교역국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기인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일부 대표들은 구상무역이 bilateralism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자무역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것으로 grey area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
- 당초 구상무역 문제를 제의한 미국 대표는 사무국이 이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보고서
를 배부할 것을 요청

2. Dunkel GATT 사무총장은 1984.11.2. 주제네바대사 앞 서한을 통하여 84.11월 제40차 총회 시 85년도
CG 18 구성과 관련, 그룹 간 사전 협의를 갖고 membership에 변동이 있는 경우 11.20.까지 동 사무총
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와 관련, 주제네바대사는 제반사정을 고려, 한국은 85년에 당시와 같이 CG 18의 alternate의
지위를 유지하되 86년 이후에는 세계무역에서 증대된 역할 등을 고려하여 full member로 참여
할 수 있기를 희망함을 주요 내용으로 회신코자 하는 데 대한 외무부 본부의 견해를 하시해 줄
것을 11.10. 건의
외무부 본부는 1984.11.15. 주제네바대사의 건의 내용대로 조치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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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수입제한 문제에 관하여는 부분적 해결방식과 전체 해결 방식의 장단점이 지적되었고 이 문제를
다룰 공식기관 설치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여 비공식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
- 서비스 교역문제는 작업단 설치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그 필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개도국 주장이 대립
- 분쟁 해결 및 산업조정에 관하여는 캐나다 대표가 검토서를 제출하였고, 농산물 교역문제는 11월
중순 개최될 농업위에서 거론
- 대다수 대표들은 Work Programme이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11월 GATT 총회
개최 전까지 작업을 추진토록 의견 수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주요
인사 방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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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사는 William B. Kelly GATT 사무차장이 1984.3.15.~16. 일본 외무성 주최 국제무역 심포지엄
참석차 방일 예정이므로 이 기회에 동인을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 이에 상공부는 상공부 차관
명의로 3.19.~22. 방한 초청하였는바, 방한 중 일정 및 주요 활동 등은 다음과 같음.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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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서울 도착
- 3.20. 상공부, 재무부 차관 방문, 외무부 장관 면담, 재무차관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상공차관 주최
만찬
- 3.21.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장관 예방, 무역협회 주최 오찬 간담회, 시내 고궁 관광 및 구로공단 산업
시찰, 대한상의회장 주최 만찬
- 3.22. 무역협회 회장 예방, 이한
외무장관의 Kelly 사무차장 면담 시 언급 요지(3.20.)

- 보호주의적 국제무역환경과 관련한 GATT의 역할 강조
- 다자간 무역 체제상의 개도국의 지위: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등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 계속 준수
긴요
-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에 대한 입장 : 선진국의 이니셔티브 환영하나 한국은 개도국의
일원으로서 서비스 교역, 첨단기술 등 새로운 분야 기술 개방은 시기상조
- 한국의 수입자유화 노력 설명
Kelly 사무총장의 무역협회 오찬 간담회 시 연설 요지(3.21.)

- 1948년 기구 창설 이래 국제무역상 질서 확립과 무역자유화를 시현한 GATT의 중요성
- 세계적인 관세율 인하, 도쿄라운드에서 10개 비관세협약 등 GATT의 업적 설명
- 정치적인 보호주의 경향, GATT 규정 외적인 보호주의 조치, 국제무역분쟁의 GATT framework 내
수용 필요 등 GATT의 당면한 시련
재무차관 및 상공차관의 Kelly 사무총장과의 3.20. 면담 시 New Round, GSP 문제, 한국의 수
입자유화 정책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 교환

2. 외무부는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대선진국 무역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H.S. 도입에 따른
정보수집 및 GATT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1984.5.21.~25. 서울에서 개최되는 CCC(관세협력이사회) 총
회에 즈음하여 Linden GATT 법률국장을 재무부 제2차관보 명의로 초청할 것을 1984.2.24. 주제네바
대표부에 지시한바, 동인은 CCC 총회 기간 중 방한을 수락함.
다만, 동인은 GATT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총회 옵서버 자격으로 방한(사무국이 경비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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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수입 자유화 계획 GATT 통보, 1984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년도의 GATT 활동은 5월의 QR 그룹회의 및 특별이사회를 비롯, 5월 이후의
농산물교역 천연자원 물품 Working Party, BOP 위원회 등 82년 각료선언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될 것에
대비하여, 84.2월말 발표한 한국의 수입자유화 시책을 GATT에 통보,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이를 설
명, 한국 입장을 홍보하고 선진국의 보호주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한 영문 자료를 지급 송부해 줄 것을
1984.4.20. 외무부에 건의함.

검토’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GATT에서의 수입자유화 계획발표의 성격

- GATT 규정에 의한 법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발표 내용에 구속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발표
내용은 GATT 문서에 수록
- 발표국 또는 여타 회원국의 희망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 의제로 채택되어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
답에 응해야 할 경우도 존재
발표의 장점

- 한국의 수입자유화 계획에 대한 선진국의 의구심 완화 효과, 자유무역주의 선봉국가로서의 한국에 대
한 인식향상을 통해 선진국에 대한 보호주의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 강화
-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활용 가능
발표의 단점

- 향후 자유화 계획 수정 시 한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불신 초래 가능성
- 선진국의 추가적 수입자유화 요구 가능성 및 무역정책 변화를 계속 통보해야 할 필요성
- 미, 일 등과의 쌍무적 교섭에서 협상 카드의 구체성이 약화
결론

- 수입자유화 계획이 향후 대폭 수정이 필요치 않는 확고한 것인 경우, New Round 개시 움직임 등에
비추어 동 발표는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평가

3. 상공부는 한국의 수입자유화 시책 관련 영문 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해 줄 것을 1984.4.23. 외
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1984.5.11. 동 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 활용할 것을 지시함.
4. 본 문건에는 상공부가 작성한 한국의 수입자유화 시책 관련 영문자료 및 GATT 사무국이 한국 의약품 수
입자유화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6.16. 요청함에 따라 보사부가 작성한 영문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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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주제네바대표부의 건의와 관련, 외무부 경제국이 작성한‘아국의 수입자유화 계획 대GATT 발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무역
제한 조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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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GATT의 무역제한조치와 관련된 공관의 보고, 외무부의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공관
에 대한 지시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한 내용(예시)은 다음과 같음.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3.7.12. 개최된 GATT 이사회에서 EC가 미국이 취한 특수강에 대한 긴급 수입규제
조치의 GATT에의 정식 통보와 관련국과의 consultation 실시를 요구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미국의 동
조치가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해 회시해 줄 것을 7.15. 외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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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상공부와 협의 후 다음과 같은 검토 자료를 1983.7.29.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하면서
동 문제와 관련된 대미 OMA 협상 개시 여부는 본부에서 검토 중이므로 본부 방침 확정되는
대로 통보 예정이라고 시달

- 미국은 미 통상법 201조(수입증가에 따른 구제조치)에 따른 USTR의 보호결정에 따라 스테인리스
판재류, 봉강, 선재 및 합금공구강에 대해 향후 4년간 관세율 인상 및 쿼터제 실시 조치
- 쿼터 운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가별 쌍무 쿼터 제도나 총량 쿼터 제도는 수출 초기 단계인
한국의 대미 수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쌍무 쿼터 및 총량 쿼터의 장단점 검토 후 쌍무 쿼터가 유리할 경우 대미 쿼터(OMA) 협상을 제의하고,
관세율 인상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검토 후 관세율 인상 및 쿼터 실시에 따른 대미 수출 증대
방안을 수립 예정

2. 주제네바대표부는 GATT의 비관세조치 Inventory 중 한국의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 호주가 통고한 내
용에 대해 GATT 사무국이 의견을 문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회시해 줄 것을 1983.7.12. 외무부에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다음과 같은 한국 측 코멘트를 GATT 사무국에
통고할 것을 8.2. 지시함.
한국 정부는 점진적인 수입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83.7.1. 현재 287개 품목이 신규로
수입자유화되었고, 수입 감시품목은 283개에서 165개로 축소
호주 정부가 GATT에 통고한 pumps 등 6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도를 국영무역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의 현행 수입관리 제도를 고려할 때 선별적 수입승인으로 재분류하여야 할 것

3. USTR은 대미 수출 steel wire rope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관련, GATT 규정에 따라 83.10.3.~14.
제네바에서 한·미 양국 간 협의를 제안하는 공한을 주제네바대표부에 8.27.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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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ISO(국제사탕기구) 회의. London(영국) 1984

1. 주영국대사관은 1984.5.17. 런던에서 개최되는 ISO(국제사탕기구) 제18차 이사회 및 제63차 집행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ISO 사무국 자료를 3.30.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동 회의 참가에 대한 본부 방침을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ISO 이사회 의제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 줄 것을 4.6. 상공부에 요청

- 총회 의제는 회원국별 투표 배분, 국제사탕시장 동향 검토, 1984년도 사탕 수요 및 공급 수정 추산,
1984년 재고비축기금 사용, 1983년 결산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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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국대사관 참사관, 전수길 상공부 화학제품과 기좌를 임명한바, 동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주요 의제

- 1977년 국제사탕협정에 의한 특별재고비축 금융기금의 청산
- 국제사탕시장 동향 검토
- 1985년 ISO 예산 승인
참가 목적

- 동 기구는 한국이 이사국으로 있는 유일한 상품기구로서 1984년 말 만료되는 현행 국제사탕협정에 의
한 특별재고 비축 금융기금의 청산처리에 있어서 연 120만 달러나 되는 한국 제당업계의 부담을 줄이
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필요
- 한국의 ISO 이사국 지위 유지 교섭 및 국제사탕시장 현황을 파악할 필요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 요지

- 한국의 이사국 유지, 사탕가격 안정화 및 사탕시장 정보수집에 노력할 것
- 사무국이 제안하는 행정 및 통계 규정 초안 관련, 한국에 불리한 제안이 제기될 경우 working group
에서 구체적 검토를 제의하는 등 적극 참여할 것
- 국제사탕협정 제12장에 따른 사탕재고 기금 청산 관련, 사탕 수출국들은 1984년 말 현재 2,360만 달러로
추산되는 동 기금을 수출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재고에 추가 대여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한국 제당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타 주요 사탕수입국(미국, 일본)과 보조를 맞추
어 대처할 것
회의 결과 요약

- 사탕재고 1t/1c까지 사탕재고 보유국에 대여하고, 잔액은 수출입국의 수출입량에 비례하여 배분(한국
의 배당금 약 17만 달러)
- 1985년 ISO 예산 100만 파운드 승인, 1984년 신협정 서명 촉구(84.9.1.부터 open, 수출입국의 각 50%
서명 획득으로 발효), 시장정세 논의 (세계경제 정체 및 소비 감소로 국제 사탕 시세는 1966~68년
제외 2차 대전 후 최하 시세라고 평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정부는 1984.11.19.~23.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19차 ISO 이사회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단으로 성필주

ISO(국제사탕기구) UN 사탕회의, 제3부.
Geneva(스위스) 1984.6.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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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표부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이 1984.6.12.~29.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1983년 유엔사탕회의 제3부 회의에 참가할 한국 대표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필요
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84.5.8. 외무부에 건의함.
동 회의 시 ISO(국제사탕기구) 사무국에서 초안한 동 기구의 신협약안이 회부될 예정

2. 외무부는 1983년 유엔 사탕회의 제3부 회의 중 개최될 ISO 제8차 총회의 정부 대표단으로 정우성 주
1386

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대표), 박상춘 대한제당협회 전무이사(고문)가 임명되었음을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함.
3. 정부 대표단의 1983년 유엔 사탕회의(United Nations Sugar Conference, 1983) 참석 결과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목적

- 사탕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 Economic Provisions를 포함한 신사탕협정의 교섭을 위한 준비
회의 참가국: 49개국
주요 회의 내용

- Economic Clause가 제외된 총 45개조로 구성된 국제사탕협정안을 채택하고 폐막
- Council의 투표수(제11조): 한국은 동 협정 가입 투표수는 수입국 총 투표수 1,000표 중 32표
- 집행이사회 구성(제17조): 수출국 및 수입국 각 10국으로 구성
- 신협정 서명, 발효 및 협정기간: 1984.9.1.~12.31. 유엔 본부에서 서명 개방, 수출입국 총 투표수의
각각 50%를 초과하는 국가의 비준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1985.1.1. 발효, 협정 기한은 1986.12.31.
(Council의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
대표단 건의 사항

- 한국은 현행 협정에 의한 Council의 이사국으로서 1984년 협정에 의해 국제사탕 Council에서 이루어
질 경제조항을 포함한 신사탕협정 작성에 참여 필요
- ISO를 통한 국제사탕 시장에 대한 정보 획득의 유용성 등을 고려, 신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 필요

4. 본 문건에는 ISO 사무국이 작성한 신협약안 등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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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0-101차,
1984

1. IWC(국제소맥위원회) 제100차 총회
1984.6.25.~30. 오타와에서 개최(신동오 주캐나다대사관 상무관이 참석)
외무부가 IWC 제100차 총회 관련 주요 현안인 신소맥협정 체결문제에 대해 주캐나다 대사관에
시달한 한국 정부 입장

주캐나다대사관은 과거 일부 공산국가가 한국의 자격문제에 대해 시비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으
므로 이에 대한 본부 지침을 회시해 줄 것을 1984.6.23. 외무부에 청훈한바, 이에 대해 외무부
는 동 일자로 다음과 같이 시달

- 최근 수년간 IWC 총회에서 공산국가가 한국의 자격문제를 제기한 예는 없음.
- 한국의 대표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국은 1954년 IWC 가입 이래 IWC의 모든 활동에 적극 기여,
참가해 온 회원국으로 아무도 정당한 대표권에 도전할 수 없으며, IWC 총회는 순수 경제회의로 정치적
문제 언급은 부당함을 지적할 것
회의의 주요 내용

- EEC 포함 회원국 30개국, 비회원국 9개국 및 8개 국제기구 등 총 147명이 참석함.
- 1971년 소맥무역협약 연장 기탁시한을 전 회원국에 대해 84.12.31.까지 연장함.
- 시장상황 보고서 검토: 대부분의 국가들이 곡물시장의 안정성 유지 필요성에 동조함. (알제리, 튀니지
등은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반대 입장)

2. IWC 제101차 총회
1984.12.10.~13. 런던에서 개최(주영국대사관 관계관이 참석)
외무부가 시달한 회의 관련 주요 훈령 내용

- 기 소맥협약 멤버십 관련, 1985.6.30.까지 비준서 기탁시한 연장에 동의할 것
- 83, 84년 분담금 미납액이 50만 파운드를 넘고 있으므로 체납국의 조기 납부에 동의할 것
- 한국은 연간 2백만 톤(3.6억 달러) 규모의 소맥 수입국이므로 가급적 개도 수입국 의견에 동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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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소맥무역협약(71년 체결, 7차 연장 86.6.30. 만료 예정)이 선·후진국 간 이해대립으로 소맥 수급
안정화 방안 및 후진국 원조 조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완충 재고 방출
및 비축 개시가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진전을 보지 못함.
- IWC는 1980년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로 신협정 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바, 한국은 곡물 수입국으로서 다수 개도국과 함께 동 절충안을 지지하고, 완충재고 운영에 대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수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회의, 제1차. Geneva, 1984.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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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P(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 협상회의가 1984.5.14.~25.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정부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표단
정우성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수석대표), 태응렬 재무부 관세조정과 사무관(대표), 배규환
상공부 국제협력과 주사
1388

2. 대표단에 대한 정부 훈령(일반지침)
이번 회의의 조기 타결이 한국의 대개도국 경제진출 촉진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제3세계와의 일체감 강화로 국제무대에서의 북한 압도 및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이 가능함을 유념하여 실질문제 토의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
개도국들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최저개도국에 대한 특별취급에 동조하도록 하되, 이러한
특별 취급이 GATT/MTN에서 논의되고 있는 졸업(Graduation) 개념과 결부되지 않도록 할 것

3. GSTP 협상회의 주요 결과
87개국, 15개 국제기구 등 참가(북한은 대표 1명 참가)
본회의 시 각 지역 그룹대표의 기조연설 요지

- 77그룹(파키스탄): GSTP 설립안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5차 및 6차 총회에서 확고한 지지를
받은바, 이번 회의 기간 중 협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것임.
- B그룹(스페인): GSTP 설립과정에 비참가국도 참여해야 함.
- D그룹(불가리아): GSTP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켜 진전을 보지 못한바, ECDC(개도국간
경제협력위원회) 등에서 토의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본회의와 별도로 Negotiating Committee(형식은 77그룹회의)가 개최되어 Group of 12에서 작성한
원산지 규정, Safeguards, 양허확대, 최후진국 특혜 및 협상 메커니즘에 관한 draft에 대해 독회
및 토의를 함.

- 77그룹 Negotiating Committee는 이번 회의 시 원산지 규정 등 5개의 working paper를 잠정 채택하고
각국 정부의 검토를 거친 후 금년 중 제2차 회의 시 확정키로 함.
대표단 건의 사항

- 이번 회의 시 논란이 많았던 원산지 규정과 Safeguards에 대해 집중적 검토가 필요함.
- 원산지 규정의 부가가치율과 관련, 비완전 생산물의 최적정 부가가치율을 차기 회의 시 제시할 필요
가 있음.
-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KOTRA 내 GSTP 실무단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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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회의, 제2차. Geneva, 1984.10.8-19

1. GSTP(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 협상회의가 1984.10.8.~19.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정부 대표단이 참석
한바, 동 회의는 개도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증대를 목표로 개도국 간 무역특혜제
도(GSTP) 설립을 위한 제1차 회의(84.5.14.~25. 제네바)의 후속 회의임.
2. 대표단은 정우성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수석대표), 박승순 재무부 관세협력과 행정사무관(대표),
박흥서 KOTRA 3직급(대표)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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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P 협상회의의 조기 체결을 통하여 한국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대개도국 경제진출을
촉진시키는 한편, 제3세계와의 일체감 강화로 미수교국 등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대개도국
수출확대를 도모함.
개도국과의 일체감 유지 및 최빈국에 대한 특별취급에 이견 없음을 표시하되, 그와 같은 특별
취급이 GATT/MTN에서 논의되고 있는 졸업정책 개념과 결부되지 않도록 함.

4. 협상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77그룹 협상위원회 작업 내용).
GSTP 협상 메커니즘

- 1984.12.17. 77그룹 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
원산지 규정

- ASEAN 제국은 비참가국 부품 상한에 대해 30%를 적절수준으로 주장
- ASEAN은 타 참가국으로부터 부품 수입 시 동 부품이 타 참가국의 원산지 자격을 가질 경우에만 최종
산품 생산국의 부가가치에 통산하는 방안(Partial Cumulation) 주장
- 인도·브라질은 타 참가국으로부터 부품 수입 시 동 부품이 타 참가국의 원산지 자격획득 여하를
불문하고, 참가국들이 투입한 모든 부가가치를 최종 산품 생산국의 부가가치에 통산하는 방안(Full
Cumulation) 주장
Safeguards 규정

- 발동 조건 및 절차 강화: 양허 발효 후 1~2년
- BOP 발동 조건: 외환 보유고의 현저한 감소 또는 감소 위협으로 제한
양허의 확대

- 양자, 양자 이상의 소수 간 협상의 결과는 MFN을 근거로 타 참여국에 확대
최후진국 특혜조치

- 최후진국에 대한 일반적 특별대우 범위 대폭 축소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대표단에 대한 정부 훈령(일반지침)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23-126차. Brussels(벨기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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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123/124차 상임기술위원회 회의(1984.4.9.~13. 브뤼셀)
참가 대표: 손원종 재무부 관세국 행정사무관
정부 훈령 요지

1390

- 한국은 82.6.18. 과학장비 일시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교육용구 일시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의 가입서
를 기탁함으로써 CCC 제정의 임시 수입 협약에 모두 가입하였음을 주지시키고, 여타 회원국의 협약
가입을 촉구할 것
- 한국은 관세행정의 국제적인 조화에 호응하면서 관세행정을 발전 보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국제관세법의 국제적 시행 확대를 위하여 선진 제국은 관련정보와 기술협력을 제공토록
촉구할 것
- 한국의 수출품 중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임에도 GSP 공여국의 복잡
한 원산지 규정으로 수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 적용관리상 문제가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추출하여 특혜협정 등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함을 밝힐 것
회의 결과

- 관세행정상 컴퓨터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의 표준화 권고안 결정
- 감시 업무상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지침 제정
- 교토협약과 관련 비상업적 성격의 수입의 범위 등 3건의 연구서 채택 등

2. CCC 제125/126차 상임기술위원회 회의(1984.11.12.~16. 브뤼셀)
참가 대표단: 양승만 재무부 관세국 관세조정과장(수석대표) 등 2명
정부 훈령 요지

- 한국이 세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국내절차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
고, 각 부속서별 가입 관련 검토가 끝나는 대로 가입 가능한 부속서부터 가입 의사가 있음을 설명할 것
- 컨테이너 통관 협약 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통보할 것
- 한국의 ATA(대서양조약협의체) 관련 Carnet 발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의 유기적 교환
을 주장할 것
회의 결과

- Dickerson 사무총장은 서울 총회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의 의의는 상호협력증진과 기술지원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동 선언은 CCC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새로운 방향제시를 하였다고 평가
- 의제: CCC 63/64차 서울 총회에 관한 의장 보고, 교토 컨벤션, 컨테이너협약, 세관분야의 컴퓨터 적용,
관세 용어집, ATA협약 적용, 원산지 규정, 재화이동의 촉진, 라디오 및 중계차와 그 부속장비의 일시
수입, 저작권 등 지적 소유권 관련 세관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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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CCC(관세협력이사회) 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4

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2차 컨테이너협약 운영위원회 회의(1984.2.13.~15. 브뤼셀)
17개 회원국 중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동독,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소련(백러시아공화국, 우크라이나공화국 포함) 등 13개 회원국 참석
주요 의제별 토의 내용

2. CCC 제2차 감시위원회 회의(1984.6.11.~15. 브뤼셀)의 의제별 주요 토의결과 요지
총회 결정사항 보고

- 84.5월 서울 총회에서 결정된 감시위원회 절차규칙의 승인, 나이로비협약의 가입 범위 확대를 위한
협약개정 의정서 제정, Representatives of Investigation Services 회의 폐지, 86년 총회 기간 중 감시
장비 전시회 개최 등에 대해 사무국이 보고함.
나이로비협약

- 협약 가입 대상을 유엔 회원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를 작성키로 함.
Central Index의 운용

- 나이로비협약 및 권고상의 의무로서 각종 관세부정에 관한 정보를 Central Index에 포함되도록 정보
제공 의무의 이행 철저가 강조됨.
감시 장비

- 사무국은 CCC가 발간한 감시 장비에 관한 카탈로그의 보완을 위해 각 회원국의 미수록 사항이나
도입 또는 개발계획 감시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함.
밀수거래에 따른 금전상의 이득을 봉쇄하는 조치 설문서 작성
컨테이너 관련 부정 방지 관련 보고(컨테이너 이용 무기류, 마약 밀수 등)
Transit 절차를 이용한 관세부정 방지
관세부정 억제를 위한 회계감사 방법
저작권 등에 관한 부정
밀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조사
마약을 은닉 운반하는 항공여객의 검거를 위한 협력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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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Annex 6의 Updating: 컨테이너협약의 해설부문 중 5개 부분 개정안 채택
- 협약의 운용상 문제점 검토: 컨테이너 식별, 일시 수입 기간, 단일 Plate, Making of Containers, 임대
컨테이너 문제
-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토의사항 증가를 감안, 불규칙적인 현행 회의를 매년 개최하기 위해 협약
제5조의 개정에 합의
- 컨테이너협약의 설명책자: 협약 가입 촉진을 위해 Hand Book 및 소책자 발간 계획
- 컨테이너 관련 불법거래: Customs Seal을 취소하는 방안 등 협의했으나 단일 해결방안 모색되지 못하
여 차기 회의 시 재론키로 결정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회의,
제11-12차,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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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11차 정책위원회 회의(1984.5.16.~18. 교토)
참가 대표: 정영의 재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이강우 주일본대사관 재무관, 강영주 주벨기에
대사관 재무관
정부의 주요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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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위원회 참가국 중 알제리, 불가리아의 서울 총회 참가를 적극 교섭하고, 참가가 확정된 각국 대표와
접촉, 중국(구 중공),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미수교 회원국의 참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
하도록 교섭할 것
-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선언이 서울 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교섭하는 동시에 자구 수정
과정에서 가급적 동 선언의 구속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섭할 것
- GATT 신평가협약의 확대와 관련, 한국의 동 협약 도입현황을 설명하고, 평가기준의 이원화를 막기
위하여 각국의 동 협약 가입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할 것
주요 토의사항 요지(주벨기에대사관 4.26. 보고)

- 관세평가, 나이로비협약, Harmonized System 관계보고, 기술협력, 회원국의 분담금 산출 기준, 관세
제도의 조화 및 표준화를 위해 한국 제의로 사무국이 작성한 선언(안) 등

2. CCC 제12차 정책위원회 회의(1984.12.10.~12. 브뤼셀)
참가 대표: 김기인 재무부 관세국장(수석대표), 강정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김동진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
정부의 주요 훈령

-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선언(서울선언)의 구체적 후속조치 실현을 위한 재정조치를 촉구함
으로써 동 선언의 의의 제고에 노력할 것
- 조화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작업계획 실행에 있어 한국이 86년 중 최종 draft를 준비할 것임을
언급하고 해설서가 85.6월 한 종료되도록 촉구할 것
- 원산지 규정 적용상 문제점 및 해결책 토의에 참여하여 한국에 장기적 이익이 되는 방향 모색에 노력
할것
회의 주요내용 요지(대표단 보고서)

- 사무총장의 CCC 주요활동 보고 (84.10월 튀니지 개최 Computer Working Party, CCC mission의 라틴
아메리카 방문에 따른 실태조사 및 CCC 가입 권유 등)
- 사무국의 주요사항 보고 (GATT code의 제정 배경, H.S Convention 서명 현황 등 설명)
- 정책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역할 (정책위는 주요정책 사항 및 예산개요만 정하고 구체적 예산계획은
재정위가 정하도록 하자는 사무국 안이 채택)
- 정책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지역대표 (회원국 증가에 따른 구성방법 변경 및 지역대표 선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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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제30-31차. Brussels(벨기에), 1983

1.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제30차 회의
개최 일시 및장소 : 1983.2.7.~11. 브뤼셀
참가 대표: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진행섭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조보국 한국 관세연
구소 수석연구원
정부 훈령 요지

조화제도 협약 본문(안) 토의 결과

(주요 합의사항)
- 개도국은 협약 가입 후 5년간 또는 교역 패턴이나 행정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5, 6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면제
- 일본은 현 CCCN에서 신제도로의 이행 편의를 위해 HEADING 4 단위 이후에 별도 분류기호 삽입을
가능케 하자는 종전 주장을 포기
- 협약 부속 품목 분류표 개정 시 적용시기 일원화
- 협약에 대한 유보 불가토록 확정
(미합의 쟁점)
- EC에 대한 투표권의 수 문제, 이와 연관되는 조화제도위원회와 Council의 기능 등
- EC는 동 회원국별로 협약상 투표권을 인정하되 실제 행사는 1표만 하겠다는 신사협정을 제안하였으나
미국 등은 협약상 1표 인정을 명문화 주장

2.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제31차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1983.4.25.~5.13. 브뤼셀
회의 결과(주벨기에대사관 보고)

- Harmonized System 협약 본문안 채택한 후 5.9.~13. 개최된 품목 분류위와의 합동회의에서 H.S.
협약 부속 품목 분류표 중 섬유류, 전기전자 제품 등 검토를 완료하여 83.6월 총회에서의 채택을 위한
준비를 완료
- 동 협약안에 의하면, CCC 회원국 또는 관세동맹 중 17개 이상의 국가(또는 동맹)이 H.S. 협약에 가입
한 날부터 12~24개월 해당 연도의 1.1.에 동 협약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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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차 회의 시 1983.6월 CCC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국제통일상품 분류제도인 조화제도의 협약(안) 및
각종 기술적인 문제점 등이 논의될 것인바, 동 협약(안) 및 기술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1985.1.1.부터는 동 조화제도를 적용하게 될 것을 감안하여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최대한 입수토록 할 것
- 1984.6월 CCC 서울총회에 대비하여 회원국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하여 친선 도모 및 최대한 참석하
도록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동구권 대표들의 방한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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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6월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CCC(관세협력이사회) 제61/62차 총회에서 현 Redford 사무총장(영국)
의 5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 예정인바, 이와 관련 인도 외무차관은 83.5.10. 주
인도대사를 초치, 인도 출신 G. S. Sawhney(중앙관세위 위원장) 후보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강력히 요
청하였으며, 이에 앞서 3.6.에도 주한 인도대사가 공한과 함께 CCC 내의 개도국 영향력 제고를 위해
인도 후보 지지를 외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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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미국 측은 1982.6월 CCC 총회 시 한국대표(재무부 관세국장)와의 면담에서 미측 후보 지지를
요청하여 호의적 고려를 약속하였으며, 83.1월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이 재무부 관세국장을 방문,
미측 후보인 G. R. Dickerson(미국 관세국 국제담당 부국장)에 대한 지지를 촉구, 관세국장은 지지
의사를 표명함.
외무부는 83.6.3. 재무부에 CCC 사무총장 후보지지 문제는 외교사항으로서 외무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을 유의하고 금후 이러한 문제와 관련,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

3. 외무부는 CCC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된 한·인도 관계와 인도 정부의 요청이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하
지만, 재무부에서 이미 미국 후보 지지를 약속하였다는 점과 CCC에서 미국의 비중이 인도에 비하여
월등히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후보를 지지할 것을 1983.6.8. 결정함.
주병국 외무부 제2차관보는 83.6.8. Ghose 주한 인도대사를 초치, 83년 뉴델리 제7차 비동맹정
상회의 시 한국에 대한 협조 및 한·인도 기존 우호관계를 감안, 인도 후보를 지지코자 하였으
나, 재무부 측의 미국 후보에 대한 사전 지지 약속으로 인도 후보를 지지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협조 요청 시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설명

4. 1983.6월 CCC 총회에서는 사무총장 이외에 품목분류국장 선출문제가 현안이었으며, 이와 관련 일본
및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 후보의 국장 선출 지지를 한국 측에 요청한바, 외무부는 일본과의 관세협력
강화 필요성 및 일본이 한국의 CCC 정책위원회 위원국 선출 지지를 약속한 점 등을 감안하여 83.6.8.
일본 후보 지지를 결정함.
5.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김흥기 재무부 차관 외 재무부, 관세청 대표 4명)은 1983.6.13.~17. 개최된 CCC
제61/62차 총회에 참석한바, 총회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984

차기 CCC 서울 총회 일자가 84.5.21.~25.로 확정
사무총장은 미국 후보, 품목분류국장은 일본 후보가 각각 선출되었으며, 한국은 CCC 정책위원
회 위원국으로 피선
중국(구 중공)의 CCC 가입이 만장일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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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1-62차.
Brussels(벨기에) 1983.6.13-17. 전2권.
V.2 회의자료 : 품목분류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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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1983.6.13.~17. 개최된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시 사무국이 각 회원국에 배포한
회의자료(품목분류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CONCERNING THE AMENDMENT OF THE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 1983.6.14.)인바, 품목 분류별 항목
(예시)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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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 LIVE ANIMALS ; ANIMAL PRODUCTS
SECTION II: VEGETABLE PRODUCTS
SECTION III: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 ANIMAL OR VEGETABLE WAXES
SECTION IV: PREPARED FOODSTUFFS ;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SECTION V: MINERAL PRODUCTS
SECTION VI: PRODUCTS OF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SECTION VII: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 RUBBER AND ARTICLES THEREOF
SECTION VIII: 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 SKINS AND ARTICLES THEREOF ;
SADDLERY AND HARNESS ;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
ARTICLES OF ANIMAL CUT
SECTION IX: WOOD AND ARTICLES OF WOOD ; WOOD CHARCOAL ; CORK AND ARTICLES
OF CORK ; MANUFACTURES OF STRAW, OF ESPARTO OR OF OTHER PLAITING MATERIALS ;
BASKETWARE AND WICKERWORK
…
SECTION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SECTION XVIII: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 CLOCKS AND WATCHES ;
MUSICAL INSTRUMENTS ; PARTS AND ACCESSARIES THEREOF
SECTION XIX: ARMS AND AMMUNITION ; PARTS AND ACCESSARIES THEREOF
SECTION XX: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SECTION XXI: WORKS OF ART, COLLECTORS’PIECES AND AN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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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V.1 사전준비Ⅰ : 1982-83

1. 1981.6.15.~20. 불가리아에서 개최된 제57/58차 CCC 총회는 제63/64차 총회를 1984년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관련 외무부는 주벨기에대사에게 CCC 총회는 통상 6월 중순에 개최되
고 있으나, 84년 서울 총회 개최 시기는 기상조건이 쾌적한 84.5.21.~26. 사이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CCC 사무국과 협의할 것을 82.8.14. 지시함.
Radford CCC 사무총장은 한국이 제안한 5월 중 총회 개최에 찬의를 표하고 83.6월 총회에서
개최 시기를 확정할 계획임을 82.9.2. 주벨기에대사에게 통보
1397

기로 함.
CCC 총회 준비경험이 있는 불가리아 관세국장 및 CCC 사무총장의 방한 초청

- 83.11월경 재무장관 명의 초청, 소요경비 한국 정부 부담
84년 CCC 서울 총회 참석 유치 활동 전개

- 동구권 회원국(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3년 CCC 총회
(83.6월, 브뤼셀)에서 유치활동 전개 등

3. 주벨기에대사는 CCC 사무총장의 방한 초청과 불가리아 관세국장 및 동 실무자가 방한토록 사무총장
이 불가리아 측에 요청해 달라는 내용의 구술서를 1983.5.5. 사무총장에게 전달함.
사무총장은 83.10월 말 전후에 자신 및 불가리아 관세국 인사가 방한할 수 있도록 불가리아측
에 요청하는 등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약속

4. CCC 사무국 실무책임자인 Macdonald 실장 등 2명이 1983.10.22.~29. 방한하여 회의장 점검 등 84년
CCC 서울총회 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행함.
Radford 사무총장은 8월 수술 후 장거리 여행이 무리라는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방한 초청을
수락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는 서한을 9.9. 접수
또한, 동 총장은 한국 정부의 불가리아 관세국장 방한 초청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9.29. 현재까지 아무
런 회신을 받지 못했으며, 개인 의견으로는 초청 수락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한국 측에 제시

5. 주벨기에대사관이 1983.12.17. 외무부에 보고한 CCC 서울 총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CCC 사무국은 회원국 및 옵서버에 대한 서울 총회 참가 초청장을 12.19. 발송 예정
사무국이 옵서버로 초청하는 국가는 유엔 회원국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국제기구는 경제 동맹
등 관세 내지 무역 관련 기구 중 통상 관례에 따라 60여 개 선정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3.4.29. CCC 서울 총회 준비 및 각국 대표에 대한 참석 유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V.2 사전준비Ⅱ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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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제63/64차 총회가 1984.5.21.~25.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의 사전 준비 조치는 다음과 같음.
1. 총회 개최 준비 작업단의 해외 시찰
방문 일정: 1983.4.17.~24. 태국, 호주, 필리핀
작업단 구성: 박승순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및 CCC 준비사무국 직원 등 5명
1398

조사 및 협의 사항

- 태국: ESCAP 총회 시찰, 사무국 실무책임자와 기획, 회의장, 경호, 통관 요령 등 협의
- 호주: 79년 CCC 총회 당시 본회의장, 회의실 등 답사, 실무자와의 회의진행 등 협의
- 필리핀: 필리핀 재무부 관세국 방문, 국제 컨벤션센터 실무자와의 면담 등

2. 준비위원회 회의
재무부는 총회 준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물품의 조달과 인원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준비위원회 규정(재무부 훈령)을 1983.9월 제정
1983.10.5. CCC 서울 총회 준비위원장인 재무부 차관이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외무부, 청와
대, 안기부, 총리실, 재무부, 법무부 등 15개 부처 및 기관 준비위원 참석)
1984.3.8. 제2차 준비위원회 개최

3. 의전관계 준비(84.5.15. 현재)
총회 장소: 쉐라톤 워커힐 호텔
참가국 현황: 회원국 95개국 중 71개국(콩고, 불가리아 등 11개 미수교국 포함), 비회원국 13개
국(미수교국 없음), 국제기구 17개 기구에서 총 약 300명 참가
준비현황: 김포세관 및 김포공항에 별도 입장구 개설, 참가대표단 및 회의장에 대한 경호·경비
확보, 기념담배 및 우표 발매, 외국어 안내 보조원 60여 명 확보 등

4. 대표단 구성 및 훈령
대표단 구성: 주병국 재무부 차관(수석대표), 김욱태 관세청장(교체수석대표) 등 8명
정부 훈령

- 주최국으로서 한국의 관세행정, 발전된 모습 등을 소개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서울 총회를 CCC에서
한국의 지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할 것
- 미수교국 대표들과 긴밀히 접촉, 관계 개선 및 교역 확대를 도모할 것
- 서울선언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교섭하되 신축성 있게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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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V.3 토의 내용 및 결과보고

1984.5.21.~25. 서울에서 개최된 CCC(관세협력이사회) 제63/64차 총회의 토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협력 확대에 관한 선언(서울선언) 채택
주벨기에대사관은 1983.11월 CCC 정책위 결정에 따라 84.5월 서울 총회에서 채택될 관세제도
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사무국 제1차 시안 작성과 관련, 한국 측이 반
영할 의견을 송부해 줄 것을 11.30. 외무부에 요청함.

CCC 사무국은 일부 조정한 내용을 1984.1.25. 한국 측에 제시한바, 외무부는 사무국 안이 기술
협력 증대에만 국한된 감을 주며‘서울 선언’
이 명확치 않고, 서울선언 제정을 위한 동기 부각
에 미흡하므로 이를 수정 제안하는 등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교섭할 것을 2.3. 주벨기에대
사관에 다시 지시함.
주벨기에대사관은 사무국이 1차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중 자구 및 문항 표현의 수정에 관한
것 등을 반영하여 5.17.~20. 교토에서 개최되는 정책위 심의를 위해 작성한 2차안을 1984.4.12.
외무부에 송부함.

- 호주는 4.8. 칠레는 5.10. 한국 측 초안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 외무부는 일본이 한국 측 초안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서울선언의 의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 관세당국과 사전 접촉, 서울선언 초안에 대한 지지를 교섭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2. 의장 선출 관계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4.5.15. 미국 정부의 훈령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CCC 현 의장인 프랑스
관세국장의 후임으로 유고의 관세국장 Poscic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 측 지지 가능
여부를 문의함.

- 외무부 구주국은 유고 관세국장의 총회 의장 피선에 이의 없다는 의견을 제시
외무부는 차기 의장 선출 시 Poscic 유고 후보에 대한 경합자가 없는 경우 다수 의사에 따르되
후보 추천제청 등 적극적 지지 의사 발표는 피할 것을 5.16. 정부 훈령에 포함시킴.

3.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서울선언 채택, 관세협력기금 창설
관세 평가, 품목 분류, 감시업무 등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 토의
86개 국가와 16개 국제기구 참가로 CCC 총회 사상 최다 참가기록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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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는 12.16. 서울선언의 초안을 주벨기에대사관에 송부, 한국 측 초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무
국과 교섭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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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4.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CCC(관세협력이사회) 제63/64차 총회와 관련, 총회 준비 및
각국 대표에 대한 참석 유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할 것을 1983.4.26. 주벨기에대사관에 지시함.
CCC 총회 준비경험이 있는 인사 방한 초청

- 불가리아 관세국장 및 81년 CCC 총회 준비 실무책임자, CCC 사무총장 등
동구권을 포함, 가능한 한 많은 CCC 회원국의 참석 유치를 위한 적극 교섭

1400

2. 주벨기에대사관은 CCC 서울 총회와 관련, 회원국 등의 참가확보 방안을 1984.1.10. 다음과 같이 외무
부에 건의함.
회원국 참가

- 각 회원국별로 과거 총회 참석 실적, 한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검토하되, 최근 수년간 총회 참석 실적
이 없거나 불규칙적으로 참석하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참석 통보 시한인 84.3월말 이전에 참석 여부를
타진하거나 교섭
- 참가 여비 등이 문제되는 회원국은 한국 또는 인근지역 해당국 공관 관계자가 서울 총회에 참석토록 교섭
옵서버의 참가

- 한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운 옵서버에 중점을 두되, 본부 책임자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한국
또는 인근 지역 공관 관계자가 참석토록 교섭

3. 주벨기에대사는 1984.1.12. Dickerson 신임 CCC 사무총장을 예방,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부탁하면서 특히 한국과 미수교국가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를 당부한바, 동
인은 많은 국가가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4. 외무부는 1984.2.3. 법무부에 동구권 등 미수교국 참가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가 재외공관 등에서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공항에서 즉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법무부는 CCC 서울 총회에 참가하는 공산국가 및 미수교국 국민에 대하여 공관장 재량으로
입국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하였음을 84.2.10. 외무부에 회신

5. 1984.4.20. 현재 CCC 서울 총회 참가 등록 현황
회원국 62/125, 옵서버국 13/19, 국제기구 16/22

- 83년 브뤼셀 총회 때보다는 뒤지나 아직 등록이 완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타 역외 총회보다는
앞설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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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V.5 국가별 참가유치 및
대표단 교섭 Ⅰ : 회원국

본 문건은 1984.5.21.~25. 서울에서 개최되는 CCC(관세협력이사회) 제63/64차 총회 준비와
관련, 회원국 참가 유치 및 대표단 교섭 현황에 대해 해당 공관이 총회 개회 직전인 84.5월초까
지 외무부 본부에 보고한 전문 및 공문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아주지역
참가 회원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불참 회원국: 미얀마(구 버마), 피지

참가 회원국: 과테말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페루
불참 회원국: 볼리비아(미정), 수리남, 우루과이(미정),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3. 구주지역
참가 회원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
리아, 유고, 체코, 터키, 프랑스, 핀란드
불참 회원국: 그리스

4. 중동지역
참가 회원국: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불참 회원국: 리비아, 바레인, 이라크, 이란

5. 아프리카지역
참가 회원국: 케냐,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공, 라이베리아, 세네갈, 수단,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
불참 회원국: 잠비아,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중앙아프리카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미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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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3-64차. 서울,
1984.5.21-25. 전6권. V.6 국가별 참가유치 및
대표단 교섭Ⅱ : 국제기구 및 옵서버국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88 / 8 / 1~74(74p)

본 문건은 1984.5.21.~25. 서울에서 개최되는 CCC(관세협력이사회) 제63/64차 총회 준비와
관련, 국제기구 및 옵서버국에 대한 참가 유치 교섭 현황에 대해 해당 공관이 총회 개회 직전
인 84.5월 초까지 외무부 본부에 보고한 전문 및 공문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음.
1. 국제기구
1402

참가 국제기구: EC, FAO, GATT, IMO, OAS

2. 옵서버국
참가국: 네팔, 도미니카, 멕시코, 베네수엘라, 오만, 카타르, 코스타리카,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기타: 에콰도르(미정), 시리아(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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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7-8차. Brussels(벨기에) 1984

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7차 평가기술위원회 회의(1984.2.27.~3.2. 브뤼셀)
참가 대표단: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수석대표), 이수웅 관세청 감정평가과장
정부 훈령 요지

회의 결과

- 보고 사항: 보츠와나 평가협약 가입 예정, 개도국 기술지원 수요조사 종합, GATT 평가협약과 BDV와
의 비교연구 특별 실무회의 개최, 미국 금년 중 세미나 3회 개최 등
- 결정 채택 사항: 일괄 거래의 평가에 관한 주해 TEXT 채택, 가격 등이 허위 또는 불완전하게 신고한
경우의 평가에 관한 권고 의견 채택, 펑가해설서 추가 채택 등

2. CCC 제8차 평가기술위원회 회의(1984.9.28.~10.11. 브뤼셀)
참가 대표단: 강종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수석대표), 이수웅 관세청 감정평가과장
정부 훈령 요지

- 84.5월 CCC 서울 총회에서 GATT 신평가의 보급에 주력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상기시키고 각국의
신평가 가입 시행을 촉구할 것
- 미국 관세 당국이 84.5.7.~11. 한국에서 신평가 교육을 실시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고 선진국들의
신평가 보급을 위한 개도국 지원을 촉구할 것
회의 결과

- 서울선언과 관련하여 GATT Code에 의한 선·후진국 간 기술협력에 관한 각국의 관심이 증가(85.6월
중 제2차 GATT Code 훈련과정 계획)
- 한국 대표는 84.7.1.부터 GATT 신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84.5월 미국 관세 당국
의 지원으로 실시한 한국에서의 평가 훈련에 감사의 뜻을 표명
- 기타 Development의 정의, 독립대리점과 렌트카 사업자에 대한 특별 할인거래 시 가격결정, 연계
판매 문제 등은 차기 회의 시 계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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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GATT 신평가협정을 86.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며, 이에 앞서 세관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사전 습득함으로써 원활한 신평가도입을 위하여 84.7.1.부터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을 개정하였음을 주지시킬 것
- 신평가협약의 원활한 개도국 수용을 위하여 경험이 축적된 선진제국의 구체적 기술원조 계획 수립을
촉구할 것
- 제63/64 CCC 총회가 84.5.21.~25. 서울에서 개최됨을 주지시키고 각국의 서울 총회 참가를 적극 권유할 것
- 한국은 서울 총회에서“Declaration Concerning Increased Technical Co-operation to Promote Harmony
and Uniformity in Customs System”
(가칭 서울선언)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동 선언의 지지를 촉구
할것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1983

| 84-1226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4-88 / 10 / 1~84(84p)

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5차 평가기술위원회 회의(1983.3.7.~11. 브뤼셀)
참가 대표단: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최대욱 관세청 감정평가과 사무관
정부 훈령 요지

1404

- 한국의 현행 관세평가 규정이 CCC의 BDV에 기초하고 있으나 1986.1월부터는 GATT 재정의 신평가
협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감안하여, 신평가협정의 실제 적용상 필요한 제반 정보(각국 입법례 등)를
입수하여 새로운 제도 전환에 대비할 것
- 대개도국 기술지원에 대하여는 선진국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관공무원 훈련제도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CCC가 이를 주도적으로 조정, 최대한의 효율성 확보를
주장할 것
- 신평가협정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 개도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 취급을
주장할 것
회의 결과

- EEC 등 회원국 27개국, 비회원국 중국(구 중공) 등 26개국, GATT 및 ICC 등 국제기구 총 104명 참석
- 협약 시행: 평가협약 미가입국인 체코 및 불가리아가 국내적으로 협약 내용 시행
- 교육 훈련: 미국은 개도국을 위해 83년 여름 평가협약에 관한 교육(2주간) 시행 계획
- 평가방법 적용 현황조사: 실제 통관 시 적용되는 평가방법의 조사를 위한 계획안 채택
- 평가기술 사항 채택: 판매수익의 수출자에의 귀속에 관한 사례연구 등 3건

2. CCC 제6차 평가기술위원회 회의(1983.9.12.~16. 브뤼셀)
참가 대표단: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수석대표), 이수웅 관세청 감정평가과장, 이주형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
정부 훈령 요지

- 한국의 현행 관세평가 규정이 BDV에 기초하고 있어 86.1월 GATT 신관세협정이 한국에 대하여 발효
하기까지는 BDV 규정을 당분간 준용할 것임을 밝힐 것
- GATT/MTN 관세평가협정에 미가입한 일부 선진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을 촉구하고 특히
자국의 현행 관세율 체계를 이유로 하여 협정 적용시기를 연장시키고 있음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
회의 결과

- 주해서 채택: 보관비용의 취급방법 사무국안 중 수입 전 발생비용과 수입 후 발생비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수정안 채택, 분리 운송 시 평가
- 권고안 채택: 부정서류의 취급방법, 평가협약 7조의 순차적 적용방법 등 권고의견 5건
- 연지급 이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문제: GATT 회의 결과를 기다린 후 논의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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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및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 Brussels
(벨기에) 1983-84

1. CCC(관세협력이사회) 제51차 품목분류위원회 회의(1983.10.3.~14. 브뤼셀)
83.6월 총회에서 채택된 Harmonized System(H.S.) 및 개정 CCCN(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표)
부속 품목 분류표 중 타자 착오 등에 대한 사무국 및 회원국의 의견 접수
작업계획 재확인: 84년 말까지 H.S. 및 개정 CCCN을 위한 분류해설서 작성 완료 등

2. CCC 제1차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회의(1983.10.17.~20. 브뤼셀)
잠정조화제도위의 절차 규정 심의

품목분류위와 합동으로 실무회의를 구성, 84년 말까지 품목분류 해설서 작성 완료 등 향후
작업 계획 확정

3. CCC 품목분류위원회와 조화제도위원회의 합동실무회의(브뤼셀)
실무회의 일정: 1983.11.21.~12.2., 1984.1.16.~27., 1984.3.12.~30.

- 신 국제통일 품목분류제도인 H.S./개정 CCCN 분류 해설서 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
한국은 행정여건상 84년부터 해설서 번역에 착수할 예정인바, H.S. 해설서 작업 관련 현재까지
특별히 한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항이 없으므로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이 작업에 참여, 진행
과정을 파악할 것을 1983.11.15. 동 대사관에 지시

4. CCC 제52차 품목분류위와 제2차 잠정조화제도위의 합동회의(1984.4.24.~5.4. 브뤼셀)
참가 대표: 박상태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회의 의제: 잠정조화위 절차 규칙 제정, 상설화학자위원회 설치, H.S.와 관련한 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의견, 관세율 전환 작업에 관한 각국의 진전 상황, H.S. 시행과 관련한 GATT 재협상 등

5. CCC 품목분류위원회와 잠정조화제도위원회의 제5차 합동실무회의(1984.9.10.~21. 브뤼셀)
동 실무회의는 상기 이외에 제6~8차 회의가 84.11월, 85.1월, 85.3월 각각 개최 예정

6. CCC 제53차 품목분류위원회/제3차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회의(1984.10.15.~11.2. 브뤼셀)
참가 대표단: 강정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수석대표) 외 1인
회의 결과: 수정 CCCN과 H.S.에 관련한 품목분류결정서 또는 의견서 작성, 각국 H.S. Tariffs
전환과정 토의, H.S. 해설서 수정 및 보완작업, H.S./CCCN 상관표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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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초안의 부분수정을 통해 절차 규정 심의 완료
- 미결 조항 투표권에 관하여 EC와 같은 경제동맹의 경우 회원국별로 1표를 인정해야 한다는 EC의
주장과 전체로서 1표만 인정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대립

CCC(관세협력이사회) 화학자위원회 회의,
제38-39차. Brussels(벨기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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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C(관세협력위원회) 화학자위원회 제38차 회의(1983.1.17.~28. 브뤼셀)
참가 대표: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김진규 재무부 행정사무관
정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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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관련 제품의 품목 분류에 따른 제반 기술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할것
- 한국과의 관련사항인 Colloidal Aluminium Phosphate(CAP)의 품목분류 문제는 동 품목이 사실상
의약품용으로 전용됨을 설명하고, 만일 이를 의약품으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CCCN(관세협력이
사회품목분류표) 분류체계 원칙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등으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켜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84년 CCC 총회의 서울 개최 관련 최대한의 참석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
회의 결과

(Colloidal Aluminium Phosphate 분류문제)
- 한국 대표는 동 물품 자체가 추가 가공 없이 바로 의약품에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분석
결과 orange essense가 함유되어 있으며 상대적인 고PH 및 고가격을 고려할 때 3003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발언
- 프랑스 대표는 동 물품의 특성상 의약용과 제지, 요업 등에 사용되는 것을 구분할 차이를 인정할 수
없어 381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제조업자(프랑스) 및 수입업자(한국) 측 샘플을 받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추후 재논의
(Harmonized System 토의)
- 화학 관련 품목 중 미결이던 28, 29, 30, 40류의 분류해설서(안) 전반에 대한 검토 완료, 동 Heading
텍스트 부분 보완 등

2. CCC(관세협력위원회) 화학자위원회 제39차 회의( 1983.6.27.~7.1. 브뤼셀)
참가 대표: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김충식 관세청중앙분석소장(공업기정) 등
정부 훈령 요지

- 한국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처리능력 등을 소개하여 CCC 품목분류위원회 및 사무국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에서의 지위향상을 기할 것
- 종이제품 품목 분류의 구분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도록 주장하는 등 조화위원회에 상정 중인 안건에
대해 한국 입장을 주장할 것
회의 결과

- 제15류(동식물성 유지), 무기탄화물의 분류 등 신국제통일 품목 분류제도 해설서 초안의 수정
- 탄화수소화합물 중에서 방향족 화합물 함량 분석에 대해 영국의 수정안 제시 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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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서태평양지역 다자간 무역협상 제의,
1983-84

1. 호크 호주 수상은 1983.11.22. 태국 방문 시 서태평양 지역 간의 통상 확대를 위해 역내 다자간 통상협
상을 제의하고, 동 협상을 제의하는 목적은 미·일 등 선진공업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행 GATT 테두리
내에서의 남북라운드 협상이 추진될 경우 태평양 지역 내 신흥공업국 및 자원보유국의 이해관계에 상
당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전략 협의에 있다고 주장함.
2. 또한, 주한 호주대사는 1984.2월초 예정인 수상 방한 이전에 호주 측 제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하여
보한바, 이와 관련 외무부는 12.30. 호주 측 제의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파악, 보고할 것을 관련 재외공
관에 지시함.
호주 수상실 경제고문 일행은 한국 이외에도 필리핀,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
호주 측 제안에 대해 협의 예정

3. 상기 호주 제안에 대한 각국 반응에 대해 해당 공관이 1984.1.4.~7.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음.
싱가포르

- 호주의 제안은 자국 농산품의 대선진국 수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국가 간의 common
approach to MTN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아세안은 tropical products 수출에 관심이 많으며 대부분 국가는 공산품 수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각국의 견해가 상이하여 지역 국가의 호응 여부는 의문임.
홍콩

- 호주 측의 주 관심사항은 농산물 수출에 관련된 사항일 것으로 보임.
- 홍콩은 자유무역항이므로 일반개도국과는 입장이 동일하지 않음.
필리핀

- 호주 제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여타 아세안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임.
일본

- 호주 제의의 진의는 1983.11월 일·미 간 합의한 GATT 뉴라운드 구상에 대항이나 대치하기 위한 것
이라고는 보지 않으며, 개발도상국 또는 자원보유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내 각국의 의견조정
내지 공통 이해점 모색 구상으로 보고 있음.
- 호주 구상이 일측의 뉴라운드 구상과 배치되지 않는 한 이를 지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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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8.~10. 수상실 수석경제고문 및 무역성 차관보 등 2명을 파한할 예정임을 83.12.23. 외무부에 통

4. 호주 수상실 경제고문 일행과의 한·호 협의회가 1984.1.9. 개최키로 결정된바, 이에 따라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해외협력위원회의 관계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1.6. 사전 대책회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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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대일본 무역 역조 개선 관계, 1984

외무부는 대통령의 방일 관련, 대일 무역 역조 개선 작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국의 대일
무역 역조시정을 위한 구체 요구내용, 일본 측 대응 및 불균형의 원인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1984.8.29. 관련 공관에 지시한바, 공관의 주요 보고 요지(9월초 현재)는 다음과 같음.
1. 미국
미측은 무역 불균형이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의 상대적 저하, 일본 정부의 보호정책, 일본
민간기업의 상관행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으며, 일 시장개방, 무역구조의 균형, 보호무역조치의
미 의회 일각에서는 무역적자의 계속적 확대에 대해 Domestic Bill 등 보복조치를 주장하고 있는바,
일본은 동법이 통과될 경우 일본 자동차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자율규제 연장 조치에 합의함.

2. EC(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입장 반영)
식료품, 기계류 등 약 30개 품목에 대한 일본 시장 개방을 요구함.
1976년 일부 전기전자제품과 1981년 자동차에 대한 수입제재가 검토된 바 있으나 일본의 자율
규제 원칙으로 합의 실시 중임.
무역 불균형의 최대 요인은 일본 시장의 폐쇄적 유통구조라고 봄.

3. 태국
대일무역적자 해소 대책 수립을 위하여 대일 경제관계 특별임시 분과위를 1984.8.27. 개최, 45일
이내에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함.
일본 정부는 태국의 기술 및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87백만 달러 상당의 원조제공 등에 합의
(8.28. 협정체결)하고, 태국산 옥수수 20만 톤 수입 재개를 위한 조사단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함.

4. 기타
홍콩은 자유무역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특정 국가와의 무역역조 시정에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
필리핀은 대일 무역 역조 시정을 위해 GSP에 필리핀 생산품 포함, 관세장벽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바나나 수입관세 인하 조치 등을 취함.
싱가포르는 대일 무역역조 관련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 없으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의 보호주의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대만(구 자유중국)은 대일 시정 조치로 구매사절단 정기 파견 및 GSP 적용 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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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대책,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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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1982~84년에 개최된 관련 기관 간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입규제 대책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1982.10.8. 코트라 주관)
참석자: 외무부 및 상공부 관계관, KIET, 무역협회, 코트라, 업계 관계인사 등 40명
토의 내용
1410

- 유럽, 북미 및 호주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 조사에 대한 대처방안
- 무역마찰 관련 민간 산업 분야의 중장기 대응방안 강구 등

2. 수입규제 대책 실무위원회 제3차 회의(1982.12.20. 무역회관)
토의 내용

- 실무위의 82년도 주요 실적 소개: 한국산 자전거에 대한 미국업계의 덤핑제소와 관련, 실무위와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여 미국 ITS의 무혐의 판정
- 국내 업체들이 수입국의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수시 정보 교환 및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
건의

- 민감 수출상품의 수출가격 조정과 중재를 수행하는 전담기구의 설립 검토 등

3. 수입규제 대책 실무위원회 제5차 비정기 회의(1983.1.7. 코트라 회의실)
토의 내용

- 캐나다의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직물 덤핑 혐의 조사 관련 대책을 검토
- 직물산업 전체에 대한 향후 각국의 수입규제 도입에 대비한 고려 사항 및 건의 등
건의

- 캐나다 정부는 특별수입제한법을 제정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통상외교 대응이 필요(업계 및 코트라 건의)

4. 수입규제 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1983.2.3. 상공부 회의실)
토의 내용

- 수입규제 대책 일환으로 수출입 연계정책 적극 활용 방안
- Anti-Dumping Code 가입 문제 검토 및 최근 각국의 수입규제 동향 및 대처 방안 등

1984

5. 수입규제대책회의(1984.3.19. 14:00, 해외협력위 기획단장실)
선진국들의 대한 수입규제에 대한 대처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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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캐나다 무역전문 변호사 고용문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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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외무성 특수무역국장으로 재직하다가 1982.1월 사임한 변호사 겸 C. D. Arthur & Associates
Inc. 사장인 C. D. Arthur가 84.3.13. 상공부 차관보 앞 서한을 통해 자신을 한국의 대캐나다 통상관계
변호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희망하여 온 것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5.10. 주캐나다대사관에 동인을 대
캐나다 통상 증진을 위한 고문 변호사로 선임할 필요성과 동인의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회보할
것을 지시함.
한국무역협회는 84.5.3. 동건을 적극 검토할 의향임을 상공부에 표명
1412

2. 상기 관련, 주캐나다대사관은 주재국의 수출시장은 잠재력이 매우 크긴 하나 각종 형태의 수입 규제
가 심하고 특히 그 규제방법이 기술적, 전문성을 띠어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고 한국의 수출기반을 공고히 하는 각종 정보의 적시 입수 및 분석 등 적절한 대응 업무를 지원할 전
문가(변호사 또는 컨설턴트)의 상설 고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84.6.7. 외무부에 보고함. 또한, C. D.
Arthur는 법정 변호사는 아니나 정부 기관에서 오랫 동안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무역전문가로서
의 소양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캐나다대사관은 동인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하여 행정적인 면은 고용주(무역협회)가 직접 관
장하더라도 업무활동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함이 효율적이며, 고용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합의에 의해 연장할 것을 건의

3. 무역협회는 대캐나다 통상교섭활동 노력의 일환으로 C. D. Arthur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고용계약을
1984.8월 체결한바,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임료

- 기본 retaining fee: 24,000 캐나다 달러/연
- 수임활동에 수반되는 수행, 접대비용 별도 지급 등
계약 기간: 1984.8.1.~1985.7.31.
주요 수임내용

- 한·캐나다 정부 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 또는 협의를 위한 브리핑 및 전술적 자문
- 한국 상품에 관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개시에 관한 보고 및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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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호주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한 특혜관세
철폐문제, 1982-84

1. 주호주대사관은 호주 제조업체(AUSTRALIAN WIRE INDUSTRY PTY)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Steel Tire Cord에 대한 개도국 특혜관세를 철폐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호주 상공성이 검토 중
인바, 호주 제조업체의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자원성과 협의하여 IAC(산업지원위원
회)에 검토 의뢰할 예정이라고 1982.11.23. 외무부에 보고함.
주호주대사관 상무관은 동건 관련 1983.1.6. 주재국 통상자원성을 방문, 호주의 개도국 특혜관
세제도 철폐는 부당하므로 계속적인 특혜관세 부여를 강력히 요구
1413

업보호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IAC의 검토 보고서가 호주 정부에 제출된 것과 관련, 주호주대사관 상무
관은 2.21. 주재국 통상자원성을 방문,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수혜의 계속 존속을 요구함.
이에 호주 측은 IAC의 중간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 철폐 건의가 있었으나 8.26.까지
적용키로 되어 있는 현행 수입쿼터 및 한국산에 대한 특혜관세의 계속 부여를 금년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하였다고 설명

3. 호주 유일의 제철 기업인 BHP 그룹이 내수 부진 및 수입 철강재의 압박으로 대량의 인원 감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호크 노동당 정권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수입규제 및 보조금 제도 도입 검
토에 들어갔으며, BHP는 수입 철강제품을 국내 수요의 15%로 억제,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우대관세
철폐 등을 요구함(주호주대사관의 1983.4.5. 보고).
4. 호주 통상성 Scully 차관은 1983.8.11. 주호주대사를 초치, 84.1.1.부터 시행하는 Steel Development
Plan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관심사항인 특혜관세를 쿼터제로 변경 실시하되 동 수준은 83.6.30.
까지 5년간 수입실적을 연평균으로 한 양에 대하여는 특혜관세를 계속 부여하고 이를 초과한 양에
대하여는 일반관세를 적용키로 하였음을 통보함.
5. Joseph 주한 호주대사는 1984.11.14. 박련 경제국장을 방문, 호주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개도국 특혜관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이번 결정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상품은 계속 호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함.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호주 BHP의 자회사인 JOHN LYSAGTH 등이 1983.1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가격 인상과 산

한·호주 양국 간의 무역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에도 호주 정부가 이와 같이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함.
6. 본 문건에는 호주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철폐문제와 관련된 공관의 전문 보고, 외무부
및 관계 부처의 문서와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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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84

1. 국방부는 현대종합상사(주)가 대만(구 자유중국)에 대한 군함수출 상담(Frigate 3척 등 총 12척으로 5억
달러 상당) 추진과 관련, 한국 해군이 1984.4월 중 대만 해군참모차장을 공식 초청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외무부의 견해를 1984.3.9. 문의함.
외무부는 대만에의 군함 수출 상담 추진은 성사될 경우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 이의가 없
으나, 한국의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대중국(구 중공) 관계개선 노력을 감안하여 군함 수출 및 동건 추진
을 위한 대만 해군 참모차장 방한 초청은 조용히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3.14. 국방부에 통보
1415

예비신청과 관련한 국방부의 1984.3.15.자 검토 요청에 대하여, 동건 추진은 잠수함의 대만 수출이 네
덜란드와 중국 간에 외교관계 격하 등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중국의 강한 반응이 예상
되므로 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3.26. 회보함.
3. 외무부는 서울 개최 ABC 농구대회에서 중국 선수단의 자국기 사용을 이유로 대만 선수단이 철수한
사건(84.4.7.)과 관련, 대만의 뱀장어 수출공회가 1984.4.18. 한국산 실뱀장어 수입을 중단키로 결의하고,
5월 중 서울 개최 예정인 한·대만 뱀장어 무역회의 참가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KOTRA 대만
무역관 보고에 대하여, 주대만대사관에 상세 보고하도록 4.20. 지시함.
주대만대사관은 대만 대표단의 무역회의 잠정 취소 결정은 주재국 실뱀장어 증산과 수입 전면
개방으로 인한 국내가격 하락 및 한국의 성어 불구입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농구대회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4.21. 외무부에 보고

4. 한·대만 무역마찰 대책회의가 외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KOTRA, 관련 상사 등이 참석하여 상공부에
서 1984.5.7.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토의 사항

-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 뱀장어 수입 중지 등 대만 측의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 방안
- 주요 대대만 수입품 수입선 전환 및 한·대만 무역실무회의 추진 여부 등 검토
결론

- 민항기 사건(83.5월) 등과 관련된 대만 측의 최근 반응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합의
- 수입선 전환 문제는 현재로서 시기상조이며(추후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시 재검토), 무역실무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결론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현대종합상사가 네덜란드 조선소와 공동으로 건조한 잠수함을 대만에 수출하기 위한 수출

한·중공 교역 추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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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국(구 중공) 경제교류 증대방안 대책회의가 1984.2.17. 해외협력위원회 제2협력관 주재로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관계과장, KOTR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
운데 개최된바, 동 회의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 제출 자료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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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 대한 84.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대공산권 관계는 성급하게 성과를 거양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분야보다는 비정치적 분야, 주로 경제 분야의 접촉을 우선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음.
- 대중국 경제교류 추진 기본방향은 순수 민간상업베이스만 추진하면서 성급한 대중국 접근을 지양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신중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회의 결과(추진계획)

- 홍콩 내 유력 중개상과 유대강화, 현지 중국계 은행과 거래 증대를 통한 간접교역 확대
- 서방과 합작 또는 제3국적 소지 교포 기업인에 의한 중국의 경제특구 진출방법 모색
- 대중국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한 교역창구 일원화로 상사 간 과당경쟁 조정
- 중장기 방안으로 민간사절단의 상호교환, 중국의 경제개발에 우리 자본과 기술참여 방안 검토, 제3국
에서의 상호 협력방안 강구

2. 안기부가 1984.11.30. 개최하는 한·중국 교역대책 실무회의(외무부, 상공부, 동자부, 해협위 관계국
장 및 KOTRA 시장개척본부장 등 참석)에 외무부가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의 대한 교역 태도

- 82.8월 한국에 대한 교역 금지 공고 후 제3국을 통한 간접 교역 묵인
-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전향적 태도를 표명(일부 한국 실업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한·중국
상사간 직접 상담 가능, 원산지 규제 완화 등)
- 중국계 신문, 한국 상품 광고 게재(문화보, 대공보)
한·중 교역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한국 업체의 무분별한 대중국 접촉 시도, 업체간 과당 경쟁, 정부와의 협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바,
업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업무협의 강화 및 정부 창구 일원화 등의 개선이 요망

3.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도 해외협력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중교역 관련 관계부처 회의 자료, 주홍콩총
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한·중 교역 관련 보고, 한국 경제인들의 중국 경제인 접촉 결과보고 및 중국 방
문신청 관련 문서, KOTRA가 제출한 경제인의 중국 방문에 따른 입국 의견문의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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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Quartz시계 수입
규제, 1983-84

1. 프랑스 정부는 1982.12월부터 홍콩산 쿼츠 손목시계에 대해 일방적 수입제한(쿼터) 조치를 취해 왔으
나, 동 조치가 GATT 규정 위반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이를 GATT 19조에 의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83.10월 EC(구주공동체)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함.
한국산 쿼츠 시계는 프랑스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나, 홍콩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GATT 19조에 따라 홍콩산과 함께 규제 대상이 되므로, 한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 및 EC
차원의 규제조치에 반대하는 독일 정부 등을 접촉하여 동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

2. EC 집행위는 1984.4.19. 다음과 같은 규제 조치를 발표함.
프랑스가 수입하는 LCD 전자시계가 규제 대상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대만(구 자유중국) 산 등이 규제 대상
1984~86년 쿼터 실시
대한국 쿼터는 1984년 497천 개~1986년 548천 개

3. 덴마크 등 반대국가들이 EC 이사회에 동건의 재심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한국 정부는 홍콩과
협조하여 독일, 영국, 베네룩스 3국 등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1984.6.18. EC 각료이사회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3으로 수입규제안을 승인함.
4. 한국 정부는 EC의 수입규제 조치가 한독(주) 1개 회사에만 해당하고 프랑스가 한국에만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허용하기 때문에 한국 시계 산업에 큰 영향은 없다고 평가하였으나 최대한 이익확보를 위해
1984.7월 GATT 19조 2항에 따른 협의를 EC에 요청하고 EC 집행위, 프랑스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함.
쿼츠 손목시계의 쿼터 증량
보상품목으로 라디오 수입 쿼터 확대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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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한국이 생산하는 LCD 시계는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가격도 경쟁국보다 비싸고 대
EC 수출도 축소되므로 조사 및 규제 조치 대상이 아님을 주장

한·헝가리 통상, 1984

| 84-123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4-89 / 9 / 1~116(116p)

한국과 헝가리 간 통상관계에 관한 내용임.
1. 헝가리 무역사절단 방한
1984.2월 Heiszig 헝가리 상공회의소 부의장 등 2명의 무역사절단이 방한하여 한국 정부 인사
및 선경, 외환은행 등 기업을 방문
동 사절단은 선경의 알루미늄 직수출, 부다페스트 박람회 참가 초청 등에 대한 대가로 헝가리
1418

상품 5천만 달러 구입과 물품대금 선불을 요청

- 한국 정부는 동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헝가리 측은 불만을 표시

2. 선경의 춘계 부다페스트 박람회 참가 허가 철회
1984.3월 선경 UK는 이미 참가 확정된 춘계 부다페스트 박람회 참가 준비를 위해 헝가리를
방문하였으나, 헝가리 측은 통산성의 지시를 이유로 선경의 박람회 참가 초청을 취소

- 선경 측은 헝가리 측 초청 취소가 헝가리 무역사절단 방한 결과에 따른 보복적 조치라고 분석

3. 헝가리와의 지속적 접촉 및 직접교역 확대 노력
한국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한 GATT 주재 헝가리 대표와의 접촉, IMF 근무 헝가리인
직원 접촉, 선경 UK 전무의 헝가리 방문 교섭 등을 통해 헝가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선경 UK 박영수 전무는 1984.5월 헝가리를 방문, 부다페스트 추계 박람회 참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얻었으며, 헝가리 무역공단 Metalimpex와 알루미늄 괴 9백 톤 직수입 계약을 체결
1984.6월 대한상의 국제이사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총회(스톡홀름 개최) 중 Kallos 헝가리 상공
회의소 공동회장을 접촉하고 양국 간 통상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1984.9월 정부 특수지역 교역위원회는 고려무역의 헝가리산 건마늘 구상무역을 승인
1984.10월 헝가리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UNCTAD를 통한 상이체제 국가 간 협의에 응해,
10월 말경 GATT를 통한 양국 간 관세인하를 한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통보

4. 헝가리와의 무역박람회 상호 교환 참가
선 경은 1984.9.14.~23. 부다페스트 추계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헝가리 5개 업체가
1984.9.18.~10.2. 서울에서 개최된 SITRA‘84에 동구권 국가로서 최초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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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3-84

1. 주일본대사관은 일 정부가 1983.12.23. 광공업품의 특혜 관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결정하였다고 12.24. 외무부에 보고함.
82년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 또는 당해 연도 1년 전의 기준으로 특혜 범위를 산정
84년도 특혜 범위를 전체로서 전년보다 55% 확대
품목별로 1개국 최고 한도를 현행 특혜량의 1/2에서 1/3으로 개정하는 등

2. 일본의 GSP 개정과 관련하여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KOTRA 및 무역협회 간 대책회의가 1984.2.22.
외무부가 작성한 일측 GSP 제도 개선 및 대책 자료 요지

- 나카소네 수상은 1983.5월 아세안 순방 시 아세안 국가에 대해 GSP 특혜 확대를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아세안의 특혜공여가 확대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품목별 한도액 책정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나 아세안 등 후발개도국의 관심 품목
한도액이 확대될 경우 한국에는 크게 유리하지 않을 것임.
- 특히 1/3 정지조항의 개정도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일 요청 사항으로 현재 일측과 특혜폭 확대를 교섭 중인 가성소다, 카바이드 등 17개 이외의
관심 품목의 추가 및 한국 측의 관심 품목에 대한 1/3 정지조항 철폐 등 대일 요구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임.
대책회의 결과

- 일측에 한국 측 입장 전달 및 자료 요청 Memorandum을 전달
- Ceiling 관리 방식의 1/3 개정 중지 요청
- 일본 시장 적극 진출 방안으로서 일본의 GSP 제도 및 시장개방 움직임에 대한 장기대책 수립,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섭 추진 등

3. 외무부는 1984.2.23. 주일본대사관에 일 정부의 GSP 개정 등 일련의 관세율 인하 추진과 관련, 양국
간 교역 불균형 심각성 및 시정 필요성에 비추어 일측의 관세율 인하 조치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Memorandum을 작성, 일측에 전달하고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교섭 후 그 결과
를 수시 보고할 것을 지시함.
주일본대사관은 본부의 지시사항 중 실체적인 문제는 제16차 한일무역회담(83.5월)에서 한국이
제기한 사항이며 그 후에도 각료회담 및 산업기술협력회의(84.2.20.) 등을 통하여 일측에 계속
촉구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 일반관세 인하 및 GSP 신규적용 요구 등 리스트를 수교하면서 한국
입장을 재천명하는 것이 17차 무역회담을 84년 상반기에 개최키로 한 현 단계에서 보다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3.5.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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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협력위원회 주최로 개최된바, 동 회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한·일본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 1984

| 84-123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4-89 / 11 / 1~124(124p)

1. 해외협력위원회, 외무, 재무, 상공 및 농수산부 관계관이 참석한 대일 무역 불균형 시정 관련 제1차
관계부처 회의가 1984.4.3. 해협위 기획단장실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번 회의는 84.3.5. 해협위에서 개최된 대일 역조 시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매달 2회 정도 정기적으로 협의, 5월 중 종합보고서를 작성
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개최
대일 무역 적자의 심각성에 비추어 가능한 한 축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3.30. 지시사항 전달
1420

한국 생산자와 일본 소비자의 연계작업 적극 추진, 한·일 간 합작투자 현황 및 전망 보고,
한국 종합상사 주일지사의 수출입 실적 및 동향 보고 등
외무부가 5월 중 무역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나 일본 측은 가을 이후 개최 희망임을 보고

- 회담의 실질적 성과 및 일측 입장 고려, 가을 이후 추진으로 의견 일치

2. 한국 정부가 1983.3.3. 상공부 고시로 입초국의 정의를 전년도 1년간 실적에서 과거 5년간 실적으로
개정한 것과 관련, 외무부는 동 조치가 무역에서의 일시적 현상에 의한 수입선 다변화정책의 비효율
적 운영을 막고 입초국가와의 분업을 통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한 것임을 일측에 적
의 전달할 것을 1983.4.8.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아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83.4.26. 외무부에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일본 상품에
대한 차별적 수입 규제로서 양국 간 무역 확대를 저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비망록을 수교하
면서 동 제도의 조속 철폐를 요청
한국 측은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목적은 대외교역의 확대균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대일 수입
을 억제하는 제도가 아님을 설명

3. 해외협력위원회에서 1984.5.7. 개최된 대일 교역관계 해외협력 실무 소위원회와 관련하여 외무부
아주국이 작성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각 부처(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및 기관(한일경제협의회)의 추진현황 및 검토 협의

- 대일 교섭 현황, 한일합작 투자현황 및 향후 확대 방안, 1/4분기 대일 교역 현황, 유망 중소기업 대일
진출 확대 방안, 민간경제대표단 방일 활동 실적 등
외무부 소관 사항 추진 현황

- 회담관계: 무역회담(조기개최 교섭 중), 생사류회담(5.8.~9. 동경), 외상회담(7.6.~8. 서울, 무역불균
형 시정문제를 포함한 양국관계 전반 협의 예정)
- 사업추진 현황: 구매사절단 방한 교섭(적극 교섭 중), 산업기술 협력 확대(6월 중 한일 과학기술장관
회의 재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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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련 교역추진, 1983-84

1. 한국의 대동구 교역대책(1983.2월, 외무부 작성 자료 요지)
한국 상사들은 제3국에 주재하는 동구제국 거래 상사들과 상담, 이들에 대한 L/C 개설 및 대금
결재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
교역 관련 실적(현지 법인 상사 활용 사례)

- 1979.9월부터 대소 직교역 차원의 대화 채널 모색차 수차에 걸쳐 소련 방문
- 소련 원목 직수입 계약 체결(82년도 소련산 원목 120만 달러 수입)
- 82년 하반기 제3국에서 국제상사 간부진과 소련 대외무역 공단 총재 등과 접촉

외무부의 대응방안 검토

- 대소 교역 현상 유지(1안), 소측이 상당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대소 교역 일시 중단(2안),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대소 교역을 선별적으로 일시 중단하고 사태 추이에 따라 재개 여부 재검
토(3안)하는 방안 중 3안의 시행 방침을 1983.9.6. 결정함.
- 3안에 따른 조치로서 원목수입(승인량 74천 cbm, 2,186천 달러) 및 철강재수출(방향성 전기 강판코일
136톤, 113천 달러)의 일시 중단, 선박수리 및 개조 유치 활동(129척, 52백만 달러) 중단, 철도차량
수출 상담 중단, 84년 모스크바 농기계 박람회 참가 추진을 보류함.
특수지역교역위원회의 회의 결과(안기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관계관 참석)

- 1983.9.7. 한국 정부의 대공산권 정책방향은 정경분리 원칙하에 교역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것임을
감안, 대소 교역은 당분간 확대하지 말고 현안 교역 사항인 업체 간 간접교역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묵인하되, 사태의 진전을 보아 선적 재개할 것을 결정함.
- 1983.11.9. 대소 교역에 대한 선적 보류 조치의 해제와 철도차량 수출건 등 기타 현안 사항에 대해
11.15.부터 재개에 합의함.

3. 주일본대사관은 주재국 마에가와 상사의 마에가와 회장이 1984.3월 방소 시 한국 상품의 대소 수출
을 위한 한국상품전시회 개최를 소련 무역성에 제의한바, 소측은 북한과의 관계상 한국산(Made in
Korea) 불표시 또는 상표가 표시되지 않는 조건으로 전시회 개최에 동의하였으므로 본건을 한국 정부
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84.4.24.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KAL기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소측 태도로 인하여 비정치분야 교류 등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전시회 개최에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4.26.
주일본대사관에 시달

4.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 소련과의 교역관련 공관보고 및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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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L기 격추사건에 따른 대소 교역 검토

1421

미국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
1984

| 84-124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4-90 / 1 / 1~331(331p)

1. 외무부는 주미대사관에 주재국 업계의 신발 수입규제 청원(5년간 총량쿼터)과 관련, ITC(미국 국제무
역위원회) 공청회 참석 및 주재국 신발 수입 정책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명수 한국신발수출조
합 이사장(단장), 태화, 삼화, 진양, 국제, 화승 대표 및 상공부 화학제품 과장 등 8명이 1984.4.30.~5.9.
방미 예정이므로 일정 주선 등 협조 제공할 것을 지시함.
미국 신발류제조업자협회, 의류 및 섬유 노조, 식품 및 상업 노조는 1984.1.23. ITC에 지난 2년
간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생산 감소, 가동률 및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미통상법 201조
1422

에 의거, 5년간 총량쿼터 방법으로 한국, 대만, 브라질, 이탈리아 등의 비고무화 수출국에 대해
규제해 달라고 제소
동 일행은 방미 중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5.2.~4. ITC 공청회 참석, USTR, 상무성, 재무
성, 국무성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

2. 1984.5.2.~4. 개최된 ITC 공청회에서 제소자인 미측 업계인사들은 주로 농촌지역에 위치한 신발공장
은 높은 실업률(평균실업률 8%보다 높은 15%)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수입신발의 미시장 점유율이
81년 OMA 해제 후 50%에서 65%까지 증가하면서 농촌의 경제력 상실과 저소득층의 생계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대미 수입상품 관세율이 40-50%에 달하고 브
라질은 수입신발에 대해 무려 150%의 보호장벽을 쌓고 있는데 미국만 시장을 완전 개방함은 부당하
다고 주장함.
신발류의 수입 규제를 반대하는 미국 소매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은 신발업계의 고용감소는 생
산설비의 근대화에 기인한 것으로 수입규제는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미업계는
캐주얼 및 드레스 슈즈의 주공급원이나 수입신발은 저급품으로 직접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

3. 신명수 이사장은 5.4. 공청회에서 한국의 대미수출은 11%만이 미국과 경쟁적인 혁화류이고 80% 이
상이 미국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운동화류로서 미 업계는 국내 생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운동화류를
수입하고 있고, 생산업계의 대부분이 한국 신발의 구매자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생산하는 운동화류
는 70년대 중반에 NIKE 등 미국의 신발 디자이너들과 협조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자본집약적으로 생
산되고 있음을 설명함.
대만 및 브라질 측은 미 신발공업은 OMA 이후에도 매우 건실하며, OMA로 미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주장

1984

4. ITC 청문회는 1984.6.6. 전원일치(5:0)로 미국 산업이윤은 정상적이며, 고용은 안정적이고 평균임금은
증가추세로서, 미국은 이미 4년간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은 미국 국내 생산품인
고급품이 아니므로 산업계에 피해가 없다고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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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컬러 TV 덤핑 판정,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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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상무성은 1984.2월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 등 한국산 컬러 TV에 가중평균 14.6%의 덤핑 마진
율을 판정하였으며, 1984.4.5.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을 거쳐, 1984.4.24. 덤핑 관세 부
과를 명령함.
2.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은 1984.5. 조기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미측이 미 업계 제소자들의 압
력으로 조기 재심사를 주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미대사의 미 상무차관 접촉 및 실무협의 등을 통
1424

해 미측이 조기 재심을 수락할 것을 종용함.
한국 정부는 조기 재심 시 예치금의 금융비용 절감, 조사 대상기간 변경에 따르는 유리한 판정
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3. 미 상무성은 1984.6.14. 조기 재심을 수락하며 한국 요청대로 10월 말까지 조사 완료토록 노력하겠다
고 한국 정부에 통보함.
4. 미 상무성은 조사단 파한 등 검증기간을 거쳐 1984.8.31.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한바, 덤핑 마진율은
20~52%(가중평균 32.54%)로서 한국 측 예상보다 크게 높음.
미측은 덤핑 마진율이 높아진 것은 짧은 검증기간에 기인하며, 특히 삼성전자의 자료가 부실하
였다고 언급하면서 10월말이 재심 시한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 재검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5. 예비판정 결과 덤핑 마진율이 높아진 데 대한 국내 비판적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1984.9월 정부는
주미대사를 통한 미 정부 고위인사 접촉, 정부고위 관리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미측에 고율 관세 부과에
항의하고 산출근거를 문의하면서 10월 말로 된 재심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타진함.
전두환 대통령은 업계의 로비활동 강화, 10월말 재심시한 연장 요청 검토, 미국의 수입 규제 가
능 품목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 등을 관련 부처에 지시

6. 정부는 1984.9월 재심 시한 연장을 미측에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금진호 상공장관의 서한을 작성하였
으며, 미측은 미국 내 여론 등을 감안하여 서한 내용 및 송부 시기의 사전협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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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미국 통상협력, 1984

1. 류병현 주미대사의 W. Brock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사와의 통상 관련 협의(1984.2.14. USTR 사무실)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연장 문제

미국의 수입규제 및 시장개방 요구 문제

- 한국측은 미국의 섬유수입 규제강화 및 철강수입 수량의 제한을 요구하는 Bethlehem Steel사의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 제소와 관련 미측의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의 산업구조가 약한
상태에서 담배·초콜릿 등 모든 품목의 급격한 개방이 곤란함을 설명함.
- 미측은 섬유의 경우 업계의 강력한 압력이 있으며 특히 금년은 선거의 해이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상하원 의원들의 개별관심 품목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함.

2. 한·미 통상 관계 영상 토론회(대한상공회의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토론회 개요: 1984.11.2. 상공회의소
토론 참석자

- 한국 측: 정수창 상공회의소 소장, 정주영 전경련 회장, 남덕우 무역협회 회장 등 6명
- 미국 측: M. Baldridge 상무장관, R. Walker 주한미국대사
TV 방영 : 미국 상공회의소 운영 American Network의‘Nation’
s Business’프로
토론 요지

- 미측이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61~83년 교역 수지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의 해외 구매 건설장비 등을 감안하면 적자라고 설명하고,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완화 및 미국 반
덤핑법의 모호성 시정 등을 요청함.
- 미측은 한국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진국으로 성장하였으므로 교역 증가에 따라 마찰이 증대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덤핑 등 불공정 교역의 규제 없이는 자유무역 견지가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이 지속적으로 수입 자유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도 한·미간 통상협력과 관련된 외무부의 지시 및 주미대사관의 보고문서,
기타 양국 통상 현안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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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은 한·미 간 안보 협력 등 특수한 관계 및 과도한 국방비 부담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는
84.1월 미국 관심 중심으로 32개 품목을 자유화시키는 등 수입자유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 GSP 수혜에 대한 특별 배려를 요청함.
- 이에 대해 미측은 의회에서 GSP 수혜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3개국 또는 5개국을 제외시키려는 움직
임이 있는 것이 사실인바, 한국 측의 시장개방 조치는 이 문제를 의회와 협의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
고는 있으나 미측 관심 품목의 자유화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조속히 실현되도록 한국 정부가 노
력해 줄 것을 요구함.

한·베트남 교역추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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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경(주) 이강세 전무 등은 1984.4월 외무부에 베트남과의 직접교역 협의를 위해 베트남 입국에 관한 의
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아가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외무부는 1984.8월 선경(주), 삼성물산 등의 거래 상담을 위한 베트남 입국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해
구두로 입국 허가를 통보하고 대베트남 교역은 ASEAN을 고려, 신중히 하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유념하여 조용히 추진할 것을 당부함.
1426

선경(주) 이강세 전무 등은 1984.8.15.~22. 하노이를 방문, 베트남 상공회의소, 민간기업 등과
직교역 문제, 석탄 수입, 원목수입, 직물류 교역 등 협의

3. 정부 특수지역 교역위원회는 1984.9월 선경(주)의 베트남 원목 3,000평방미터(28만 달러) 도입을 승인함.
4. 외무부는 1984.9월 베트남산 무연탄 구입 협의를 위한 석탄공사 직원의 베트남 방문 신청에 대해
대통령 지시를 고려하여 순수 상업 베이스에서 조용히 추진할 것을 요청함.
석탄공사는 베트남 출장 협의를 통해 직접교역에 합의하여 염가구매, 시장교란 방지 및 적기
안정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 보고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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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유고슬라비아 통상, 1983

1. 주이란대사대리는 평소 외교단 모임에서 자주 접촉하던 주이란 유고슬라비아 대사의 요청에 따라
1983.4.18. 동 대사관저를 방문, 이란에서의 발전소 건설 공동참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주
이란대사관 상무관과 유고대사관 경제참사관 간 접촉을 합의하였다고 4.19. 외무부에 보고함.
유고 측은 민간경제인단의 상호 교류 가능성에 대하여 본국 정부에 타진하겠으며, 양국 정부가
합의하면 비엔나, 동경 등에서 세부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2. 주이란대사관은 유고 Rudnap Co.가 (주)쌍용에 대해 제3국에서의 화차 국제입찰에 공동 참여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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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하였다고 1983.5.8.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쌍용 본사가 Rudnap사 부사장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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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쌍용 측이 Rudnap사 Socanac 부사장을 방한 초청하였음을 5.17. 주이란대사관에
통보하고, 금후 동 부사장의 방한 시 주요 협력 방안과 동사의 한·유고 간 경제통상 교류에서
협력 가능 분야(자그레브 추계박람회 직접 참가 지원 등)를 파악, 보고토록 지시

3. 주이탈리아대사관은 대동구권 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KOTRA 밀라노 주재 무역관이 유고의 현지 법인체인
Centro Product사와 접촉, 밀라노 주재 한국건설업체(대우실업, 현대건설, 삼성건설)로 구성된 건축자재
구매단을 1983.5.31.~6.4. 파견하기로 했다고 5.10. 외무부에 보고함.
밀라노 무역관장은 구매단 파견에 앞서 정부의 승인하에 83.5.18.~20. 베오그라드 소재
General Export사 본사를 방문, 구매단의 방문일정, 관심품목 등에 대해 협의

4. 주일본대사관은 동경 주재 유고슬라비아 상공회의소 Videtic 대표가 6월 중 방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대유고 통상교류 개선 및 증진을 위해 동인을 KOTRA 경비부담 조건으로 초청할 것을 1983.5.26. 외무부
에 건의함.
동인은 6.28.~7.2. 방한하여 한국 측과 83.9월 자그레브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한국의 직접
참가, 통상사절단 파견 등 양국 간 경제통상 교류 방안을 협의

5.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유럽 주재 한국 업체로 구성된 대유고 구매사절단(코트라 밀라노무역관장, 현대건
설 밀라노지사 관계인사 및 화승 런던현지법인 사장 등)이 1983.9.22.~24. 베오그라드를 방문, General
Export사와 대리석, 시멘트, CABLE, 신발용 부자재 등 구매교섭을 하였으며, 한국 상품의 대유고 수출연
계문제 등을 협의하였다고 83.10.28. 외무부에 보고함.

한·유고슬라비아 통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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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이탈리아대사는 KOTRA 밀라노 무역관의 박행웅 관장이 대동구권 직교역 추진 및 박람회 참가문제
교섭차 유고슬라비아(84.1.25.~28.) 및 헝가리(84.2.27.~29.)에 대한 방문 승인을 외무부에 1984.1.24.
요청함.
외무부는 유고 방문은 승인하였으나, 헝가리는 현재 제네바를 통해 직교역 문제 등을 협의
중으로 헝가리 방문은 교섭상 혼선이 우려되어 보류한다고 결정
밀라노 무역관장은 밀라노 소재 유고 상공회의소 제의로 수출업체 및 건설업체 등과의 건설자
1428

재 직구입 및 한국 상품의 대유고 직교역 등 현지 업체와 협의를 위해 외무부의 승인을 얻어
84.6.3.~9. 류블리아나를 방문

2. 주이란대사대리는 1984.5.6. 이란 주재 유고슬라비아 대사가 추천한 유고 제일의 종합상사인 General
Export사 테헤란 지사장 및 동지 대우 지사장과 한국대사관에서 모임을 갖고 직교역 및 경제협력 방안
에 관해 협의함.
3. 유고 General Export사 본사는 대우 측과 직교역 문제, 제3국에의 공동 진출 문제,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국가에 대한 중계교역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베오그라드에서 회합을 갖기를 희망
하여 이경훈 대우실업 사장 외 3명의 간부로 구성된 Business Mission이 1984.9.17.~20. 유고를 방문
한바, 동 방문단이 KOTRA에 제출한 특수지역 출장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합의 사항(9.20. 양해각서 서명)

- 양사 교역증진 모색(Barter trade base)
- 제3국에서의 협조 모색
- 합작투자 모색(예: 신발공장)
- 건설공사 분야 협조 모색
- 유고 박람회 참가 협조
- 양사 지사망을 통한 협조
종합 의견

- 유고의 분위기는 공항 출입부터 상당히 자유스러웠지만 제반 물품 부족 현상을 느낄 수 있었으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경화 부족 현상이 심각하였음.
- General Export사와의 거래는 Barter trade 내지 Compensation deal의 원칙하에 우선 알루미늄과
잎담배 구입 또는 아프리카 건설현장의 자재 구입 등을 제시, 성의를 먼저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임.
- 유고 Free-Zone에서 신발 등 Joint Venture 추진 및 비엔나 지사를 통한 양사 접촉이 요망됨.
- 1985.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상공회의에 유고상공회의소 참석을 강력히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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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통상장관 회담, 제9차 및 금진호
상공장관 구주 순방, 1984.5.24-6.9. 전3권.
V.1 국별교섭 및 활동사항 (벨기에, 스위스)

금진호 상공장관은 정부 및 민간 대표들과 함께 1984.5.24.~6.9. 유럽 6개국을 순방한바, 순방
의 개요 및 벨기에, 스위스에서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순방활동 개요
대표단은 정부대표 8명과 민간경협위 대표 23명으로 구성(방문국별 대표 상이)
정부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오강현 상공부 구주통상과장, 최혁
외무부 통상정책과장 등
상모) 등 방문국별 민간경협위원장 등

2. 제9차 벨기에 통상장관 회담(5.25.)
Kempenaire 대외무역성 장관 등 11명 참석
회담 주요 합의사항(공동성명 요지)

- EC의 대한 수입규제 완화, 특히 쿼츠 시계 수입규제 철폐를 위한 협조 약속
- 자동차, 완구류 등에 대한 특혜관세 할당제 폐지 및 특혜관세 수혜연장을 위한 협조 약속
- 중소기업 관련 협력을 위해 양국 무역진흥 기관 간 협력 검토
- 벨기에의 한국 통신, 교통,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 참여 희망을 관련기관에 전달
- 양국 민간기업 간 합작 및 기술협력 지원
상공장관은 벨기에 수상, 부수상 예방 및 양국 민간 경협위 참관

3. EC 집행위 방문(5.25.)
Davignon 산업담당 부위원장, Luyten 대외총국 부총국장 등 면담
EC의 대한 수입규제 완화 촉구

4. EMF 한국경제 세미나 참석(5.28.~29.)
필립스, 롤스로이스 등 22개 기업대표 40명 참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현황, 무역 및 투자 정책 설명

5. 제네바 국제기구 방문(5.28.)
Dunkel GATT 사무총장 면담

- 신보호주의 대처 방안 협의, 뉴라운드 개최 필요성 공감
Bogshi WIPO 사무총장 면담

- 특허청 현대화 계획, 지적 소유권 보호 문제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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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표: 벨기에(강진구), EMF(김석원), 독일(이재연), 영국(정세영), 프랑스(조중훈), 스웨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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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통상장관 회담, 제9차 및 금진호
상공장관 구주 순방, 1984.5.24-6.9. 전3권.
V.2 국별교섭 및 활동사항 (독일, 영국, 프랑스)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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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금진호 상공장관의 유럽 6개국 순방 중 5.29.~6.6. 독일, 영국, 프랑스 방문 관련 내용이
며(3개국과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별도 개최), 상공부는 3개국 방문을 앞두고 동 국가들과의 정례
적인 통상장관 회담 개최 제의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기존 실무경제협의
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 두 가지 회담을 별도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1. 독일(5.29.~31.)
1430

Lamsdorf 경제상과의 통상장관 회담

- 세계 무역자유화 위한 공동노력 필요성 공감
- 컬러TV/PAL 특허, VTR, 소구경 베어링 기술이전 요청
- EC의 특혜관세 수혜 연장 협조 요청
Warunke 경제협력상 면담

- 19개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훈련 요청

2. 영국(5.31.~6.2.)
Tebbit 통상장관과의 통상장관 회담

- 전자, 기계, 조선 등 고도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요청
- EC 특혜관세 개선(특히 승용차) 요청
Lady Young 외무담당 국무상 면담

- 우호 및 경협 증진 협의
대외무역위원회 방문

- 양국 무역진흥기관 및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연수생 교류

3. 프랑스(6.2.~6.6.)
Cresson 무역상과의 통상장관 회담

- 상호 교역·경협 증진 위한 공동노력 합의
- 프랑스의 잔존 수입규제 완화 요청
- 프랑스 측은 한국 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Fabius 공업상 면담

- 중소기업 진흥기관 간 협력 증대 협의
Fiterman 교통상 면담

- 프랑스 측은 TGV 및 항공기 분야 한국 진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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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통상장관 회담, 제9차 및 금진호
상공장관 구주 순방, 1984.5.24-6.9. 전3권.
V.3 국별교섭·활동사항 (스웨덴) 및 종합결과보고

1984년 금진호 상공부장관의 유럽 6개국 순방 중 6.6.~9. 스웨덴 방문 내용 및 6개국 순방 결과
보고, 참고 자료 등임.
1. 스웨덴 방문결과
Peterson 공업상과의 통상장관 회담

- 산업기술 분야 합작 및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합의
- 양국 중소기업 진흥기관 간의 협조체제 구축 합의
- 교역증대 및 무역자유화 공동노력 합의
Palme 수상 및 Bertil 공(왕위 계승권자) 예방

- 양국 간 정치·경제 관계 발전 방안 의견교환

2. 제5차 한·스웨덴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양국 간 교역증진, 특혜관세 확대, 자본 및 기술 협력,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논의

3. 순방결과 보고
상공장관 구주순방 보고서(외무부 통상정책과장)
구주지역 통상장관 회담 결과보고(상공장관)

4. 참고자료
제9차 한·벨기에 통상장관 회담 대표 일정 및 참고자료(주벨기에대사관)
상공장관 스웨덴 방문 관계자료(주스웨덴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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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strom 무역상 면담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제7차. Ottawa,
1984.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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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국과 캐나다 간 통상장관 회담이 1984.3.12.~14. 오타와에서 개최됨.
1. 개최 배경
통상장관 회담은 대캐나다 통상사절단 방문의 일환으로 성사
통상사절단의 단장은 금진호 상공장관, 교체단장은 구평회 한·캐나다 민간 경제협의회장이
맡았으며, 정부 대표단 외에 정재덕 국제상사 사장, 정세영 현대자동차 사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1432

사장 등 다수의 기업인이 참여

2. 통상장관 회담 참가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이규현 주캐나다대사,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배병승 외무부 경제국장,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및 상공부 대표 등 참석
Gerald Regan 외무성 대외무역장관 및 외무성, 재무성, 농업성 등 대표 참석

3. 수석대표 주요 일정
총독, 농업장관, 체신장관, 에너지·광업·자원장관 면담
하원회의 방청, 기자회견

4. 회의 결과(공동성명서 요지)
양국 간 무역규모를 1988년 30억 달러 규모로 증대하기 위해 노력 합의
캐나다 농산물(밀, 보리, 유채, 가죽)과 고도기술 상품(전자, 통신, 교통 장비)의 한국 수입 촉진에
유념
캐나다 측은 섬유, 신발류 수입 쿼터제 완화에 유념하며, 한국 측은 1984.11월 이후 신발류 글로
벌 쿼터 연장에 반대
캐나다의 특혜관세 10년 연장 노력 환영 및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계속 촉구
캐나다의 CANDU 원전 2호기 건설 요청을 종합적 에너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캐나다 자원의 공동개발 및 장기 공급 촉진을 위한 협의 진행 합의
태평양 연안국 경제협력 증대 필요성 공감
캐나다의 SITRA 참가, 한국의 밴쿠버 엑스포 참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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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 제1차.
Jakarta, 1984.9.13-14

제1차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통상장관 회담이 1984.9.13.~14. 자카르타에서 개최됨(제5차
민간경협위 동시 개최).
1. 개최 경위
1981.6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시에 양국 간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양국은 1982년부터 통상장관 회담 개최 시기를 협의하였으나, 양측 사정으로 수차례 연기되다
가 1984.6월 인도네시아 측이 한국 측의 9월 개최 제의에 동의하여 합의

2. 참가 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최상섭 주인도네시아대사,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및 상공부, 외무부
대표 참석
Rachmat Saleh 무역장관, Sardadi 무역성 대외무역국장 및 무역성, 산업성, 국가개발위, 농업성,
통신성, 외무성 대표 참석

3. 한국 수석대표 주요 일정
Soeharto 대통령, 외상, 공업상, 과학기술상, 통합군 사령관 예방 및 면담

4. 회담 결과
상호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확대 노력

- 한국 측 관심품목은 철강, 선박, 전자제품, 철도차량, 자동차, 화학제품 등
-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은 천연고무, 커피, 후추, 석탄, 목재, 가죽제품 등
국영 무역진흥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제3국을 통한 교역 품목의 직접교역 추진
국제입찰 및 플랜트 수출 시 협력 강화

- 한국 측은 발전소, 유조선, LPG 운반선 국제입찰 참여 희망
인도네시아 개발 계획에의 참여 관련 협력

- 인도네시아 측은 수산업, 광업, 에너지 분야 한국의 참여 희망
- 한국 측은 통신설비, 수자원 개발, 항만 및 도로건설, 조선 분야 참여 희망
합작투자 장려
이중과세협정,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의 조속 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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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 민간 경제협의회도 통상장관 회담이 지연됨에 따라 수차례 개최 시기가 연기

한·뉴질란드 통상장관 회담, 제14차. 서울,
19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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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한국과 뉴질랜드 간 통상장관 회담이 1984.9.3.~4. 서울에서 개최됨.
1. 참가 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및 외무부, 농수산부,
과기처, 수산청, 해외협력위 대표 참석
Mike Moore 대외무역상, Woodfield 무역산업성 차관 및 무역산업성 대표, 주한 대사와 직원 참석
1434

2. 뉴질랜드 대표단 주요 일정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 재무장관 면담
무역협회 회장, 대한상의 회장 면담

3. 회담 결과(공동성명 요지)
농산물, 공산품 교역의 확대 및 자유화 지지
GATT 작업계획 지지, 아·태 국가 간 협력 지지
한국 측은 무역 불균형 시정 요청, 양측은 전반적 무역 확대 필요성 중요성 공감

- 자동차, 섬유, 철도차량, 철강제품, 비료, 선박, PVC 수지, 플라스틱 제품 등의 수출에 관심 표시
뉴질랜드 측은 1차 산품 교역 확대 요청

- 치즈 등 낙농제품 및 화훼, 양고기, 가축, 생선, 모직물, 녹피, 임산품 등 상품과 가공품 수출에 관심 표시
양측은 임업 및 수산업 합작투자 가능성 및 투자환경 협의
한국 측은 뉴질랜드의 에너지, 임업, 전철 사업 참여 희망 표시
한국 측은 목초관리, 낙농기술, 육류관련기술, 임업, 지열 등 분야의 기술협력 및 연구기관 간
교류 확대 희망
한국 측은 트롤어선 및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쿼터 증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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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태국 통상장관 회담, 제7차. Bangkok,
1984.9.20-21. 전2권. V.1 기본문서

제7차 한국과 태국 간 통상장관 회담이 1984.9.20.~21.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제3차 민간경협
위 동시 개최).
1. 참가 대표
금진호 상공부 장관, 권태웅 주태국대사,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및 상공부, 외무부 대표
참석
Kosol Krairiksh 상무장관, Vicharn Nivatvongs 상무성 사무차관 및 상무성, 외무성, 투자청,

2. 한국 수석대표 주요 일정
부수상, 공업상, 외무차관 등 면담

3. 회담 결과
상호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확대 노력 및 1988년까지 교역규모 10억 달러 달성 노력

- 태국 측은 옥수수, 고무 수입확대 요청
- 한국 측은 철강류, TV 등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증대 및 관세인하 요청
한국산 비료와 태국산 타피오카 간 구상무역 추진 합의
태국 측의 타피오카 펠렛의 관세인하 요청에 한국 측은 호의적 배려 약속
태국 동부해안 개발사업의 한국기업 적극 참여 추진
태국 측은 한국 기업의 국제입찰 참여시 충분히 검토 약속

- 최저가 입찰 불구 낙찰 사례 방지
기존 합작투자 성공을 위한 협조 및 합작투자 확대 노력 합의
투자보장 협정 및 해운 협정의 조속 체결 합의
민간 경협위 활성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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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농업부 대표 참석

한·태국 통상장관 회담, 제7차. Bangkok,
1984.9.20-21.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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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9월 개최 제7차 한국과 태국 간 통상장관 회담 관련 자료임.
1. 한·태 현안 및 고위인사 예방 시 언급 필요사항(외무부 아주국)
2. 한·태 통상장관 회담 자료(외무부 경제국)
1436

3. 한·태 통상장관 회담 자료(상공부)
4. 한·태 통상장관 회담 자료(주태국대사관)
5. 주요 인사 면담 자료(주태국대사관)
6. 태국 주재 한국 기업 및 기관 진출현황(주태국대사관)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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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상공장관 회담, 제11차 및 통상
사절단 미국 방문, 1984.3.5-7. 전3권.
V.1 사전교섭

금진호 상공장관은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민간 통상사절단과 함께 1984.2.29.~3.17. 미국을
방문하고 방미 기간 중 3.5.~7. 한국과 미국 간 상공장관 회담을 개최함.
1. 통상사절단 방문 개요
대미 구매사절단 성격의 사절단(명칭: 대통령 통상사절단)

금진호 장관(단장), 정주영 전경련 회장(교체단장), 남덕우 무역협회 회장(고문), 김우중 대우
회장, 구자경 럭키금성 회장, 최종현 선경 회장 등 기업인과 정부관리 등 80여 명으로 구성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피츠버그 등 미국 주요도시 방문(사절단 전문 분야별
방문도시 상이)

2. 제11차 한·미 상공장관 회담 결과
참가대표

- 금진호 상공장관, 유병현 주미대사,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김대영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배병승
외무부 경제국장 등 상공부, 외무부 대표 참석
- Malcolm Baldrige 상무장관, Richard Walker 주한 미국대사, McElheny 상무성 무역개발 차관보 등
상무성 대표 참석
정부 실무대표단은 3.4.~7. 별도로 미측과 실무회담 진행, 공동성명 문안 등 협의
수석대표 주요 일정

- 미 대통령, USTR 대표, 농무장관, ITC 위원장, 보잉사 회장, 상하원 의원 등 면담
- 무역협회 워싱턴 사무소 현판식 참석, 기자회견 등
회담 주요 결과(공동성명 요지)

- 컬러TV 반덤핑 관세 부과의 신중 재검토 및 철강제품 반덤핑 제소 관련 협의 개시 합의
- 한국에 대한 GSP 수혜 연장 입장 지지
- 한국의 시장개방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환영
- 담배, 초콜릿, 컴퓨터, 금융, 보험, 영화 등 미국 관심 품목 및 분야 시장개방 신중 검토
- 미국의 한국 내 대형 프로젝트 참여 요청에 유념

143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미국 주요기업 및 분야별 업계 대표 면담, 한국 경제설명회 개최
- 한·미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한국의 무역자유화 의지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전두환 대통령의 레이건
대통령 앞 친서 전달
- 31.8억 달러 규모(원자재 9.6억, 자본재 18억, 소비재 4.2억 달러)의 미국 상품 구매 계약 체결 및 상담
추진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회의 1985년 개최
- 한국 기술자의 고도 기술 산업 분야 미국 기업 현장 교육 검토
- 비상시 에너지 확보를 위한 미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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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상공장관 회담, 제11차 및 통상
사절단 미국 방문, 1984.3.5-7. 전3권.
V.2 결과보고

1984.3.5.~7. 대미 통상사절단 파견 및 한국과 미국 간 상공장관 회담 관련 자료임.
1. 한·미 상공장관 회담 공동성명 초안
2. 한·미 상공장관 회담 및 통상사절단 활동결과 보고서 송부
주
 미대사관 앞 결과보고서 송부 공문(표지 공문)
1439
방미 중 환대에 감사
미측에 대한 요청 및 설명사항 재확인

4. 상공장관 일정에 따른 행사별 추진 계획(주미대사관)
5. 대통령 통상사절단 방미 자료(주미대사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상공장관의 미국 주요인사 앞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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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상공장관 회담, 제11차 및 통상
사절단 미국 방문, 1984.3.5-7. 전3권.
V.3 회담자료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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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3.5.~7. 한국과 미국 간 상공장관 회담 자료임.
1. 제11차 한·미 통상장관 회담 자료(상공부)
2. 한·미 통상장관 회담 자료(외무부)
1440

수입규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어업, 관세평가, 지적 재산권, 프로젝트, 과학기술, 항공, 해
운 등 의제별 자료
대통령 친서, 공동성명, 경제협의회, 대미 로비 활동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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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호주 무역실무회의, 제8차. 서울,
1984.10.11-12

제8차 한국과 호주 간 무역실무회담이 1984.10.11.~12.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한국 정부는 양국 간 통상장관 회담을 1984년 8~9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호주 측은 1984.7월 국내 정치 일정상 통상장관 회담 개최가 어렵다며 10월 중 무역실무회담을
갖기를 희망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권종락 외무부 통상정책과 서기관, 이영래 농수산부 축산과장 및
상공부, 동자부 대표 참석
Barratt 무역성 부차관, Thomson 무역성 차관보 대리 및 통상성, 상공성 대표 참석

3. 주요 협의내용
무역역조 시정 노력 합의
계류 중 5건의 반덤핑 제소와 관련한 협조 문제 논의
특혜관세 수혜 지속 및 부활 문제 협의
대한 구매사절단 파한 및 한국 상품전시회 참가 지원 문제 협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무역 확대 방안 협의

- 철강제품, 자동차, 섬유, 타이어, 합성수지, 신발류 등(한국 측)
- 쇠고기, 육우, 소맥, 원당, 낙농 제품 등(호주 측)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특별 쿼터 설정 문제 협의
합작투자 증진 방안 협의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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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 대표

한.방글라데시 무역회담 개최계획, 1984

| 84-125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4-91 / 8 / 1~65(65p)

1. 방글라데시 외무성 아태과장은 1984.1월 주방글라데시대사에게 1973년 체결된 양국 간 무역협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며 무역 관련 고위회담 개최를 제의함.
동 과장은 1983.12월 방한한 주일 방글라데시대사에게 한국 상공차관이 양국 간 무역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고 주장

2. 1984.1월 상공부는 상공차관의 주일 방글라데시대사 면담 시 무역회담 개최에 동의한 것은 아니며 남
1442

남협력 차원에서 방글라데시 측이 제안을 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힘.
3. 1984.4월 Ahmed 방글라데시 상무차관은 1984.7~8월에 양국 간 무역회담을 방글라데시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서한을 한국 상공차관에게 발송함.
4. 1984.10월 SITRA(서울국제무역박람회) 기간 중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되지 못하였으며,
1984.12월 한국 측이 1985년 초 개최를 제의하고 방글라데시 측이 이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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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철강[쿼타] 협상,
1983-84

1984년도 한국의 대EC 철강 수출쿼터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유럽 국가들이 역내 철강 가격의 하락 및 국별 생산량 할당 문제와 관련한 회원국 간 갈등으로 위기를
겪던 상황에서 EC 이사회는 1983.11월 향후 수출국들과의 협상에서 수출지역, 시기, 품목의 안배 지
침(Triple Clause)의 이행 강화를 포함하는 협상지침을 통과시킴.

대외총국 한국담당과장 간에 개최되었으나, Triple Clause 등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에 실패함.
EC 측은 이사회 지침대로 전 품목에 대해 EC 회원국별 쿼터를 설정(1976~77년 수출실적 기준)
하고, 반기 수출한도는 총 연간 쿼터의 55% 이내로 규정하는 등 Triple Clause의 이행과 저급
품 수출 금지의 명문화를 주장
한
 국 측은 Triple Clause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hot coil 중간재는 예외
로 하며, 시기적 안배(55% 이내)와 저급품 수출 의무의 명문화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

3. 양측은 1984.1.23.부터 2차 협상을 가졌으나, 지역 안배, 반기 수출한도 문제에 대한 EC 측의 완강한
태도로 교착상태가 계속되다가 한국 측이 시기별 안배 수락, 지역 안배에 타협안 제시 등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1984년도 한·EC 철강약정이 1984.2.17. 정식 서명됨.
4. 동 약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쿼터 물량

- EC 측 제안대로 218,000톤에 합의
지역 안배

- 기준 연도 수출 물량이 없는 그리스에 대해 1983년도 합의 물량을 적용
- 덴마크, 아일랜드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품목

- 중간재에도 예외 없이 적용
시기

- EC 주장대로 반기 55% 적용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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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EC 간 1차 철강 쿼터 협상이 1983.12.20.~21. 조남홍 주벨기에대사관 상무관과 Paoli EC 집행위

한·EC(구주공동체) 간의 Stoneware 쿼타
협상,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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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2.10월 EC의 새로운 수입규정에 의거 실시한 stonewear(식탁용구)에 대한 조사완료 후, EC 집행
위측은 EC 내 경쟁업계의 생산 감소 및 실업 증대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해 정부 간 수출 자
율규제 협상을 제의하고 1982.12월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GATT 19조에 따른 일방적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2. 한국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원하는 영국, 프랑스 정부 및 EC 집행위와의 교섭을 통해 한국산
1444

stonewear로 인한 해당국 산업 피해가 미미하며 정부 간 자율규제 협정이 선별성에 관한 GATT 규정
위반임을 이유로 반대하고 업계 간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함.
3. 국내적으로 상공부는 한국 업계의 이익을 위해 정부 간 자율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데 반해
주EC대표부 및 외무부는 선별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정부 간 자율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
여 의견이 대립되었고, EC 내부에서도 영국은 자율규제를 원하고 집행위는 자율규제 미합의 시 일방
적 수입규제를 주장하는 등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음.
4. 1982.12.14. 협상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EC 집행위는 영국, 프랑스에 적용될 글로벌 쿼터 형태의 일방
적 수입허가제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EC 측과 수입허가제 철폐를 위한 협상을 진행함.
5.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 간 수출자율 규제에 응하기로 하고 EC
집행위와 협상 끝에 1983.2월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 협정에 합의함.
1983~1985년 자율규제 물량

- 영국: 2,110~2,195톤
- 프랑스: 4,800~4,994톤
쿼터 관리

- 쿼터 관리 주체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타협안으로 dual monitoring system을 도입, 한국 측의 수출
증명 및 영국·프랑스의 수입허가에 근거하여 쿼터량을 관리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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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 제4차. New
Delhi, 1983.5.12-13

제4차 한국과 인도 간 합동무역위원회가 1983.5.12.~13. 뉴델리에서 개최됨.
1. 회의 대표
금진호 상공부 차관(수석대표),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관, 정의용 외무부 통상정책과장, 조환익
상공부 아주통상과장 및 상공부, 해외협력위, 수산청 대표

- 이경훈 대우 사장, 이상득 코오롱 사장 등 민간 경협위 대표 12명 동행

2. 수석대표 주요 활동
상무장관, 공업장관, 외무차관 등 예방

- 한국의 경제개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자율화와 개방화 추세 설명
- 선진국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처 논의
-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시정 노력 설명
한·인도 민간 경제협의회 참석

3. 합동 무역위원회 결과
1986년 10억 달러 교역 달성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철강석 및 원면 추가 구입 약속

- 인도 측은 원면 계약 이행 노력의사 표명
방콕 협정의 가입국 확대 및 양허품목 확대 필요성 공감
한국 측은 철강제품 등 고율관세 인하 및 자동수입 승인 품목 확대를 인도 측에 요청
무역진흥기관 간 및 수출입은행 간 협력 검토
전자제품, 수산물 가공 분야 합작투자 가능성 검토
인도의 제철, 발전, 해상시추 등 경제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환영
어업, 과학기술, 해운 분야 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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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d Hussain 상무차관, Vaish 상무성 아주국장 및 외무성, 경제성, 과학기술성, 수산청, 해운교
통성 대표

1984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4. 전2권.
V.1 제1-2차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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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한국과 일본 간 생사류(생사, 견연사 및 견직물) 수출 쿼터에 관한 회담이 3차례 개최
되었으며, 1~2차 회담에서 일측은 국내 생사류 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 상황에서 한국산 생사
류 수입에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쿼터 물량 설정에 반대함.
1. 제1차 회담
1446

한국 측은 생사, 견연사 및 견직물에 대한 별도 회담 개최, 회담의 조기 개최 등을 일측에 요청
하였으나, 일측은 일본 의회의 압력 및 업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생사 회담 우선 개최, 비공식
회담 개최 등을 주장

- 한국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수차례 협의 끝에 결국 생사류 전체에 관한 공식회담을 개최키로 양측이
합의
1984.5.8.~9. 도쿄에서 제1차 회담 개최

-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장재선 농수산부 특작국장 등 참석
- 하시모토 외무성 아주국장 및 농림수산성, 통산성 대표 참석
생사 및 견연사에 대해 일본 측이 일본 업계의 어려움으로 물량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하여 1983년 및 84년 쿼터량을 재협의키로 합의
1981년 및 82년 생사 수출 미이행분에 대해 제3국(중국)과의 형평을 고려 1985년 초까지 전량
이행되도록 일측이 노력하기로 합의
1983년 및 84년 견직물 쿼터에 대하여도 합의 실패

2. 제2차 회담
1984.9월 제2차 회담을 앞두고 일측은 전두환 대통령 방일 시 양국 차관 간 합의된 대로 제2차
회담을 개최하더라도 생사에 대한 물량 약속은 어렵고 견사 및 견직물에 대한 구체적 물량
교섭을 원한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
1984.9.27.~29. 서울에서 제2차 회담 개최

- 권병현 외무부 공사, 조규일 농수산부 특작국장 등 참석
- 아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및 외무성, 농림수산성, 통산성 대표 참석
생사 및 견연사에 대해 한국 측은 일측의 생사 재고 누적을 고려하여 견연사 물량만이라도
1982년 수준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의 반대로 합의 실패
견직물에 대해 양측 입장 차이로 1983년 및 84년 물량에 대해 합의 실패
한
 국 측은 생사류 수입 규제 제도 자체를 철폐할 것을 일측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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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4. 전2권.
V.2 제3차 회담

1984년 제3차 한국과 일본 간 생사류 회담에 관한 내용임.
1. 제3차 회담을 앞두고 일측은 견사 및 견직물에 대한 협상 타결 의사를 비쳤으나, 생사에 대하여는
일본 양잠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물량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생사,
견사 및 견직물에 대한 협상 일괄타결을 이룬다는 방침하에 협상에 임함.

1984.12.20.~22. 도쿄에서 개최

- 권병현 외무부 공사, 조규일 농수산부 특작국장 등 참석
- 아리마 외무성 심의관 및 외무성, 농수산성, 통산성 대표 참석
회담 경과

- 생사 및 견연사 물량에 대해 먼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면직물에 대해 1985년 물량 확보를 원하는
양측의 입장 차이로 타결이 지연되었으며, 생사 및 견연사 관련 합의내용을 일단 확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측이 면직물에 대해 양보함으로써 쟁점이 일괄 타결
합의문서 요지

- 생사: 1981~83년도 미이행 물량 14,400표를 1985년에 모두 발주
- 견연사: 1983년도와 84년도 견연사 전 물량의 수입을 위해 1985.12월말까지 수입 공고 및 이행
- 견직물: 1984년 중 한국 측이 595만 평방미터 수준에서 수출 자율규제를 양해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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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노르웨이 간의 [섬유]쿼타회담. Oslo,
1984.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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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정부는 노르웨이와의 1984년도 섬유 쿼터 협상과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회담에 대비함.
1983년보다 유리한 협정 체결, 쿼터 소진율이 높은 양말, 의류 등에 대해 쿼터 증량이 일차적
목표
단, 노르웨이 정부가 다자간 섬유협정(MFA) 가입을 추진 중이므로, 장기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경우 우선 1984년도 쿼터를 확정하고 장기 쿼터는 추후 협의

1448

2. 양국 간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1984.3.12.~14. 오슬로 개최
유종현 외무부 경제국 심의관 및 외무부, 상공부 대표 참석
J. Iversen 상업운수성 수입과장 및 관련 부처 대표 참석
섬유류, 신발류, 양말류는 1983년 쿼터에 비해 6~8%, 의류는 9% 증가에 합의
비
 섬유류 중 승용차 타이어 외 타이어는 규제철폐 품목으로 하고, 도자기류는 20% 이상 쿼터
증가, 혁제의류는 10%, 스키화는 8% 쿼터 증량에 합의
노
 르웨이측은 1984년 후반부터 1986년 간 장기 쿼터 협정을 제의하였으며, 한국 측은 1984년
쿼터량이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합의되었으므로 장기 쿼터는 추후 협의할 것을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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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미국 섬유실무협의, 1984

1. 1984년 미국 정부는 한국이 수출하는 합성섬유 직물제 가방류가 다자간 섬유협정(MFA)상 규제품목이
아님에도 품목 분류 착오로 일방적인 쿼터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동 품목의 수출 쿼터 소진이 임박
하여 통관정지(Embargo)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다수의 한국 업체가 수출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
생함.
2.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동 문제를 GATT 섬유류 교역 감시기구(TSB)에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미국 정

3. 1984년도 제3차 한·미 섬유협상이 1984.7.17.~20.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합섬 직물제 가방에 대한
1984년도 쿼터 조정 및 1985년 쿼터 수준에 대해 협의함.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Sorini USTR 부대표 등 참석
1984년 쿼터는 미측의 당초 일방 통보 규제량에서 69% 증가한 3,116만 파운드에 합의하여
통관정지 문제 해결
1985년 쿼터는 미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1984 쿼터 대비 29% 증가한 2,200 파운드에 합의함
불분명한 품목 분류 기준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

4. 상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합섬 직물제 가방에 대해 한국 측이 발급한 Visa 확인 없이 수입을 허
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초과선적으로 인해 Embargo 우려가 다시 발생하는 등 섬유쿼터 운용상 문제
점이 대두됨에 따라, 양국은 1984.12.10.~11. 워싱턴에서 제5차 섬유협상을 개최함.
유득환 주미대사관 상무관, Sorini USTR 부대표 등 참석
가방류 통관정지와 관련, 한국 측은 통관정지를 피하기 위해 1984년 쿼터 물량의 증량, 품목 간
전용을 요구하였으며, 미측은 쿼터 소진으로 통관정지가 불가피하므로 1985년 물량의 1% 조상을
주장 (단, 합섬교직물(cat 614)에 대한 별도 카테고리(part-cat) 설정과 규제 수준 합의를 전제로 함)
기타, 다수품목의 part-cat 설정문제, 섬유 미국품목분류(TUSA) 개편문제 등 현안 논의

5. 합섬직물 가방류 통관정지 해제의 선결과제인 part-cat 설정 문제에 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미 세
관은 1984.12.13. 동 품목에 대한 통관정지 조치를 취함.
1984.12.28. 미측은 합섬직물 가방(cat 670)에 대한 1984년 swing 인정 등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며,
1985.1.4. 정부는 미측의 제안을 수락할 것을 주미대사에게 지시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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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섬유 협상을 요청함.

세계통상장관회의. Washington, D.C.,
1984.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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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현안 논의 및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개최 가능성 탐색을 위한 주요
무역국가 간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가 1984.5월 미국에서 개최됨.
1. 개최 배경
1984.4월 Brock USTR 대표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및 신흥 공업국의 역할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한 세계 주요 무역국가의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의 금진호 상공장
1450

관에게 초청장을 송부

2. 회의 개요
1984.5.11.~12. 워싱턴 개최
한
 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인도, 필리핀, 일본, 유고
슬라비아, EC 등 14개국 통상장관, GATT 사무총장, IMF 전무이사 참석

- 한국은 김기환 해외협력위 기획단장 및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참석

3. 주요 협의내용
선진국의 국내산업 구조조정 회피 및 긴급수입제한 남발 현상 지적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무역자유화 노력 필요성 공감
국제무역 증대를 위해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 필요성 공감
국제무역 증대를 위한 GATT 역할 미흡 및 GATT 각료회의 개최 필요성 지적
미국, 일본의 New Round 필요성 제기에 EC, GATT, 개도국들은 기존 현안의 선결, 준비의 부
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 반응

- 한국 대표는 기존 현안문제를 의제로 포함하는 New Round 조속 추진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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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장관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84.9.16-17

국제통상 현안 논의 및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개최 가능성 탐색을 위한 주요
무역국가 간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가 1984.9월 브라질에서 개최됨.
1. 개최 배경
1984.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비공식 세계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음 회의 개최지는 GATT 사무총장
에게 일임한바, 동 총장은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브라질 정부에 회의 개최를 요청
1451
1984.9.16.~17. 리오 데 자네이로 개최

3. 참가국
한국, 미국,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독일,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인도, EC 등 15국 통상장관 및 GATT 사무총장

- 한국은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석

4. 주요 협의사항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한 대처 및 시장기능 회복 방안
다
 자간 무역체제 재검토
GATT 작업계획의 효과적 추진 방안
채
 무국 경제 발전 및 GSP 제도 개선 방안

5. 주요 합의사항
주요 교역국의 무역자유화 노력 강화
차기 GATT 총회 시 농산물 교역 문제에 관한 건의안 제출
보호주의 완화를 위하여 수입규제 현황 감시제도 실시
긴급수입제한 남용 방지 노력 강화
GATT 분쟁해결 기능 강화 노력 강화
GATT 작업계획과 New Round 연계 필요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기간 및 장소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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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 TSB(직물감독기구)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1984년도 TSB 위원 통보
1984.1월 정부는 TSB 의장에게 1984년도 TSB 위원으로 현희강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통보
1984.7월 정부는 현희강 위원의 전임에 따라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을 대체 임명 통보

1452

2. 노르웨이 MFA 재가입
1984.3월 TSB 회원국들의 노르웨이와의 MFA(다자간섬유협정) 재가입 문제 논의 시 한국은
MFA 가입에는 찬성하나 기존 양자 쿼터가 MFA 가입으로 축소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
1984.11월 TSB는 노르웨이의 섬유류 잔존 수입 규제를 검토하였으며, 노르웨이는 MFA에 의거
한 쌍무쿼터 협정을 체결하거나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언급

3. 미국의 13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건
1984.9월 TSB 회의에서 동 조사가 MFA 위배된다는 의견과 MFA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
되어 GATT 섬유위에 합의 불가로 보고하기로 결정

4. 중국의 미국 섬유 수입규제 제소
1984.11월 TSB 회의는 중국이 제소한 섬유류 8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를 심의하고 품
목에 따라 수입 규제 취소, 규제 조치 인정, 사전 협의, 재협의, 규제 기간 및 수준 상향 조정
등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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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간 협력, 1984

MFA(다자간 섬유협정) 내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그룹(한국, 홍콩, 파키스탄 등 15개국)의 동향
에 관한 내용임.
1. 섬유수출 개도국의 대유럽 홍보 건
1984.2월 런던 소재 무역정책연구센터(TPRC)는 한국 등 섬유수출 개도국들에 대해 홍보활동비
중 미지급분의 지불을 요청(한국의 경우 15천 파운드)

섬유수출 개도국은 용역비 미지급은 TPRC의 귀책사항이므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룹국가
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였으나, TPRC측은 수차례에 걸쳐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

2. 섬유수출 개도국 워크숍
섬유수출 개도국의 공식 협력기구인 국제섬유의류기구(ITCB) 발족을 앞두고 파키스탄 카라치에
서 워크숍 개최가 추진되었으나, 동 회의 토의 기초가 될 GATT 섬유보고서의 발간 지연으로 수
차례 연기되다가 1984.7.21.~25. 개최

- 현희강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등 참석
세 계 섬유교역 현황 및 자유화 방안에 대한 수출개도국의 공동입장을 밝히는 Karachi
Statement 채택

- 무차별, 개도국 비교우위, 개도국 우대 등 원칙 재확인
- 선진국 수입규제 강화 경고 및 MFA의 제반 원칙 준수 촉구
ITCB 발족

- 한국 등 6개국 서명(기 서명국 포함 총 8개국 서명으로 8.25. 공식 발족)
- 한국은 ITCB에 3만 달러 특별 출연 약속
한
 국의 1985년 하반기 회의 개최 등 차기 워크숍 개최지 확정

3.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 동향
1984년 중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가 제네바에서 수시로 개최되어 개도국 간 협력 문제를 논의

- MFA 운용, MFA Ⅲ 이후 대책 등 섬유류 교역 질서 관련 문제
- 선진국의 수입 규제 대응 방안
- 워크숍 개최, ITCB 발족, GATT 섬유위 대책 등 그룹 내 협력 문제 등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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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센터는 1981년 MFA Ⅲ 연장 교섭시 섬유수출 개도국 그룹의 용역으로 대유럽 선진 수입국 홍보활
동을 전개하였으나, 실적 부진으로 1981.11월 개도국 그룹이 이를 중단

한·미국 대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COCOM),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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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4.4.19. 외무부에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하여 본국 협의단이 1984.5월 방한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COCOM의 개요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COCOM 가입 또는 행정협정 체결을 통한 협력을 희망함.
1949년 설립, NATO 회원국 및 일본 가입, 호주 및 뉴질랜드 협력
공산권 금수 품목 리스트 수집 및 협의, 금수조치 유지를 위한 협력
1454

수입확인(IC) 및 화물도착확인(DV) 등을 통한 선적지 변경, 재선적, 재수출 방지
최근 COCOM 비회원국 약 15개국과 COCOM 형태의 협조 요청 협의

2. 한국 정부는 1984.4.27. 및 5.10. 두 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협의함.
한국의 대동구권 교역과 관련한 애로사항, 금수품목의 포괄성으로 인한 검토 시간 부족, 단시일
내 행정협정 체결 곤란성, 기술이전 필요성 감안 시 대미 협조 불가피성 등이 지적되었으며, 5월
대미 협의는 비공식 예비협의로 추진 결정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4.4.30. 양국 간 양해각서 안을 제시함.
미국 및 COCOM 회원국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IC/DV 발급제도의 조기 시행
금수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후, 한·미 간 재수출 규제절차 협의
정보제공 및 위반사례 조사 협조
주한 미국대사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허가 및 선적 후 확인절차 계속 실시
관련 협의기구 설립 및 기술협력

4. 1984.5.14. 한·미 비공식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신
 정섭 외무부 제2차관보 외 상공부, 국방부, 해협위 대표 등 7명 참석
Dale Tahtinen 국무성 부차관보 외 8명 참석
미
 측은 급속한 기술개발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양해각서 체결
을 요청하고, COCOM 형태의 협조에 동의하는 경우 미국 고도기술의 대한국 이전이 용이해질
것임을 설명
한국 측은 대공산권 기술유출 방지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나 COCOM
의 운영실태, 무역에 대한 영향, 관련 국내법규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여, 구체
적 협조 방법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재협의 용의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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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
위실무자 협의회. Sydney, 1984.11.3-5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개시 가능성 탐색을 위해 호주 정부가 개최한 아·태
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관련 내용임.
1. 회의 개요
1984.11.3.~5. 시드니 개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회원국 등 참가

-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 및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해외협력위원회 담당과장 참석

GATT 작업계획의 진도 평가
뉴라운드 제의에 관한 논의
아·태 지역 주요 관심사항 등

3. 주요 협의결과
GATT 작업계획은 일부 절차 관련 분야 외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

- 작업계획의 계속 추진, 포괄적 긴급수입제한 작업, GATT 기능강화 중요성 강조
- 긴급수입제한 관련, 일본, 호주는 부분적 해결방식 거론
- 호주, 뉴질랜드는 농산물 분야 진도 부진에 우려 표시
뉴라운드 추진 여부 무관하게 GATT 작업계획 이행 추진 중요성 공감

- 한국, ASEAN은 현안 해결 없이 뉴라운드 추진 불가론 주장
- 일본, 호주는 뉴라운드의 조기 추진을 희망

4. 수석대표 활동
한국 수석대표는 호주 외무성 차관과 면담, 남북 경제회담 배경 및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호주 간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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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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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별 관민 경제협의회 회의,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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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국대사관이 개최한 관할 지역별 관민 경제협의회 회의 내용임.
1. 중부 지역 경제협의회
1984.12.5. 시카고 개최
주미대사, 대사관 직원 및 KOTRA 지사, 지상사, 금융기관 지점대표 등 총 50여 명 참석
주요 협의사항
1456

- 미국 경제동향 및 미 신정부 경제정책
- 대미 수출 진흥 방안 및 대미 통상 현안
- 자동차 부품 시장개척, 지역 내 연쇄 백화점 활용 방안 등
업계 건의사항

- 수출품 포장 개선, 중소기업 수출 확대, 한국 상품 품질 및 기술력 인식제고, 상사 간 분쟁 대책 수립,
자동차 부품 수출 증진 방안

2. 동부 지역 경제협의회
1984.12.18. 뉴욕 개최
주
 미대사, 대사관 직원 및 수출상사, 관련단체 등 90여 명 참석
주요 협의사항

- 섬유, 전자, 철강, 신발 등 품목별 수출 전략
- 수입규제 대처 방안, 재미 과학자 활용 방안
업
 계 건의사항

- 섬유 쿼터에서 자연섬유를 분리하여 쿼터 구조 개선
- 섬유 신소재 개발 및 패션산업 진흥책 강구
- 중화학 제품 수출을 위한 미국 업체와 제휴 확대

3. 워싱턴 지역 경제협의회
1984.12.21. 주미대사관 개최
대사 등 대사관 직원, 무역 유관기관 대표 등 13명 참석
주요 협의사항

- 한국의 수입시장 개방을 수출증진에 활용
- 한국 업체와 미 경제단체 간 유대 강화
- 수출 monitoring 제도 실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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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절단 중남미 순방, 1984.10.14-23.
전3권. V.1 사전준비

최호중 상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통상사절단의 1984.10.14.~23. 중남미 3개국 순방에 관한
사전준비 문서임.
1. 파견 목적
1983.12월 외무장관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동 지역 국가들과 경제관계 증진방안 검토
각국과의 통상현안 협의, 중남미 잠재시장 개발 가능성 조사, 대선진국 수출전진기지 활용 가능성
검토

당초 김기환 상공차관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1984.5월 파견 계획하였으나, 인사 이동으로
최호중 차관을 단장으로 파견
정부 대표

- 최호중 상공차관, 해외협력위 제1협력관, 외무부 중미과장,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등 6명
민간 대표

- 럭키금성 부사장, 삼성물산 부사장 등 기업 및 연구기관 대표 11명

3. 사전교섭 시 방문국가 제기 주요현안
멕시코

- 한·멕시코 경협혼성위원회 구성
- 구상 무역 추진
- 자유무역지대 한국기업 진출
코스타리카

- 자유무역지대 진출
- 중소기업 합작 투자
아르헨티나

- 자유무역지대 진출
- 육가공 합작 투자
- 쇠고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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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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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절단 중남미 순방, 1984.10.14-23.
전3권. V.2 국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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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절단의 1984.10.14.~23. 중남미 3개국 순방에 따른 국별 교섭 관련 내용임.
1. 멕시코
1984.3월 주멕시코대사는 주재국 상공장관과 사절단 방문일정 협의
1984.3월 주한 멕시코대사는 상공차관 면담 시, 구상무역, 양국 정부 간 협의체 구성, 멕시코산
농산물 및 쇠고기 수입 등 관심사항 제기
1458

1984.6월 주멕시코대사는 주재국 대외무역차관, 경제차관, 외무성 국장 등과 현안문제 사전
의견 교환
1984.9월 주멕시코대사는 주재국 상공장관 등과 연기된 사절단 일정, 현안문제 등 협의
1984.9월 외무부는 양국 간 경제협의체 구성 관련 약정안 검토

2. 코스타리카
주코스타리카대사의 사절단 일정, 양국 간 현안 등에 관한 보고

3.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대사의 사절단 일정, 양국 간 현안 등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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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절단 중남미 순방, 1984.10.14-23.
전3권. V.3 결과보고

통상사절단의 1984.10.14.~23. 중남미 3개국 순방 결과보고에 관한 내용임.
1. 멕시코(10.15.~17.)
관민 합동경제회의 개최(멕시코 측 Bravo 상무차관 참석)

상공장관, 외무차관, 재무차관, 대외무역청장 면담
- 외무차관 면담 시 대통령 및 외상 방한 초청, 어업협력 협정, 해운협정 조기 체결 합의

2. 코스타리카(10.18.~20.)
관민 합동 경제설명회 개최(코스타리카 외무차관, 공업차관 등 참석)

- 농기계 조립공장 부품 공급 약속
- 모자 공장 현지 투자 합의
- 한국의 CBI(카리브개발계획) 투자 진출 시 코스타리카 측 지원 약속
- 코스타리카 경제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민
 간 경제협력위원회 창설
대통령, 부통령, 공업자원 장관 면담

3. 아르헨티나(10.21.~23.)
한·아르헨티나 합동경제회의 개최(Campero 상무장관 참석)

- 화학제품, 기계류 등 한국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요청
- 쇠고기 등 아르헨티나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확대 요청
- 한성기업의 어업이민에 따른 승선비율 예외조치 인정
- 삶은 쇠고기 등 구상무역 추진 방안 협의(1차분 연내 선적)
- 한국의 IDB 가입 지원 요청
한·아르헨티나 경제인 합동회의 개최
상무장관, 공업성 장관, 수자원성 장관, 농목성 차관, 경제성 차관 등 면담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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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 목표 5억 달러 합의(1988년), 구상무역 추진 및 90일 내 실시 준비 완료 합의
- 양국 정부 간 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 멕시코 자유무역지대 한국 기업 진출 협의
- 한국의 IDB(미주개발은행) 가입 지원, 멕시코 대외무역청 서울지사 설치 합의

헝가리 무역사절단 방한, 198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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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헝가리 무역사절단 방한 경위
1982~83년 비엔나 소재 국제경제관계 연구소인 IER,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한 헝가리 경제인
및 상공회의소 소장의 방한이 산발적으로 추진
1983.8월 제네바 주재 헝가리 GATT 상주대표는 주제네바대표부에 9월 하순 Heizig 헝가리 상
공회의소 부회장 및 Komar 비엔나 주재 헝가리은행(CEIB) 대표로 구성되는 사절단을 한국에 파
견하기를 희망한다는 헝가리 정부의 공식 제의를 전달
1460

- 5천만 달러의 헝가리 제품 직교역 계약 체결, 상공회의소 간 협력, 부다페스트 박람회 한국업체 참가
문제 등 협의 목적
1983.8월 정부는 수차례 관련 부처 협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동건을 동구권과의 관계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버마 아웅산 폭발 참사로 인해 방한이 연기
1983.11월 Komar 대표는 IER 회의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에게 사절단 방한 시 5천만 달러의
물품구입 대금을 선불해 줄 것을 요청

- 양국 간 직교역, 박람회 참가 보장 등 합의문서 서명과 일괄타결 조건
1984.1월 GATT 상주 헝가리대표는 주제네바대표부에 1984.2월 헝가리 사절단의 방한 의사를
통보하고 방한 중 양국 간 수출입 가능 품목, 5천만 달러 구매대금 선불에 대한 합의를 희망하
며, 방한 전 한국 측의 입장을 알려 줄 것을 요청

- 정부는 5천만 달러의 물품 구입과 대금 선불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도록 주제네
바대표부에 지시

2. 헝가리 무역사절단 방한 개요
1984.2.5.~8. 방한

- 1983년 방한 예정 사절단과 구성원 변경 없이 동일
사절단은 도착 즉시 5천만 달러 선불 문제 타결이 불가능할 경우 당장 귀국하겠다고 주장,
외무부 구주국장이 2.6. 사절단을 접촉하여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한 협의내용을 설명하고 방한
일정을 마칠 것을 설득

- 사절단은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한 설명내용을 모른다고 하고 당초 예정된 방한기간을 2일 단축하고
조기 이한
사
 절단은 대한상의 회장, 선경 사장, 외환은행장, 상공부 차관, 대한선주사장, 해협위기획단장
등 방문

- 물품대금 선불 외에 다른 문제는 심도 있게 협의되지 못했으며, 상공회의소 간 교류문제, 양국 간
수출입 관심 품목, 양국 은행 간 협력문제 등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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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일본 수입촉진단 방한, 1984.10.5-12

1. 일본의 대한 수입촉진단 방한 경위
한·일 무역역조 시정문제는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정기 각료회담, 외상회담 등을 통해 계속
논의되다가, 1984.4월 한·일 민간합동 경제위원회에서 일본의 구매사절단 파한이 합의된 것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일본의 구매사절단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
한국 정부는 1984년 초 여러 차례 관련 부처 고위급 대책회의를 통해 구매사절단 유치 방침을
수립하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였으나, 일측은 한국 측의 수출촉진단 파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

하였으나, 형식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의 수입촉진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1984.7월 한·일 경제협회는 4개 그룹, 39명의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일 수출촉진단을 일본 8대
도시에 파견하여 한국 상품 홍보 및 일본의 대한 구매사절단 파견 교섭을 전개

2. 일본의 수입촉진단 방한 내용
1984.10.5.~12. 서울 및 부산에서 한국 상품 구매 및 일본 시장 접근 방안에 관해 협의
마
 루베니사의 마츠오 타이이치로 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61개 기업체 144명의 단원으로 구성

- 일본 통산성 무역국장 등 5명의 정부관리 포함(옵서버 자격)
방
 한 기간 중 한국 483개 기업체와 1,132건의 상담 실시 및 5회의 대일 시장접근 관련 세미나
개최
주
 요 일정

- 대통령, 경제기획원 장관, 상공부 장관, 재무부 장관 예방
- 한·일 경제협회장, 대한상의 회장, 무역협회장, 전경련 회장, KOTRA 사장 방문
합의 사항

- 일측의 일·한 시장협의회 구성
- 일측의 일·한 산업협력협의회 구성
- 한국 측의 1985년 상반기 대규모 대일 수출촉진단 파견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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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1984.5월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구매사절단 유치 교섭단을 파견
하고 일측에 관민 구매사절단 파한을 요청한바, 일본 정부(통산성)는 사절단 파견에 일단 동의

파나마 투자유치단 방한, 1984.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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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나마 정부의 투자유치단 파한 목적 및 경위
미국이 주도하는 카리브 개발계획(CBI)에 따라 파나마가 얻게 되는 혜택을 설명하고 외국의
투자 유치 목적
1983.12월 파나마 투자유치위원회가 주파나마대사에게 투자유치단의 한국, 대만, 홍콩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주파나마대사는 투자유치단의 비중을 고려하여 한국
장관급 인사의 면담, 간담회 개최 등 편의제공을 외무부에 건의
1462

2. 파나마 투자유치단 방한 개요
1984.3.11.~14. 방한
C
 arlo Julio Quijano 상공장관(단장), 투자위원회 위원장, 자유무역지대 부청장, 노동연맹 총재
등 공식사절단 9명, 민간사절단 10명으로 구성
경
 제기획원 장관, 외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상공부 차관, 대한상의 의장, KOTRA 사장 등 면담

- CBI 및 자유무역지대 활용 방안, 대미 우회수출 방안 논의
- 투자보장 협정, 민간경협위 구성문제 논의
CBI 관련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 대한상의 주관
- 50여 개 한국기업 참가, 대파나마 투자 및 CBI 활용 미국 우회진출 가능성에 관심 표시
5
0여 개 한국 주요기업과 상담

- 코오롱상사, 대우, 태화, 한일합섬, 삼도물산 등과 금속주물, 신발, 섬유제품 관련 구매 및 합작투자 상담
산
 업시찰(삼성, 선경합섬 등), 올림픽 시설 및 경복궁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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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트리니다드토바고 통상관계 사절단 방한,
1983-84

1. 트리니다드토바고 기업인 방한
Neal & Massy Group의 Ralph Rostant 부회장(부인 동반)은 M. Arneaud 이사 부부를 대동하고
1984.4.24.~26. 방한

- 주카라카스 KOTRA 지사가 방한을 주선하였으며, 주베네수엘라대사는 동 그룹의 대정부 영향력을
감안 방한하여 한국 정부 고위층 면담 주선을 외무부에 건의
주요 방한 일정

2. 트리니다드토바고 구매사절단 방한
트리니다드토바고 기업인 21명으로 구성된 대한 구매사절단이 1984.4.29.~5.3. 방한

- 주카라카스 KOTRA 지사가 베네수엘라 여행사를 통해 방문단 모집
1984.6월 KOTRA는 트리니다드토바고 구매사절단의 방한 성과(상담 결과)를 외무부에 송부

- 방문 기업인별 한국 접촉선(회사명), 상담 품목 및 금액 등 수록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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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 제2차관보, 상공부 제1차관보, KOTRA 사장 등 면담
- 삼성물산 방문 상담

Corvajal Herrera, Mario 코스타리카 수출
투자상 방한, 1984.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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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o Corvajal Herrera 코스타리카 수출투자상이 1984.1.10.~13. 금진호 상공장관 초청으로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당초 KOTRA의 특별초청으로 방한이 추진되었으나 주코스타리카대사의 건의로 초청 명의를
상공장관으로 변경
1464

- 부인 및 Maino Vargas 자유무역청장 동행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새마을운동 전수, 한국 기업의 CBI(카리브개발계획) 투자 유치 활동에
관한 협의 및 설명회 개최를 희망

2. 주요 일정
대통령, 외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재무부 장관 예방
K
 OTRA 사장, 대한상의 회장, 무역협회장, 새마을중앙회 사무총장 면담
CBI 투자 설명회 개최
산
 업시찰 및 관광

3. 고위인사 면담 시 협의 내용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1984.10. 방한 희망 전달
한국 경제사절단의 코스타리카 파견 가능성 협의
CBI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 등 경제협력 협의
한국 경제개발 모델 연수를 위한 전문가 파한 문제 논의
새마을운동 관련 협력 방안 논의
코스타리카의 대북한 단교 조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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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ne, Jermu 핀란드 대외통상장관 방한,
1984.1.21-25

Jermu Laine 핀란드 대외통상장관이 상공장관 초청으로 1984.1.21.~25. 방한함.
1. 방한 경위
1984.1월 한국에서 개최된 핀란드 Ekono사의 에너지 심포지엄 참석 계기 및 한·핀란드 통상장
관 회담 개최를 위하여 방한

- 방한 후 1.25.~28. 일본 방문

수행원

- Groop 외무성 통상관계 특보 등 공식 수행원 3명, 경제계 인사 20여 명 대동
주요일정

- 대통령, 경제기획원 장관, 동자부 장관, 과기처 장관, 서울시장, 외무차관 등 예방 및 면담
- 올림픽 조직위원장, 전경련 회장,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 해외건설협회장 등 면담
- 한·핀란드 통상장관 회담 참석
- 에너지 세미나 참석
외
 무차관 면담 시 주요 협의내용

- 양국 간 교역증대 중요성
- 한·소 교역 중개를 위한 핀란드 역할
- 종이 등 핀란드 관심품목에 대한 한국 측의 관세 인하 문제
- 차기 한·핀란드 공동위의 SITRA 기간 중 개최 문제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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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개요

인도 통상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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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ngma 상무성 부장관
Purno A. Sangma 상무성 부장관이 1984.6.10.~14. 방한

- 양국 간 주요 통상현안 및 협력방안 논의, 인도산 카펫 전람회(6.11.~14. 서울) 참석 목적
방한 중 주요 일정

1466

- 국무총리, 외무장관, 상공부차관, 해협위 기획단장 등 예방
- 삼성전자, 한국종합기계, 포항제철, 기성복 공장 등 시찰
- 카펫 전람회 참석
동 부장관은 한국 고위인사 면담 시 다음 사항에 관심을 표명

- 전두환 대통령의 인도 방문 성사
- 1984.8월경 양국 간 통상장관 회담 개최
- 합작투자를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 인도산 카펫, 철광석 및 보크사이트, 수직 섬유 등에 대한 수입 확대

2. 인도 박람회 공사 회장
Mohammed Yunus 인도 박람회 공사 회장이 1984.9.27.~30. 방한
방
 한 중 주요 일정

- KOTRA 사장 면담
- SITRA 인도의 날 참석
- 민속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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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Haugstvedt, Asbjorn 노르웨이 상무해운장관
방한, 1984.9.10-20

Asbjorn Haugstvedt 노르웨이 상무해운 장관이 양국 간 해운협정 체결 및 노르웨이 선박기자재
전시회 참석을 위해 금진호 상공장관의 초청으로 1984. 9.10.~20. 방한함.
1. 방한 목적
1983년 가서명된 한·노르웨이 해운협정의 공식서명
한·노르웨이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참석
노르웨이 선박기자재 전시회(KOMARINE) 참관

외무성, 상무해운성 직원 등 정부관리, 선박·해운 관련 기업인 수행
국
 무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외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교통부 장관, 해운항만청장 등 면담
양국 간 해운협정 서명(외무부 장관 면담 시)
제
 6차 한·노르웨이 민간 경제협의회 참석
KOMARINE 참관(부산)
S
 ITRA 참관
산업시찰 및 관광

3. 고위인사 면담 시 협의내용
양국 간 해운 선박 분야 협력
노르웨이 선박기자재 수입 문제
노르웨이 해운회사 한국 내 영업 문제
해운·조선 분야 양국 간 합작 투자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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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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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arte Centurion, Delfin 파라과이 통상장관
방한, 1984.9.2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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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fin Ugarte Centurion 파라과이 통상장관이 상공부 장관 초청으로 1984.9.27.~10.2. 방한함.
1. 방한 경위
1983.5월 주파라과이대사는 한·파라과이 친선협회장인 Ugarte 통상장관을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1983.6월 김동휘 상공장관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

1468

동 장관은 파라과이 국내사정 및 버마 사태 등으로 방한을 연기하였으며, 1984.7월 금진호 상공
장관이 Ugarte 통상장관에 대한 초청장을 송부

2. 방한 개요
1984.9.27.~10.2. 부인 동반 방한

- Russo 상공 차관보(부부 동반), 국가관광위원회 위원장(부부 동반) 수행
주
 요 일정

- 대통령, 경제기획원 장관, 상공장관, 외무차관, KOTRA 사장 등 예방
- 대통령 예방 시 훈장 수훈
- SITRA 84, 국군의 날 행사 참관
- 산업시찰, 기업인 상담, 관광
면담 시 주요 협의사항

- 농산물, 임산물, 수력 에너지 부문 협력
- 한국기업 파라과이 진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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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Ongpin, Roberto V. 필리핀 무역공업성 장관
방한, 1984.4.13-15

Roberto V. Ongpin 필리핀 무역공업성 장관은 수출금융 공여, 바나나 수입 등 한국의 필리핀
에 대한 경제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84.4.13.~15. 방한함.
1. 방한 경위
1981년부터 필리핀 정부는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 한국의 대북정책 관련 협력(ASEAN 유일의
북한 미수교국),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상품차관, 수출신용, POSCO 철강재
공급, 바나나 구상무역 등을 희망

- 한국 측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달
- 필리핀 측은 주한대사를 통해 실망을 표시하고 통상장관 회담을 통한 구체 지원내용 협의 희망(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Marcos 대통령을 지원할 실질적 방안 수립 지시)
Ongpin 무역공업성 장관은 1984.4.13.~15.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회의(Hobart Trade
Conference) 참석 기회에 양국 간 공식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현안을 협의할 것을 타진

- 한국 측은 이번 방한 시는 비공식 회담을 개최, 경제 현안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통상장관회담은 편리
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

2. 한·필리핀 통상장관 면담 요지
1984.4.13. 서울 개최
필리핀 측 요청 사항

- 연간 5천만 달러 규모의 철강재 공급을 위한 특별 수출신용 제공
- 필리핀산 바나나와 한국산 공산품 간 대응무역
한
 국 측 대응 내용

- 필리핀 국영제철소의 철강재 도입에 대해 (주)쌍용이 총 2,370만 달러 한도의 단기수출금융 지원
(필리핀 중앙은행 또는 외국은행 보증조건)
- 1984년 중 필리핀산 바나나 7천 톤 도입(한국산 공산품과 대응무역)
필
 리핀 측은 한국 측 제의에 수락의사 시사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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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3월 Marcos 필리핀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POSCO 공급 원자재의 연불
수출, 상품차관 공여(1억 달러 수준), 필리핀 상품 수입 계속 등을 요청

한·태국 구상무역 (제1단계) 19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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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84년 한국과 태국 간 한국산 비료와 태국산 타피오카의 구상무역 합의와 이행에 관한
내용임.
1. 1981년 한·태국 양국 정상의 교환방문 이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이 본격화되었으며, 1981.11월 방콕
에서 개최된 양국 간 농업장관 회의에서 한국산 비료와 태국산 농산물의 교역 증대가 합의됨.
1470

2. 1981.11월 태국 농업성 요청에 따른 양국 간 협의를 거쳐, 1982.2월 한국산 비료 175,000톤과 태국산
타피오카 칩 간의 동일가액 구상무역(1982~84년)에 관한 합의 공한이 교환됨.
3. 1982.3월 양국 간 제1차 구상무역 계약이 체결됨(해태상사 - 태국 농업성).
한국산 비료 5만 톤(1,020만 달러)과 태국산 타피오카 칩 8.8만 톤(1,155만 달러)
톤당 가격: 비료 203.75달러, 타피오카 93달러 이상

- 계약이행 완료 후 타피오카 칩의 평균 가격은 톤당 131.19달러

4. 1983.4월 양국 간 제2차 구상무역 계약이 체결됨.
한
 국산 비료 6만 톤(1,070만 달러)과 태국산 타피오카 10만 톤
톤당 가격: 비료 178.3달러, 타피오카 칩 100달러 이상

5. 2차 계약 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타피오카 칩 가격이 50% 가량 폭등(153 달러)하여 동 가격으로
계약된 10만 톤의 타피오카 칩 구입 시 한국산 비료 수출액보다 약 470만 달러가 많아짐에 따라 국내
주정업계 반발 및 정부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비난을 초래함.
6. 1983.6~7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교적 고려사항을 감안, 타피오카 칩 공급가격 인하, 타피
오카 칩 대신 주정 공급, 우선 최소한 물량 도입, 최종 도입 물량 축소 등의 대안을 태국 측과 협의하였
으며, 1983.7월 다음과 같은 계약이행 방안을 태국 측에 통보함.
타피오카 칩 10만 톤 중 3만 톤을 우선 도입, 잔여 7만 톤은 가격이 안정되는 10월 이후 도입
제2차 계약기간 중 발생할 가격 불균형은 제3차 계약 시 반영하여 일괄 조정

1984

7. 타피오카 칩 가격조정 문제와 관련 양국 간 이견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었으나, 1984.6월 제3차 구상
무역 계약이 체결됨.
한국산 비료 과수용 3만 톤(625만 달러) 및 벼농사용 3만 톤(547만 달러) 총 6만 톤과 태국산
타피오카 칩 10만 톤
톤당 가격: 비료 208.2달러 및 182.2달러, 타피오카 칩 100~1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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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과실(Fruits) 교역 분규문제,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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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는 1982.10월 한국산 배 및 복숭아에 대한 수입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비공식
경로를 통해 동 조치는 한국의 일부 업자들이 일본산 배를 대량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한 데 대한 제재
의 성격이라고 언급함.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 위장 수출 문제는 통관서류의 착오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수입정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983.3월 대만 측은 국내 농산물 과잉생산 상태에서 외국산 과일
이 수입되는 데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배에 대한 수입정지는 당분간 해
1472

제할 수 없다고 통보

2. 대만 정부는 1983.3월 한국 정부의 배 등 과일 금수조치 해제 요청에 대해 대만산 바나나, 팥, 양파 등
농산물 수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1983.4월 한국 정부는 1983.5월중 팥 1천 톤 구매를 결정하였으며, 바나나, 양파의
수입도 검토 중임을 대만 측에 통보
한국 정부는 1983.12월 1.8만 톤 이하의 바나나를 1984.4~6월 다음 조건으로 수입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한국산 배, 복숭아의 수입 중지가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대만 측에 통보

- 대만의 한국산 배 수입실적에 따라 대만산 바나나를 수입하며, 1983년산 배를 수입하지 않으면 바나
나는 수입 불가

3. 1984년 초 한국 정부는 배 성수기인 구정 전에 금수조치를 해제할 것을 대만 측에 요청하였으나,
배 수입 요건 미정을 이유로 대만 측의 금수조치 해제가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바나나 수입
도 지연됨.
4. 양국은 대만 측의 요청으로 1984.3.2.~3. 서울에서 과실류 교역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대립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함.
김동준 농수산부 2차관보, 반가성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부국장 참석
한국 측은 대만 측의 조치 지연으로 1983년산 배는 재고가 없으며, 대만 측이 1984년산 배를
1985.1~3월에 수입하면 1985.4월부터 대만산 바나나를 수입하겠다고 제의
대만 측은 이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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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국 홍삼 대중국 수출대리점 교체 문제,
1984

1.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1984.12. 대만 내 한국 홍삼 수출 대리점 신란이 롯데상사가 대리점 계약
위반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리점을 취소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주재국 여론 및 대만의 홍삼시
장으로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양사가 타협하여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신
 란은 1984~86년 홍삼 판매 대리권 계약을 하였으나, 롯데 측이 과다한 물량(9만5천 근)을
인수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1473

점 계약 취소가 불가피함을 설명함.
신란 측은 대리점 계약 후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제시 물량 인수를 거부
신란 측의 입장은 양사 간 대리점 계약 위반

- 롯데 측 offer 물량은 무조건 인수, 연간 15~17만 근 인수 의무
대만에 대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 교체 불가피

3. 외무부는 1984.12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주대만대사에게 통보함.
전매청 및 롯데상사에 의하면 대리점 취소는 장기간 협상 결과 신중히 내린 결론이며 대리점
취소 결정은 1984.11월 이미 신란에 통보
대리점 교체 문제는 수출입 업자 쌍방의 상업적 차원의 문제이나 원만한 해결을 롯데 측에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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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롯데상사에 원만한 타협을 통한 해결을 권유하였으나, 롯데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리

대중공 비료 수출, 19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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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상사(주)는 1979.9월 일본 미쓰비시 상사를 통해 중국(구 중공)에 요소 및 기타 비료를 수출(최대 5만
톤, 900만 달러 상당)을 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정부에 문의함.
원산지 표시 면제 및 제3국 국적선 사용

2. 반도상사(주)는 1980.1월 일본 미쓰비시 상사를 통한 중국에 대한 복합비료(DAP) 수출 신용장(1만 톤,
290만 달러 상당)이 개설되었다고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문의함.
1474

원산지 표시 면제 및 제3국 국적선 사용(3월중 선적)

3. 1980.2월 일본 후쿠오카 소재 일본 기업인은 한국산 비료 5만 톤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코자 한다
며 주후쿠오카총영사관에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함.
4. 1980.3월 정부는 특수지역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하고, 프랑스 소재 국제협력 유럽센터(CECI)가 제의한
중국산 철광석, 석유 수입 및 이에 대응한 중국의 한국산 비료 등 수입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나, 중국이 비료 등을 수입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한 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수립함.
1980.4월 CECI 방문단이 중국 방문을 통해 입장을 타진한바, 중국 측은 비료 수입에 관심을
표시하고 비료의 성분을 알려줄 것을 요청
1980.7월 정부는 한국 업체별 비료 생산량 및 비료 성분을 CECI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하였으
나 중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

5. 1984.1월 휴스턴 거주 교민의 대중국 비료 수출 의사 표명, 1984.4월 중국 화태 무역공사의 주홍콩총
영사관에 대한 한국산 비료 수입 관련 관심 표시, 1984.12월 뉴욕 거주 교포 실업인의 중국 방문 시 중
국 측과의 한국산 비료 및 농약 수출 상담 등 산발적 협의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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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대가봉 철도차량 수출, 1984

1. Tsibah 가봉 철도청장은 1984.3월 주가봉대사관을 통해 한국 철도청장의 5월 중 가봉 방문을 희망하는
초청장을 보내왔으며, 주가봉대사는 가봉 횡단철도 건설 참여 및 철도 차량 수출을 위해 동 초청
수락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최기덕 철도청장은 1984.5.22.~24. 가봉을 방문, Rawiri 제1 부수상, Obame 육운성 차관, Tsibah 철도
청장을 면담하고 철도 기술자 훈련, 한국 기술자 파견 등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가봉 횡단철도 건설

3. 철도청장의 가봉 방문 기회에 5.24. (주)쌍용과 가봉 철도청 간에 철도차량 판매 계약이 정식 체결됨.
계약 총액

- 4백만 달러(기관차 2, 화물차 62량 등 총 64량)
구매 방식

- 공급자 신용 방식에 의한 장기 연불 수출(10년, 연리 약 10%)
공급자

- 쌍용이 현대차량을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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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함.

대케냐 비료수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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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말 케냐에 대한 비료 수출을 둘러싸고 한국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
였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한국 업체의 케냐에 대한 비료 수출을 사전 조정하기로 함.
1. 업체 간 과당경쟁 내용
1984.12.1. 케냐 Farmers Association이 입찰한 DAP 8천 톤, 요소 7천 톤, 유안 8,680톤 등 비료
국제 입찰에 대해 한국비료공업협회 및 상공부는 선경과 대우가 공동 전략으로 응찰하도록 승인
1476

1984.12.5. 입찰 결과 발표에서 현대종합상사가 선경보다 낮은 가격으로 무단 응찰한 것이 밝혀
졌으며, 선경은 현대의 입찰 철회 및 제재를 요청

- 이에 대해 현대는 한국비료공업협회 회의 시 현대가 최저가에 맞추어 수의계약을 할 경우 이를 양해
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무단 응찰이 아니라고 주장
주케냐대사관의 무단입찰 사실 통보 및 경위 문의에 대해, 케냐 정부는 현대와의 계약이 수의
계약임을 밝히고, 현대와 선경에 대한 분할 계약 가능성을 문의

- 농사철 감안 비료공급이 시급하므로 부득이한 경우 제3국 비료 수입 가능성을 시사

2. 사전 조정 조치
주케냐대사는 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정을 건의한바, 1985.1월 상공부는
1984.12월 국제입찰 건과 관련하여 선경이 현대에 대한 무단 응찰에 따른 제재 요청을 철회
하고 양사가 케냐 시장에서 상호 협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전 조정
대책을 수립

- 추천 대상: 현대, 선경, 대우
- 조정 대상: 국제입찰 및 일반 상거래
- 조정 방법: 케냐 입찰청의 연간 구매 계획에 의거 3개사에 윤번제로 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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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프랑스 방위산업 협력, 1983-84

1. 주프랑스대사는 국방부 조달본부가 1983.1.20. 주재국 OFEMRA(항공장비수출공사) 측에 통보한
ALOUETTE III 헬기 부속품의 구매계약(약 250만 달러 상당) 취소조치에 대해 동사는 이미 LC가 개설되
어 계약품목 일부가 인도되었고 잔여분은 생산 중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는
국제관례에 전례가 없어 수락할 수 없으며, 한국 측이 계약취소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이 문제를
한국정부에 공식 제기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수령토록 설득 예정 입장임을 회신하여 왔으므로 동 내용을 1983.1.29. 주프랑스대사에게 통보

2. 주프랑스대사는 주재국의 Mitterrand 장군(프랑스 우주항공회사 사장)이 1983.5.5. 대사 앞 서신을 통
하여 한·프랑스 간에 협의 중인 방산 협력 사업에 관하여 한국 측이 호의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
하여 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인은 현 Mitterrand 대통령의 백씨로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왔음을 감안, 동인의 요청에 대한 호의적인 배려를 건의함.
프랑스 우주항공회사 측이 1983.5.3. 한국 해군에 제안한 방산협력 사업은 DAUPHIN 헬리콥터
10기, 대잠수함 장비 등 총 89.9백만 달러 규모
외무부의 본건 진전사항 회신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동 사업의 최종 확정은 해당군과 관련기
관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완료된 후 무기체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며 현재 검토 중임을
1983.6.10. 통보

3. 주프랑스대사는 OFEMA(프랑스 항공장비수출공사) 사장인 Fleury 장군이 1984.9.20. 대사를 방문, 방
산협력 관련 한국 해군 잠수함 건조에 관하여 최신 유도탄 장비를 포함 모든 신예 기술을 제공하는 등
최대의 성의를 갖고 교섭해 왔으나 최근 한국 국방부 측이 구두 통보로 잠수함 건조계획이 3년간 연기
되었다고 알려와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정적인 이유로 부득이 연기하는 것이라면
프랑스가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검토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4.9.28. 국방부는 본건에 대해 프랑스 측에 구두 통보한 국방부 인사와 동 경위 등을 외무부에
문의하여 왔으며, 외무부는 이를 확인 보고하도록 주프랑스대사에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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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본건 국방부 조달본부에 문의한바, 구매계약 취소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취소협의
를 요청한 것이며, 프랑스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종 수요자인 해군 측에 신용장대로 부품

한국의 대이집트 군수품 수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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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카이로총영사는 주재국 국방조달기구인 NSPO의 Radwan 소장이 1983.12.27. 공한으로 RORO
선박 2척 구입관련 한국의 적격 조선업체의 추천을 의뢰하여 왔으므로 지금까지 예비접촉을 해온
현대중공업을 공관 명의로 추천해도 좋은지 1983.12.31. 외무부에 문의함.
NSPO 선박 구매단 일행 5명은 1984.5.20. 한국으로 향발한바, 동 일행은 2주간 일정으로 방한
하여 한국의 조선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대와 현대 이외의 조선소 시찰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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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집트 국방성 측은 1984.5.8. 주카이로총영사관에 M603A형 탱크에 탑재된 구경 105밀리용 CONVENTIOAL
HIGH EXPLOSIVES 5만 발 및 155밀리 SELF-PROPELLED GUN용 300 COPLETE ROUND 등 탄약의 수출 가
능여부와 대금결제 조건에 관한 오퍼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산 미사일 보트의 외국 수출 실례와 한국산 M1
탱크에 관한 자료, 한국산 방산물자를 소개하는 종합 브로슈어 제출을 요청함.
주카이로총영사는 북한과 군사협력 면에서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 군부가 한국 공관
에 최초로 공식접촉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 이집트 측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것을 외무부
에 건의
외무부는 105밀리 전차 고폭탄은 국내 생산이 가능하나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에
서 최종사용자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국내 관련업체로 하여금 오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기타 탄약류는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이집트 주재 한국 상사와
직접 접촉토록 국방성 측에 적의 통보할 것을 1984.5.26. 주카이로총영사관에 지시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84.6.6. 주재국 국방성 측에 본부 지시내용을 설명한바, 전차 고폭탄의
financing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여, 분단국인 한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때문에 제약이 많은
점에 대해 이해를 요청하면서 개도국인 한국으로서는 선진국 수준의 financing 조건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백히 한 후, 이집트 정부 차원의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일단
한국 관련업체가 상담에 응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다고 언급
1984.10.2. 이집트 국방성 측은 주카이로총영사관 부총영사를 초치, 지난 6월 초 한국 측의
한국형 전차에 대한 설명이 극히 초보적이므로 상세한 data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1984.10.29. 외무부는 국방부가 한국형 전차는 초기 생산단계로 현 시점에서 만족할 만한 상세자료
제공이 적당치 않다는 입장임을 이집트 측에 설명할 것을 주카이로총영사관에 훈령

3. 본 문건에는 상기 관련 이외에 이집트의 군복구입 및 합작생산 제의 등 방산품 관련 전문 및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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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대케냐 군수품 수출, 1983-84

1. 1983.12월 주케냐대사는 케냐 대통령실 Tipis 국무상이 군수품 구매를 위한 군수조달 책임자의 방한을
위한 초청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하여 이를 수락해
줄 것을 건의함.
2. 이에 대해 국방부는 케냐의 무기체계가 상이하여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의견이었으나, 외무부는 양국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 및 Tipis 국무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1984.2월 주케냐 대사 명의의 초청장을

3. 1984.3월 케냐 대통령실 Muliro 국방담당 차관은 자신이 2명의 군수조달 고위 책임자와 미국인 군수
조달 중개상을 대동하고 1984.4월말 방한할 예정이라고 주케냐대사에게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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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함.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V.1 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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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정부는 1984.2월 한·미 경제협의회, 1984.3. 한·미 상공장관 회담 시 한국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1984.5.21. 주한 미국대사관은 외무부에 7~8월경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한 양국 간 실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함.
2. 이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요청에 대해, 관련 부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 실무회의 조기 개최
에 반대함.
1480

국내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실무회의를 열면 미국의 압력을 초래하므로
국내법 개정 시안이 확정된 후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하자는 의견(문공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신중한 검토 및 대처가 필요(과기처)
컬
 러TV, 소 도입 문제 등 한·미 경제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 회의 개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외무부 미주국)

3.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 국내법 개정 과정 중이라는 이유로 실무회의 개최를 연기하였으며,
1984.8월 해외협력위원회 주관으로 실무전략회의를 거쳐,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분야별 Task
Force를 구성하고, 저작권에 대해 10월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4. Cleveland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1984.9.11.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를 방문, 국회 계류 중인 저작
권법 개정안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등 실질적 보호규정이 없는 데 대해 미 업계의 반발이 심하며,
미 업계가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양국 간 실무협의 개최를 희망함.
윤 차관보는 관계부처 간 사전 대책회의 결과를 토대로, 문공부는 1988년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 가입을 전제로 1986년까지 국내 저작권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고, 미측이 실무협의 논
의사항을 문서로 수교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 회의에 응하겠다고 대응
이에 대해, 미측은 한국 정부의 1988년 조약가입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

5. 1984.9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측이 3~4명으로 구성되는 저작권 실무팀을 10.25.~26. 파견하여 협의
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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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V.2 84.10-12

1. 미국 정부의 저작권 관계 실무협의 개최 요구와 관련, 정부는 1984.10~11월 해외협력위 주관으로 4차
례의 실무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검토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 실무협의는 가급적 11월 말 이후로 연기
컴
 퓨터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칩 보호는 세계적 합의가 없으므로 WIPO 등 국제적 논의 동향에
따라 대처하고, 사전 대책 없는 국제조약 가입에 반대한다는 관계부처의 입장을 감안하여, 한·
미 협의에서는 미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데 주력

협의가 지연되는 데 대한 미 업계의 압력이 지대하므로 10월 중 협의를 원하며, 저작권 보호 문제는
한·미 간 현안인 GSP 수혜 연장문제에 관한 의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
외무부는 국내 사정을 설명하고 11월 중순 이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

3. 외국인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경제부처 장관회의가 1984.11.22. 개최되어 저작권에 대해 1988년
이전에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데 합의함.
저작권 관련, 문공부는 보호시점을 가급적 지연시키기를 희망하였으나, 상공부는 국제적 합의가
없는 소프트웨어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호시기를 지연시킬 이유
가 없다고 언급

4.한·미 양국 간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가 1984.11.29. 서울(외무부)에서 개최됨.
한국 측 6개 부처 과장 및 실무자, 미측 국무성, 상무성, USTR, 의회 실무자 8명 참석
미
 측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미측은 첫 단계 회의임을 강조

- 미측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방식 보호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저작권 보호가 양국 통상, 기술
및 자본 협력의 중대한 고려 요소임을 강조
한국 측은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실태 및 외국인 저작권 보호 계획 설명

- 1988 국제협약 가입을 목표로 가입 이전에도 대통령령을 통한 보호의지 천명
-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에 대한 보호는 국제적 합의가 없으므로 WIPO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주시하
며 신중 대응 방침임을 설명
3차원적 재생산물(E.T. 인형 등) 보호, 저작재산권의 제한, 강제사용, 번역권의 소멸 등 여타
미측 관심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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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측은 1984.10월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무부 접촉, 미국 국무성의 주미대사관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V.3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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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법 개정 방향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1984.11.29.~30. 한국과 미국 간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준비과정에서 작성된 회의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저작권 관계 제3차 대외경제전략회의 자료(해외협력위원회)
1482

2. 지적소유권 관련 자료(1984.11.15. 작성)
3. 한·미 저작권 실무회의 의제에 대한 당부입장(문화공보부)
4. 지적소유권 관련자료(1984.11월 해외협력위원회 투자1담당관실)
5. 지적소유권에 관한 정책방향(안)(1984.11월 해외협력위원회)
6.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미국의 통상관세법 조항
7. 한·미 저작권 실무회의 대처방안(안)(1984.11.23. 해외협력위원회)
8. 한·미 저작권 실무회의 대처방안(1984.11.28. 해외협력위원회)
9. 제1차 한·미간 저작권관계실무자회의 관련, 의제별 저작권법 관련조항(1984.11.28.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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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중공산 석탄 수입, 1981-84

1981~84년 중국(구 중공)산 석탄 수입과 관련한 내용임.
1. 1981년
1981.3월 홍콩 화창공사는 광동산 무연탄을 5년간 매년 20만 톤 수출할 수 있다고 제의하였으
나, 정부는 열량 저질, 휘발성 과다 등의 이유로 수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
1981.4월 정부는 외국 무연탄 구매협의체 회의를 갖고, 수입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중국에
대한 구매처를 코오롱, 효성, 삼성 등 3개사로 지정하되 석탄공사가 직접 교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1981.5월 현대종합상사 홍콩지점은 주홍콩총영사관에 Won Jin International사의 중국산 무연탄
10만 톤 상담 현황에 대한 확인을 요청
1981.12월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홍콩계 캐나다인 Kwong의 중국산 무연탄 장기 공급 제의를
보고한바, 정부는 기존 방침에 따라 3개 지정회사를 통하여 상담을 진행할 것을 요청

2. 1982년
1982.3월 주호주대사는 중국계 상인의 중국산 소금 및 석탄 공급 제의를 보고한바, 정부는 소금은
품질 및 가격이 부적당하며 석탄은 추가 수입이 불요하다고 회신

3. 1983~84년
1983.12월 주홍콩총영사는 홍콩 화창공사 사장이 서울 아시아 청소년 농구대회 중국 참가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국 석탄공사의 중국산 석탄 1~5만 톤 수입과 중국 해남도산 철광석 장기 수
입계약을 제의하였다고 보고

- 이에 대해, 정부는 석탄 구입 계획은 없으며, 철광석의 경우 포철이 쌍용 및 코오롱을 통해 화태공사
와 상담 중이라고 회신
1984.3월 미국 McCall사는 미국산 무연탄 25만 톤 공급 계약 잔량 12만 톤 중 4만 톤을 중국산
으로 변경 공급할 것을 제의한바, 정부는 이에 동의
1984.3월 삼성물산은 중국 심천에서 중국 국영 석탄수출입 공사 총재 등과 직접 석탄 무역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상공부에 보고
1984.6월 중국 국영 석탄수출입 공사가 5개의 한국 업체와 유연탄 수출 상담을 갖는 등 업계
과당경쟁 양상이 빚어짐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중국 유연탄 수입을 1~3개 대형
상사에 한정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상담을 추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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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결정

인도산 중고선박 수입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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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조선공업협회는 1983.11.11.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한조선공사 등이 인도 업체에서 수주한
선박 9척이 인도 정부의 선박 구입 승인 지연으로 계약 발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 정부에 대한 교섭을 외무부에 요청함.
1983.11월~1984.1월 주인도대사관의 선박 수입 승인요청에 대해 인도 정부는 9척 중 3척은
승인하였으나, 해운산업의 불황으로 추가 수입에 대한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1484

2. 인도 외무성은 1984.1.19. 한국 선박(대한조선공사 건조분) 구입 발주회사 중의 하나인 Great Eastern
사가 1983.11월 한라해운과 체결한 중고선박 수출계약(벌크선 1척, 300만 달러 상당)이 한국 정부의
승인 거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한조선공사 선박 수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한라해운에
대한 중고선박 수입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인도대사대리에게 요망함.
3. 정부는 1984.2월 선박 수출 지원을 위해 인도 중고선박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국내 해운산
업 합리화 과정에서 한라해운을 인수한 현대상선은 1984.5.23. 동 선박의 수입 불가 입장을 표명함.
현
 대상선은 해운합리화에 의해 원양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동 선박 제원에 적정한 투입항로가
없고, 동 중고선이 노후 선박인 관계로 경쟁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도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

4. 상기 이후, 대우조선의 벌크선 8척 수출 상담 등 선박 수출지원을 위해 정부는 주인도대사관을 통해
교섭하였으나, 인도 정부는 중고선박 수출을 통한 무역역조 시정 문제가 우선이며 수입 계약 불이행
시 한국 기업의 선박 및 해상구조물 수주를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함.
5. 해외협력위원회는 1984.7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인도산 중고선박 도입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함.
기본적으로 민간 선사 간 자율적 합의하에 해결
인도의 외교·통상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 인도 측의 보복조치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공부에서 가능한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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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아일란드산 육류 정책 수입, 1983-84

1. 주영국 아일랜드대사관은 1983.1월 중동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아일랜드산 육류 공급 전망을 조사하기
위해 Irish Export Board 직원들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임을 주영국대사관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함.
이와 관련, 1983.4월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당시 진행 중인 사우디 주재 식품 납품업체와
아일랜드 육류 수출업자 간의 상담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하는지를 정부에 문의하였으며, 주영
국대사는 상담이 성사되면 아일랜드와의 수교를 위한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
을 제시

체를 지원하는 것은 독점, 가격 조작 등의 우려가 있으나, 건설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교적 배려에서
아일랜드산 육류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고 보고함.
3. 주사우디대사는 1984.1월 사우디 주재 수입상사가 1차로 1983.8월 아일랜드산 육류 62,100달러(23
톤)를 수입하였으며, 한국 업체들의 반응이 좋아 동 수입상사가 앞으로 연간 480~6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148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사우디대사는 1983.7월 사우디 진출 업체별 육류 소비 현황을 보고하면서, 육류 공급 관련 특정업

요르단산 인광석 정책 수입,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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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요르단산 인광석 수입과 관련한 한국과 요르단 간 협의내용임.
1. 요르단 암만 시장(요르단 인광석 회사 회장 겸임) Abdul-rauf Rawabdeh 및 요르단 인광석 회사 사장
Wasef Azar는 1984.2월 및 1984.3월 각각 방한하여 한국의 인광석 수입회사들과 상담을 진행함.
2. Azar 사장은 1984.5월 주요르단대사 면담에서 자신의 3월 방한 시 남해, 영남, 진해화학과 접촉하여
1486

인광석 수출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고 하면서 요르단산 수입이 미국산 수입보다 유리하므로 최
종계약이 성립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3. Anani 요르단 상공장관은 1984.11월 주요르단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요르단 혼성위에서 합의된
대로 한국이 1984~87년 요르단산 인광석 15만 톤을 매년 수입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 회사들이
수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행을 촉구함.
4. 1984.12월 주요르단대사는 1984년도 미도입분 58,500톤 중 38,500톤(남해화학)은 선적 예정이며,
20,000톤(진해화학)은 공급가격 협의 중이라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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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태국산 찹쌀 도입, 1980-84

1. 농수산부는 1980.3월 관수용으로 태국산 찹쌀 1만 톤 도입을 위해 태국 Chaiyaporn Rice사와 구매계
약을 체결하였으나, 태국 정부는 계약 수출가가 정부 고시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수출허가를 지연
시킴.
주태국대사관을 통한 수차례 교섭 끝에 1980.4월 태국 상무성으로부터 계약 승인 의사를 접수

2. 1981년 외국산 쌀 확보 대책과 관련, 정부는 일본산 현미 15만 톤 구매를 일본 정부와 합의하였으나,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이해당사국 협의과정에서 태국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현미 구매에 반대함에
태국 정부는 일본산 현미 도입이 장기 상환 조건 등 정상적 상거래가 아니므로 반대하는 것이
라고 하고 태국산 쌀 및 찹쌀의 추가 도입과 한국이 태국에서 구매하는 쌀의 가격 인상을 요구

3. 주한 태국대사는 1983.12월 외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의 징표로서 찹쌀 도입을 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함.
4. 주한 태국대사는 1984.4월 상공차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대일 미곡 현물상환과 관련, 저렴한 태국산
쌀을 공급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따라 정부는 태국 정부에 이의 철회를 요청함.

1487

터키산 엽연초 정책 수입,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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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터키대사관은 1983.1월 외무부에 대해, 전년도 Evren 터키 대통령 방한 및 한·터키 합동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터키산 엽연초 수입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하고 1983년도 수입량 증량을 희망함.
2. 주한 터키대사는 1984.2월 전매청장을 방문, 터키산 엽연초 수입량을 현재 1,600톤에서 2,100톤 이상
으로 증량해 줄 것을 요청함.
1488

한국 측은 국내 재고 과다로 증량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수입량을 감소시켜야 할 실정이라고
설명

3. 터키 외무성은 1984.3월 주터키대사관에 대해 터키산 엽연초 수입 중단 가능성과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외무부 제2차관보는 전매청장과 협의 후 외교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1984년 하반기에 적절한 규모로 수입할 것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전매청의 입장을 주한 터키
대사관에 전달함.
4. 전매청은 엽연초 재고 과다 문제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 등을 이유로 터키산 엽연초 수입 불가 입장
을 계속하였으나, 1984.5월 터키 외무성이 주터키대사관에 대해 터키 정부의 고위층 지시임을 언급
하며 엽연초 수입을 요청하고, 주한 터키대사도 외무차관에게 동일한 요청을 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해외협력위원회에 동건 관련 조정을 요청함.
5. 정부는 1984.5월 해외협력위원회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터키산 엽연초 1,000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1984.6월 이를 주한 터키대사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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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소련산 원목 도입, 1980-84

1. 핀란드 무역회사 Themesto사 관계자는 1980.10월 주핀란드대사에게 소련 원목 판매 중개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대소 원목도입 창구 이원화에 우려하는 관련부처의 의견에 따라 추진을 보류함.
2. 동해펄프(주)는 1980.10~11월 소련산 펄프용 목재 수입을 위해, 상공부와 협의를 거쳐 함부르크 소재
동구권 교역 전문상사를 통해 offer를 제시하였으나 관련부처의 소극적 의견에 따라 추진이 보류됨.

원목 수입은 대공산권 관계 개선 차원에서 적극 권장사항이므로 가급적 직접 수입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을 요청하는 입장을 회신함.
4. 북양재가 남양재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국내업체 간 북양재 수입을 둘러싼 과당경쟁과 정부 허가 없는
상거래 등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982.9월 특수지 교역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5. 외무부는 1982.11월 북양재 도입과 관련, 다음과 같은 의견을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대소련 교역방침
수립에 참고해 줄 것을 요청함.
제3국 중개상을 피하고 국내 항구로 직접 수송하는 직접거래 방식 권장
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목재를 자동수입승인 품목에서 수입추천 품목으로 변경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대외 노출 방지

6. 1984.12월 유창기업의 소련산 원목 간접 수입 승인신청에 대해 외무부는 기 설정된 국제상사와 소련
무역기관 간 관계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상공부에 회신함.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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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성산업의 1981.7월 북양재 원목 수입 신청과 관련한 산림청의 의견 문의에 대해 외무부는 소련산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V.1 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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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검찰은 1984.5.4. 소 수출업자 Don Rose와 동인이 고용한 수의사 Walter Love를 1983년 한국에
수출한 소의 브루셀라병 관련 혈액검사 기록과 건강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함.
수의사 Love는 검찰 수사에서 유죄임을 시인
1983년 한국이 도입한 미국 소는 29,000두이며, 그중 3,300두가 폐사하였으며(46두는 브루셀
라병이 원인), 국내 축산 관련 기관들은 미국에 대한 보상요구 등을 거론

1490

2.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사건에 대한 해명 및 재발방지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하는 한편, 동
사건이 한·미 양국 관계에 관한 국민 여론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사안의 공개적 확대 방지
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한국 정부의 의도와 다른 상황이 전개됨.
1984.6월 담당 검사 Aiken은 수사 도중 Rose가 1982.9월에도 한국 축협이 파견한 검수원을
총기로 협박하여 강제로 검수증에 서명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기 협박 혐의를 추가하겠다
는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에 관련 증인 파견 및 본인의 방한 조사를 요청
주미대사관 주도로 한국 측은 미국 정부의 해명 서한을 요구한바, 양측 간 협의 과정에서
동 서한이 미 농무장관 명의의 서한으로 격상되고 양측 간에 서한의 내용에 관한 협의가 진행

- 1984.7.27. Brock 농무장관의 해명서한 접수

3. 한국 정부는 1984.6월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 및 주한 미국대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대응
하기로 결정함.
동 사건은 한국이 피해자이나, 악용될 경우 한·미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
므로 가급적 조용히 처리하며, 특히 총기 협박사건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
검역 부정사건과 총기 협박사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도록 담당 검사에 요청
한국 측 증인 파견은 양국 간 사법공조 협정 부재 상태에서 나쁜 선례가 되므로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요구에 대응

4. 주한 미국대사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미측은 총기 협박 사건은 Rose에 대한 기소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검사의 의견이고 결국 총기 협박 사건이 언론에 공개될 것이므로 미리 한국 언론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함.
1984.7월 미 국무부 및 주한 미국대사관은 Aiken 검사가 총기 협박 혐의는 적용치 않을 의사임을
한국 정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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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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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V.2 8-11월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육우에 대한 미국 내 검역 부정사건의 규명 및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임.
1. 1984.8. 한국 정부는 수차례 대책회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Aiken 검사의 방한 및 증언 청취를 허용하
되 1982년 총기 협박사건에 대한 거론은 원치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 정부에 전달함.
Aiken 검사는 Dan Rose의 변호사와 함께 1984.9.2. 방한, Rose가 공급한 소의 폐사 상황 및
원인에 관해 서울 및 인천 검역소장의 증언 영상을 채록

을 이유로 44개 기소 혐의 중 40개 항목은 무죄 평결하고, 4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함.
Aiken 검사는 4개 미합의 항목에 대한 재심을 요청

3. 1984.10.29.~11.2. 동 사건에 대한 2차 재판 결과, 배심원은 4개 미합의 항목 관련 Rose에 대해 무죄를
평결함.
주
 시카고총영사는 대부분이 농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정부가 농민들을 괴롭히기 위해 Rose를
기소하였다는 Rose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분석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984.9.17.~27. 검역 부정사건 재판 결과, 배심원들은 검찰 측 증인인 Walter Love가 알코올 중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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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초콜릿 수입 개방 요구, 1984-85

| 84-1308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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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4-95 / 9 / 1~162(162p)

1. 1984년부터 실시된 한국 정부의 초콜릿 제품 수입자유화 조치, 이와 관련한 수입감시품목 지정 및
관세율 조정과 관련, 미국 의회 인사들은 관세율 인하 및 수입감시품목 제외를 요구함.
한국 정부는 1983년 말 초콜릿 제품에 대해 1984~88년 관세율을 종전 60%에서 50~3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985년 하반기로 예정된 수입자유화 시기를 1984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대신 수입감시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결정

1492

1984.2~3월 Percy 상원의원, Heinz 상원의원, Rostenkowski 하원의원 등은 재무부 장관 앞 서
한을 통해 초콜릿 제품에 대한 관세를 70%로 인상한다는 소문에 우려를 표시하고, 관세의 인하
와 수입감시 품목 제외를 요청
1984.3월 미 국무성 Albrecht 부차관보는 주미대사관 공사에게 관세가 인상될 경우 GSP 수혜
연장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
1984.3월 한국 정부는 재무부 장관의 회신을 통해, 관세인하 계획을 수정하기 어려우며 다음
관세율 조정 기회에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

2. Glenn 상원의원은 1984.6월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초콜릿 제품을 수입감시 품목에서 자동수
입승인 품목으로 전환하고 1984년 말까지 관세율을 30%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감시 품목 제도는 수입량 감시 목적이므로 수입제한 조치가 아니며,
관세율 조정 기본계획에 따라 1984년 관세율을 30%로 인하하기 어려우나 향후 조정 시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상공부 장관 명의의 회신을 전달

3. 미 초콜릿 제조협회는 1985.6월 관세율을 1986년 이전 20%, 1988년 7%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
였으며, 미 의회 Packwood 상원 재무위원장 등 21명의 상원의원은 경제기획원 장관 앞 연명 서한,
Glenn 상원의원은 상공부 장관 앞 서한을 통해 관세인하와 수입감시 품목 제외를 요청함.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감시제도는 수입제한 목적이 아니며, 한국 초콜릿 업계 사정상 급작스러운
관세 인하는 어렵다는 취지의 서한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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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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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삼성중공업의 호주내 선박 수주문제, 1984

1. 1984.6월 호주 BHP(Broken Hill Propriety)사의 선박 발주에 입찰한 삼성중공업은 22만 톤 규모의 벌크
선 1척(수주가 4,500만 달러)을 수주하고 가계약을 체결함(일본 IHI는 14.7만 톤급 2척 수주).
협상과정에서 BHP는 거래선인 포항제철이 호주로부터 구입하는 석탄 연 100만 톤을 3년간
삼성중공업이 건조할 벌크선으로 수송한다는 용선의사를 약속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계부처 및 포항제철과 협의한 후 구두약속을 BHP에 전달

2. 이와 관련, BHP는 석탄 운송계약 서명 후에 선박 발주 계약에 서명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해운항
가능하며 용선 보장을 줄 경우 국내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운송계약 체결에 반대함.
3. 1984.7월 BHP는 운송계약 불가시 삼성중공업 수주 분을 일본 회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으며,
외무부는 해외협력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함.
4. 1984.7월 해외협력위원회는 2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중공업의 선박 건조(1986.6월) 후 3년간
연 100만 톤의 포항제철용 석탄을 동 선박으로 수송하되, 철광석도 합의 물량에 포함하며 1986년에는
국적선 수송물량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는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함.
외
 무부, 상공부, 해협위 등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손익이나, 한·호주 양국 간 경제관계 및 무역
역조 시정 등을 위해 선박 수주를 위한 용선계약에 찬성하였으나, 교통부 및 해운항만청은 국내법
규정에 따른 국적선 보호 필요성, 업계의 반발, 선례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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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청은 국내 해운산업 합리화 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철원료 등 지정화물은 국적선에 한해 수송

네덜란드 KLM 항공기의 서울 취항문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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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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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9월 Smith-Kroes 네덜란드 교통상은 KLM의 한국 여객노선 취항 기념행사차 1984.10월 방한하
기 위해 초청장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통부는 양국 간 항공협정에 의거 양국 지정 항공사
간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초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정부는 가급적 예정 취항일인 10.31. 이전까지 항공사 간 협의를 완료하기를 종용하였으나,
대한항공은 서울-암스테르담 항로의 수요 부족으로 소형 여객기 취항, 중간 기착지 포함을
통한 공급량 축소, 취항시기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
1494

2. 1984.10월 네덜란드 측은 양국 간 항공협정에 따라 지정 항공사 간 협의가 개시만 되면 취항을 허가
할 수 있으므로 10.31. 취항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Smith-Kroes 교통상은 주
네덜란드대사관에 10.31. 취항 항공기 편으로 방한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한국 정부가
동인의 방한을 환영하는지를 문의함.
3. 정부는 1984.10.22. B747 콤비 기종의 암스테르담-서울 구간 주 1회 운항을 승인함.
네덜란드 교통상은 방한하지 않았으나, 추후 방한을 희망

| 84-1311 |

생산연도

1975-1983

생 산 과

조약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4-95 / 12 / 1~173(173p)

1984

한·필리핀 항공협력, 1975-1983

1. 정부는 1975.2월 대한항공의 요청으로 5.1. 취항을 목표로 서울-마닐라 간 항로 개설을 필리핀 정부에
요청함.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항공기 부족으로 인해 취항 시기를 늦추었으며 필리핀 항공도 대한항공
의 주 4회 취항에 불만을 표시하여 항로 개설이 지연되다가 1984.6.15. 필리핀 정부의 취항허가
로 7.1. 항로가 개설

2. 필리핀 정부는 1976.4월 대한항공의 취항 횟수를 주 2회로 축소해 달라는 필리핀 항공의 요청과 관련,

3. 한국 정부는 1976.5월 필리핀 정부에 마닐라를 중간 기착지로 바레인-젯다-취리히를 포함하는 이원권
을 허용하는 항공협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함.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1976.10월 양국 간 항공협정을 개정하지 않고 민간항공위원회가 대한
항공의 이원 운항신청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원권을 허가

- 단, 대한항공과 필리핀 항공 간의 쌍무협정 체결 및 필리핀 항공의 바레인, 사우디 취항 시 자동 취소 조건

4. 대한항공은 필리핀 항공과 1981.8월 약정을 체결하고 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이원권을 행사해 왔으
나, 필리핀 정부는 1982.7월부터 필리핀 항공이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취항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
한항공의 중동에 대한 이원권 취소 방침을 정함.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주필리핀대사관의 필리핀 정부 접촉(마르코스 대통령 접촉 포함),
외무부의 주한 필리핀대사 접촉, 교통부의 필리핀 관계장관 및 항공국장에 대한 서한 발송 등을
통해 교섭하였으나, 1982.8.10. 필리핀 각의는 이원권 취소를 결정

5. 1982.11월 필리핀 항공은 1983.3.2.부터 한국에 취항코자 운항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83.2월 양국
항공사 간 운송력 및 횟수에 관한 의견차이로 합의되지 못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1983.3~5월 잠정운
항 허가를 거쳐, 1983.4.30. 주 1회, DC10기의 서울-마닐라 간 정기 여객선 운항을 허가함.
6. 필리핀 언론은 1983.8월 필리핀 항공의 한국 내 대리점인 서진항공이 대한항공에 의해 업무방해와
불공정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대한항공의 운항 횟수를 주 3회에서 1회로 축소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요구함.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보도의 부정확성을 필리핀 정부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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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반대함.

Rawiri, George 가봉 제1부수상 겸 교통장관
방한, 1984.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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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2.10월 전두환 대통령 가봉 방문 시 합의된 가봉 횡단철도 참여 문제 협의를 위해 George
Rawiri 제1부수상 겸 교통장관과 Charles Tsibah 철도청장을 각각 건설부 장관 및 철도청장 명의로 방
한 초청함.
Tsibah 철도청장은 1983.6월 방한하여, 철도청장 면담과 중앙통제사령실, 서울 공작창, 철도병원
등을 시찰하고 양국 간 철도 관련 협력문제에 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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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iri 교통장관은 10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1983.11월 방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방한
희망시기를 수차례 변경한 끝에 1984.2월 방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2. George Rawiri 가봉 제1부수상 겸 교통장관 방한 결과
방한 기간

- 1984.2.28.~3.2.
수행원

- 제1부수상실 고문, 육운성 총국장, 경제성 총국장, 대외무역센터 소장, 철도청장 등 13명 수행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봉고 대통령 친서 전달)
- 건설부 장관, 교통부 장관, 외무부 장관, 새마을운동 본부장, 대한상의 회장 등 면담
- 산업시찰, 공동성명 발표(건설부장관 면담 시)
주요 협의내용

- 가봉 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한국 참여 문제
- 가봉 철도청의 한국산 철도 자재 구매 문제(화차, 기관차 등 총 550만 달러 구매 협의)
- 메캄보 철도회사에 대한 한국의 자본 참여 문제
- 한국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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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M. H. MOHAMED 스리랑카 교통·통신장관
방한, 1984.2.27-3.5

1. 주 스리랑카대사는 1983.2.16. 주재국 M. H. Mohamed 교통통신장관이 방한을 희망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장관의 방한을 통하여 한국의 철도 차량 및 기자재의 대스리랑카 진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한 초청의 검토를 건의함.
2. 정부는 1983.6.9. 교통부 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Mohamed 장관에게 송부한바, 동 장관은 수차례
일정 조정을 거쳐 1984.2.27.~3.5. 방한함(여비 및 체재비 현대차량 부담).

철도청장, 한국이슬람연합회장 면담
현
 대차량,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등 시찰
경주, 민속촌 관광

3. Mohamed 장관은 방한 후 1984.3.21. 주스리랑카대사 면담 시 철도 분야에서의 제반시설 및 자재조달을
한국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구매업무 담당 기술진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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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비서관, 교통부 차관 수행
대
 통령, 문공부 장관, 상공부 장관, 교통부 장관 예방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SITRA ’
84)
1984.9.1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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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9.18.~10.2. 개최되는 서울 국제무역박람회(SITRA ’
84) 관련 내용임.
1. 정부는 1983.7.20. 상공부 차관 주재로 SITR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 기본계획에 의거
부처별 업무분장을 논의함.
외무부는 해당 재외공관에 외국 참가 업체 통보, 외국어 소개 브로슈어 제작, 유치 대상국 및
업체 선정 시 재외공관 협의 등의 의견을 제시
1498

2. 외무부는 1983년 중 재외공관, 주한 외교단 등에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참가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재외공관 의견에 따라 주최부서인 KOTRA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에티오피아에 대한 항공료, 전시 임차료 등 지원
헝
 가리 ARTEX사(무역공단)에 대한 동구권 무역업체에 부여키로 한 특혜 제공
덴마크 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한 정부 관계인사 면담 주선
라
 이베리아 상공장관 방한 항공권 송부
헝가리, 체코 등 동구권 국가 참가 문제

- 중국(구 중공), 불가리아는 참관단 파견

3. SITRA ’
84 개요
1984.9.18.~10.17. 개최(해외 참가업체: 10.2.까지)
KOEX 및 인근 부지 총 6만 평
주제: 교역 확대를 통한 평화와 번영
주최: KOTRA
국내 638개 업체, 해외 45개국 390개 업체 참가
상담 추진 목표: 20억 달러(수출 15억, 수입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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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Cairo(이집트) 국제박람회 참가, 1984.3.10-23

한국은 1984.3.10.~23.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금진호
상공장관이 이집트를 방문함.
1. 카이로 국제박람회 참가 경위
한국 정부는 대이집트 관계개선 및 북아프리카 시장개척을 위해 카이로 박람회 참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방해 활동으로 1976년 이후 참가하지 못한 상황

- 1975년에는 최종 단계에서 무바락 대통령의 반대로 참가 실패

사관 건의에 따라, 대이집트 수교기반 조성, 수출증대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토록 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
1983.12월 외무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전시장 규모, 참가업체, 전시품목, 예산문
제 등을 협의
1983.12월 외무부는 상공부의 요청으로 총 예산 3.5억 원 중 독립관 건설부지 임차료 3만 달러
를 지원하기로 결정

2. 카이로 국제박람회 한국 참가 내역
전시장 규모: 875평방미터(독립관 신축 400, 중장비 전시장 200, 기타 275 평방미터)
참
 가업체: 11개 대기업
출품품목: 전자, 통신 기자재, 운송기계, 건설장비, 공작기계, 인쇄기계, 섬유기계, 농업기계,
건축자재, 섬유제품,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등

3. 상공장관 이집트 방문
1984.1월 외무부는 주카이로총영사의 건의에 따라 박람회 기간 중 한국의 날 행사 주관, 대이집
트 수교기반 조성 등을 위해 상공장관이 이집트를 방문할 것을 요청
금진호 상공장관은 1984.3.20.~23. 카이로를 방문, 양국 간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수상,
외상, 경제무역상, 광공업상, 기획상, 투자·국제협력상을 면담하였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무바락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
주요 인사 면담 시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측은 조기 수교를 촉구하고, 평화 통일 방안 설명
- 이집트 측은 자유무역지대 합작투자 및 한국 투자조사단 파견 요청,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관심
표명, 건설 분야 제3국 합작 진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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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박람회 참가 신청에 대해, 1983.12월 이집트 외무성은 북한의
1983.9월 주카이로총영사관의 ’
참가 철회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참가를 승인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카이로총영

Karachi(파키스탄) 국제박람회 참가,
1984.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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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카라치총영사관은 1984.4월 파키스탄 상공회의소 연합회의 요청에 의거하여, 한국의 카라치 박람
회 참가 및 국제관 1개 동(1069평방미터) 규모의 독립관 확보를 외무부에 건의함.
당초 KOTRA는 연간 박람회 참가 계획 미포함을 이유로 참가에 소극적이다가 추후 500평방미
터 규모의 전시장 설치 계획을 수립
1984.5월 정부는 KOTRA와 협의, 예산 사정 및 업계 호응도를 고려하여 500평방미터 규모의
참가를 결정
1500

2. 박람회 개요
1984.9.1.~23. 개최
1984.9.1. 한국관 개관 기념 리셉션 개최

- 친선협회 위원, 경제협력위 위원, 언론인, 실업인 등 참석
한국관 성과

- 계약 추진: 22.4백만 달러
- 계약: 2.7백만 달러
- 관람객: 4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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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iana(미국) 세계박람회 (EXPO ’
84)
1984.5.12-11.11

한국의 1984.5.12.~11.11. 개최되는 루이지애나 세계박람회 참가 준비와 금진호 상공부 장관
의 박람회 참관에 관한 내용임.
1. 참가 경위
1983.1월 미국 국무성 Malone 대사 및 1983.5월 루이지애나 출신 Long 상원의원 등이 주미대
사에게 한국의 세계박람회 참가를 요청

- 한국의 역사·문화 소개, 한·미 유대 강화, 88올림픽 홍보 등 목적
정부는 1983.7월 박람회 참가 실무조사단(상공부 통상총괄과장 등 4명)을 파견하여 전시관
위치, 규모 및 임차료, 한국 주간 기간 등에 대해 협의
1983.9월 주휴스턴총영사는 주최측과 참가 계약서에 서명

2. 박람회 한국관련 행사 준비
한
 국 주간(Korea Week)을 1984.5.21.~26., 한국의 날을 5.22.에 추진하기로 결정
업체 호응 저조로 Korea Trade Shaw 개최는 취소
거
 북선 모양의 기념 스탬프를 제작
1984.5월 주미대사는 출품업체 회사 대표의 참석, 한국의 날 행사 홍보 강화 등을 건의
1984.5.12. 세계박람회가 개장되고, 주휴스턴총영사 주관으로 한국관 개관식 거행

3. 상공부 장관 참관
금진호 상공부 장관이 박람회 참관을 위해 1984.5.21.~24. 뉴올리언스를 방문

- 부인 동반
- 한국의 날 행사 참관, 뉴올리언스 경제단체장 면담, 박람회 사무총장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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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3.5월 박람회 참가를 결정하고 1983.6월 상공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동지역 국제 박람회 참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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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4월 주바그다드총영사는 1984.11.1.~15. 개최되는 바그다드 국제박람회에 대한 참가초청장을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한국 기업의 상품전시를 KOTRA가 주관하여 국가관으로서의 통일성을 기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건의함.
2. 1984.9월 주이란대사는 1984.9.11.~22. 개최된 테헤란 국제박람회 참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박람회 개요
1502

- 장소 : 테헤란 국제박람회장
- 참가국 : 주최국 제외 37개국, 한국·일본·독일·영국 등 자유진영 20개국, 소련·폴란드 등 동구권
8개국, 중국(구 중공)·인도 등 기타 9개국
- 관람객 : 200만명
한국관 개요

- 전시면적: 440평방미터
- 참가업체: 14개(종합상사 7, 무역상사 2, 중소기업체 5)
- 한국의 날 행사: 9.13. 개최, 200여 명 참석으로 성황
- 올림픽 홍보코너 설치
- 주이란대사는 전시면적의 확충, 전시상품의 고급·전문화, 종합상사의 적극참여, 한국 소개 자료의
대량 송부 등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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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KOTRA 무역관의 법적 지위 및 신설·
폐쇄, 1984

1984년도 해외 KOTRA 사무소(무역관)의 법적 지위와 신설 및 폐쇄에 관한 내용임.
1. 법적 지위
1984.3월 KOTRA는 1984.5월 교체 대상인 7인의 무역관장에 대해 현 무역관장의 지위를 승계하
도록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남북한 대치, 파견국 법적 문제 등 현지 특수성과 관련
한 공관장 협의 및 법적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통보

2. 무역관 신설 및 폐쇄
1984.5월 상공부는 KOTRA 해외 무역관의 무역정보 수집, 신시장 진출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무역관 개편 지침을 마련하고 198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외무부에 통보

- 선진국 복수 무역관 21개 중 8개 감축
- 시장성 취약지역 무역관 6개 폐쇄
- 미개척 유망시장 무역관 4개 신설
이
 에 대해 일부 재외공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개편 지침의 재검토를 요청

- 주파라과이대사는 주재국의 주한 상주공관 설치 계획에 미칠 영향을 고려 아순시온 무역관 폐쇄 계획
의 재검토를 건의
- 주케냐대사는 음바바네(스와질란드) 무역관의 외교적 보조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철수 재고를 건의
- 주라이베리아대사는 민정 이양 시까지 폐쇄 연기 요청
- 주수단대사는 무역관 신설 불필요성 제기
1984.9월 상공부는 음바바네 및 아순시온 무역관의 폐쇄를 1984년 말로 연기하고, 주하르툼(수
단) 무역관의 신설을 1985년 재검토하기로 결정

150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랑군, 아디스아바바(관장): 상무관(외교관 여권)
- 카이로, 산호세, 부에노스아이레스(관장), 멕시코(관원): 공관행정직원(관용여권)
- 테헤란(관원): 상무관보(관용여권)

Mbabane (음바바네, 스와질란드) KOTRA 사무소
폐쇄, 1984

| 84-132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95 / 21 / 1~57(57p)

1. 상공부는 1984.5월 무역정보 수집, 신시장 진출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무역관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장성이 취약한 음바바네 무역관을 1984년 하반기에 철수한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이에 대해, 외무부 지역국 및 주케냐대사관은 음바바네 무역관 Korea Trade Mission이라는
명칭으로 정부대표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므로 철수를 연기하거나 스와질란드 정부의 사전
양해를 얻을 것을 상공부에 요청
1504

2. 상공부는 1984.8월 음바바네 무역관의 철수를 1984년 말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1984.9월 주케
냐대사는 스와질란드 정부와 협의 후 상주공관 개설 시까지 무역관의 존속을 건의
3. 외무부는 1984.12월 주케냐대사에게 1985년 상반기 상주공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통보하였으나,
상공부는 1984년 말 무역관 철수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스와질란드 정부에 무역관 철수 계획을 통보
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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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a’
a(북예멘) KOTRA 무역관 설치교섭,
1978-84

1. 상공부는 1981.1월 KOTRA 해외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북예멘 사나에 무역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
으며, 1981.2월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대리는 북예멘 출장 후 한국 상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상사 및
KOTRA 무역관을 사나에 설치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1981.3월 이후 주사우디대사관 상무관 및 주젯다 무역관장이 수차례 북예멘에 출장하여 경제공업성
과 무역관 설치를 협의한바, 북예멘 측은 호의적 반응을 표시함.

개최하고 경제공업성 관리, 중앙은행 및 상공회의소 인사들을 접촉

3. 주사우디대사는 1981.8월 북예멘 외무성이 수교관계 부재를 이유로 무역관 설치 거부 의사를 보였다
고 보고하고, KOTRA가 민간기구임을 설명하고 기능을 소개하는 KOTRA 사장의 서한을 북예멘 경제
공업성 장관에게 발송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4. 주사우디대사관 직원은 1984.2월 북예멘에 출장, 북예멘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접촉한바 동 부회장은
KOTRA가 비영리 민간 거래 알선 기관임을 설명하는 서한을 상공회의소 회장 앞으로 송부할 것을
요망함.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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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예멘 경제공업성의 의견에 따라 외무성은 접촉하지 않은 상황
1981.5월 사우디 주재 상사들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샘플 전시 상담과 리셉션을

77그룹 기타 회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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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도 뉴욕 77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차 77그룹 회의
1984.1.23. 유엔 본부 개최
의
 장(멕시코 대사)의 1984년도 활동계획 제시

1506

- 15개 중점 관심 분야 선정
- Global Negotiation의 1984년 3월 말 발족을 위해 여타 그룹과의 협상 조속 개시

2. Global Negotiation 관련 주유엔대사 보고(1984.3월)
77그룹 내 입장 차이 및 선진국의 비판적 태도에 비추어 Global Negotiation 발족 전망 불투명

3. 1984.4월 주유엔대사는 77그룹 의장의 요청에 따라 ECDC(개도국간경제협력) 회의 중 개도국은행
타당성 검토회의의 한국 개최 가능성을 본부에 문의한바, 외무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한국 수
혜 가능성 미미 등을 이유로 회의 유치에 소극적 입장을 표시함.
4. 1984.5월 77그룹 회의는 Global Negotiation 관련 그룹의장의 mandate를 재확인하는 문서를 채택하고
선진국의 호응을 촉구하기로 합의함.
5. 1984.6월 77그룹 회의는 Global Negotiation에 대한 선진국의 호응 촉구를 위한 행동 방안, 77그룹 외
상회의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함.
6. 1984.6월 77그룹 회의는 자금난을 겪는 ECDC에 대한 개도국의 기여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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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그룹 국가기술협력 기관장회의, 제2차.
Ljubljana(유고슬라비아) 1984.7.30-8.2

1984.7.30.~8.2. Ljubljana에서 개최된 제2차 77그룹 국가기술협력 기관장회의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개요
목적

주요 의제

- 개도국 간 기술협력 강화
- 개도국 간 기술협력 법제화 문제
참가국

- 77그룹에서 23개국 41명 참가
- ILO, UNDP 등 7개 국제기구 옵서버 참가
한국 대표

- 장성태 과학기술처 총괄과장, 최용삼 외무부 동구과 서기관 참석

2. 주요 회의결과
참가국의 ECDC/TCDC 대외접촉 창구 지정
T
CDC 재원 확보에 관해 TCDC 고위급 회의와 UNDP 집행이사회 결정사항 재확인
MSIN(다분야 정보망) 구축을 위해 각국의 의견 취합 및 1984.9. IFCC 3차 회의 시 설립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
개도국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의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협의

- 경험 교환, 인력 양성, 기술 및 연구 개발 강화, 다목적 기업활동 등
전문가 채용 표준 계약서 작성 등 기술협력의 법제화 논의
한
 국 대표단은 미수교국인 주최국 유고슬라비아 대표단과 양국 관계에 관해 의견 교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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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5월 카라카스 ECDC(개도국간경제협력)에서 채택된 카라카스 행동계획 중 기술협력 부문의 협
력 방침에 따라 개도국 간 기술협력(TCDC)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
- 1982.10월 튀니지 개최 제1차 77그룹 국가기술협력 기관장회의 결과 이행 상황 검토 및 후속조치를
77그룹 의장에게 건의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제8차. New York,
1984.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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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77그룹 외무장관 회의가 1984.9.27.~28.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원경 외무부 장관과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이 참석함.
1. 77그룹 외무장관 회의 개요
24개국 외상의 연설, 1984.9월 카르타헤나 IFCC(정부 간 후속조치 및 조정위원회) 최종보고서
승인, 선언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
1508

고위급 회의가 별도로 개최되어 선언문 내용 심의
선언문 요지

- 식민주의,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차별주의 배격
- 군비경쟁 중지 및 동 자금의 개도국 개발 전용
- 선진국에 남북대화 및 Global Negotiation에 대한 성의 표시 촉구
- 아프리카 지원, 1차산품 기금 조기 발족, 선진국의 농산물 시장 교란 중지 촉구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의 안정적 운영, 국제금융, 외채 문제 해결 촉구 등

2. 이원경 장관 연설 요지
국제경제 회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극복 및 외채문제 해결 중요성 지적
개
 도국의 자조적 성장을 위한 남남협력의 중요성 강조
한국의 기술원조 및 아프리카 개발은행 기여 등 남남협력 노력 설명
대
 개도국 지원 확대 및 개발경험 공유 용의 표명
GSTP 협상에 관한 카르타헤나 결정 및 개도국 은행 설립에 대한 원칙적 지지 표명

3.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연설 요지
최고인민회의는 남남협력이 대외무역정책의 근간임을 천명
남남협력 노력 강화 의지 표명
남남협력은 서구 자본제국으로부터 자족경제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며, 식량 자족이 중요
GSTP 및 개도국 은행의 조기 설립 노력 강화
77그룹 활동 활성화를 위해 7만 달러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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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경제정상회담 (G7) 제10차. London,
1984.6.7-9. 전2권. V.1 기본계획

1984.6.7.~9.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선진국 경제정상회의(G7)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분석 및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내용임.
1. 정부는 런던 G7 회의를 앞두고 주요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와 협의, 언론보도 분석을 통하여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함.
주요 의제

논
 의 전개 방향

- 유럽국들은 미국의 고금리, 재정적자 해결을 주장
- 경기회복을 위한 선진국의 공동노력 필요성 강조
- 개도국 외채문제에 대한 국가별 case by case 해결을 강조, 구체적 합의 도달은 어려울 전망
-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뉴라운드 개최 필요성 합의
- 비정치 문제로 원유 확보를 위한 이란·이라크전이 논의의 초점
- 세계 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정치 의제의 중요성이 부각

2. 외무장관은 일본 측 요청으로 1984.5.22.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G7 회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을 다음과 같이 전달함.
국제경제의 지속적 회복을 위한 대개도국 특혜 부여 계속 등 선진국의 역할 강조

- 졸업개념에 의한 선발개도국 특혜 중단 동향에 우려 표명
뉴라운드 추진 시 기존 국제무역 현안 해결 지연 방지 및 충분한 개도국 입장 감안 필요성 강조
공
 산권에 대한 대처를 위한 서방 측의 결속 필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공통인식 필요
K
 AL기 사건, 랑군 사건 등 국제테러 방지 위한 국제협력 촉구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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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도의 선진국 경제 회복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 개도국 외채문제, 특히 남미 외채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 보호무역주의 극복 및 자유무역 확대
- 이란·이라크전, 대소 전략, 국제테러 등 현안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선진국 경제정상회담 (G7) 제10차. London,
1984.6.7-9. 전2권. V.2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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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6.7.~9. 런던 Lancaster House에서 개최된 제10차 선진국 경제정상회의(G7)의 결과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정부가 관련 재외공관 보고,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분석한 G7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수상 또는 대통령, EC 집행위원장 참석

- 각국 외상 및 재무상 별도회의 개최
1510

자유토론, 실무 오·만찬을 통한 의견 교환
경제선언 및 정치문제 4개 선언 별도 채택
경제문제 토의내용(경제선언 요지 및 토의경과)

- 지속적 경기 회복을 위해 인플레 억제, 이자율 인상, 통화 팽창 억제를 위해 노력 및 필요한 경우 재정
적자 축소
- 기술혁신, 노동시장 효율화,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
- 개도국 외채 완화를 case by case로 해결, 채무국 경제정책 변경 지원, IMF 및 IBRD 활동 지원, 채무국
의 상응 조치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등 고려
- 환율체계, 감시기능, 국제 유동성 증대, IMF 기능 강화에 대한 기존 연구에 박차
- 보호주의 저항, 자유무역 확대, GATT 작업계획 등 기존 무역자유화 계획 조속 완료, 서비스 교역 연구
강화, 뉴라운드 개최 지지 및 개최 시기 결정을 위한 협의 개시
- 기타 남북 협력 강화, 원유의 안정적 공급, 과학기술 협력 논의
정치문제 토의내용

- 자유민주주의 가치 선언 채택
- 국제테러 대처를 위한 정보교환, 국내법 정비 등에 관한 선언 채택
- 소련 및 동구권과의 정치대화 용의를 밝히는 동·서관계 및 군축에 관한 선언 채택
- 전투 종결 및 선박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이란·이라크전에 관한 성명 채택

2. 외무차관은 일본 측 요청으로 1984.6.21.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회의 결과를 청취함.
일측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G7 회의에 임했다고 하면서 회의 결과를 설명

- 뉴라운드 준비에 있어 한국 측 입장대로 기존 국제경제 현안의 1차적 해결과 관계국 간 충분한 사전
협의 필요성에 의견 일치
- 국제테러에 관한 선언은 한국의 정책과도 일치하며, 일측으로서도 전폭적 지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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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그룹 ECDC / IFCC(개도국간경제협력에
관한 정부간후속조치및조정위원회) 회의,
제3차. Cartagena(콜롬비아) 1984.9.3-8

77그룹 개도국 간 경제협력(ECDC) 사업성과 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를 위한 ECDC/
IFCC(개도국 간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 간 후속조치 및 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1984.9.3.~8.
콜롬비아의 Cartagena에서 개최된바, 한국 정부대표의 회의 참가 준비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개요
1981.5월 개도국 간 경제협력(ECDC)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카라카스 행동계획 제89항에
따라 1983/84년 분야별 ECDC 사업을 종합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개최

2. 주요 의제
1983~84 실무회의 보고 검토

- 무역, 식량 및 농업, 에너지, 원자재, 금융, 기술협력
제1, 2차 IFCC 회의 후속조치
E
 CDC 이행체계 점검, 관세분류 조화, 국제경제 위기 등

3. 한국 정부대표
이용훈 주콜롬비아대사(수석대표), 강웅식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및 외무부, 해외협력위원회,
상공부 실무직원
ECDC 각 분야에 대한 한국 입장을 제시하고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의사 표명을 통한 개도국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표명할 목적으로 참가

4. 회의 참가 준비
한
 국 대표단의 회의참가 준비 및 훈령 작성을 위해 외무부는 관련 부처로부터 다음과 같은
분야의 입장을 접수

- 의제 전반(해외협력위원회), 무역관련 서비스 및 GSTP(상공부), 금융협력 및 개도국 은행(재무부),
식량농업생산 협력, 농촌개발, 대체에너지 개발(농수산부), TCDC, 다분야 정보망(MSIN)(과학기술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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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마닐라 제1차 회의, 1983년 튜니스 제2차 회의에 이어 개최

식량·농업에 관한 ECDC(개도국간경제협력)
회의. Bucharest(루마니아) 1984.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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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농업에 관한 ECDC(개도국 간 경제협력) 회의가 1984.3.26.~30.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에서 개최됨.
1. 회의 성격
1981.5월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개도국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카라카스 행동계획에 따른 분야
별 회의의 일환으로 개도국 간 식량 및 농업 분야 협력증진을 주요 의제로 개최
1512

2. 한국 정부대표
김
 광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신봉길 주유엔대표부 서기관

3. 북한대표 접촉
한국 대표단은 북한 대표와 2차례 대담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북한 대표 언급 내용을 외무부
에 보고

- 랑군사태는 남쪽의 조작이라고 주장
- 미국을 제외한 남북대화는 실질적 대화가 될 수 없다고 언급
- 6.25전쟁은 북침이라고 주장
- 남한의 경제력, 국민소득 수준 등에 대해 무지함을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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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C(개도국간경제협력) / 개도국 기술협력
기관장회의, 제2차. Ljubljana(유고슬라비아)
1984.7.30-8.3

1984.7.30.~8.2. Ljubljana에서 개최된 제2차 77그룹 국가기술협력 기관장회의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개요
목적

주요 의제

- 개도국 간 기술협력 강화
- 개도국 간 기술협력 법제화 문제
참가국

- 77그룹에서 23개국 41명 참가
- ILO, UNDP 등 7개 국제기구 옵서버 참가
한국 대표

- 장성태 과학기술처 총괄과장, 최용삼 외무부 동구과 서기관 참석

2. 주요 회의결과
참가국의 ECDC/TCDC 대외접촉 창구 지정
T
CDC 재원 확보에 관해 TCDC 고위급 회의와 UNDP 집행이사회 결정사항 재확인
MSIN(다분야 정보망) 구축을 위해 각국의 의견 취합 및 1984.9. IFCC 3차 회의 시 설립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
개도국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의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협의

- 경험 교환, 인력 양성, 기술 및 연구 개발 강화, 다목적 기업활동 등
전문가 채용 표준 계약서 작성 등 기술협력의 법제화 논의
한
 국 대표단은 미수교국인 주최국 유고슬라비아 대표단과 양국 관계에 관해 의견 교환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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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5월 카라카스 ECDC에서 채택된 카라카스 행동계획 중 기술협력 부문의 협력 방침에 따라 개도
국 간 기술협력(TCDC)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
- 1982.10월 튀니지 개최 제1차 77그룹 국가기술협력 기관장회의 결과 이행 상황 검토 및 후속조치를
77그룹 의장에게 건의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30차. Kuala
Lumpur, 198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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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가 1984.11.1.~7.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어 콜롬보플랜에 의한
원조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함(11.2.~3. 행정관 회의, 11.5.~7. 각료급 회의 개최).
1. 회의 참가국
23개 회원국, 3개 옵서버국, 9개 국제기구 참가
1514

2. 한국 정부 대표
심기철 주말레이시아대사(수석대표), 유종현 외무부 경제국 심의관(교체수석대표) 및 외무부,
과기처,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실무직원

3. 주요 의제별 논의내용
이사회 보고서 채택

- 선진국의 ODA 증액을 촉구하고 회원국 간 기술협력, 특히 TCDC의 중요성을 강조
사무국 보고서 토의

- 사무국은 제3국 연수 관련 사무국의 역할 증대를 희망하였으나, 공여국이 반대
약물지원사업(DAP) 연장

- 1985년까지 연장 결정
기술교육 대학

- 85/86 학년도까지 현 수준 유지
- 대학 이전 문제는 계속 논의 결정
주요 과제

- 농촌지역 공업진흥을 통한 농업분야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
- 개발계획 기구 강화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 특히 선발개도국의 경험 전수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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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제17차.
Vancouver(카나다) 1984.5.21-24

제17차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가 밴쿠버에서 1984.5.21.~24. 개최되었으며, 한국은
동 회의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됨.
1. 회의 개요
회의 주제

- 태평양 연안국간의 무역 및 투자 확대
참석자
한국 참가대표

- 구평회 PBEC 한국위원회 위원장(호남정유 사장), 송인상 고문, 노인환 부위원장 등 기업인 32명 및
노재원 주캐나다대사, 정창 외무부 태평양특별반 간사 등 정부인사

2. 주요 논의사항
무역 및 투자

- 보호주의 타파를 위해 뉴라운드 참가 주장(일본)과 GATT 체제의 이점 활용 주장(캐나다) 간 의견 대립
- 보호무역 조치를 현 상태에서 동결하도록 본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
국
 제금융

- 국가 간 투자 확대,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 및 선·후진국 간 산업구조 조정을 다룰 특별위원회 설립
주장 대두
기타

- 한국과 대만(구 자유중국)을 승격시켜 정회원국을 8개로 확대하고 중남미 국가의 참여를 권유키로 합의
- 한국 대표단은 무역과 투자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노인환 부회장), 무역·투자, 금융, 개도국의
시장접근 필요성, 통신, 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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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연안국의 기업인 및 정부 인사 400여 명

CARICOM(카리브공동시장) 동향,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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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CARICOM(카리브공동시장) 정상회의가 1984.7.4.~7. 바하마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13개 카리브 연안국 정상 참석
공동성명 채택

1516

2. 주요 쟁점별 논의 내용
역
 내 무역의 50%를 점하는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여타 회원국의 동국 제품 수입확대 보장을
전제로 수입허가제 철폐 제의
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역외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검토
역내 상품 인정 기준 부가가치를 20%에서 30%로 강화
C
 ARICOM 신용결재 부활을 위해 가이아나에 대한 외채 상환 연기 및 재정 지원 논의
수리남,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 문화권이 다른 국가들을 옵서버로 인정

3. 주자메이카대사의 회의 결과 평가
그레나다 무력개입에 반대한 회원국들이 그레나다의 현실을 기정사실로 인정, CARICOM이
일단 정상을 회복
기구의 개방 확대 문제, 다수결 제도 개정 문제 등은 진전 없이 차기 회의로 논의 연기
회원국의 산업구조 개편 문제는 회원국의 이해 충돌로 조기에 성과 거양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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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n, Gaston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장
방한, 1984.5.7-9

Gaston Thorn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장의 1984.5월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Thorn 룩셈부르크 외상은 1978.6월 및 1980.5월 주벨기에대사에게 방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룩셈부르크 총선 등 국내 정치일정, 1981.1월 EC 집행위원장 취임 등으로 실현 불가
1984.2월 Thorn 위원장은 주벨기에대사에게 5월 초 방한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정부는 EC 집행위원장의 지위에 대한 검토 후 수상급에 준한 예우를 제공하기로 결정

1984.5.7.~9. 방한
부인, Fielding 집행위 대외총국장, 관방장, 보좌관, 비서 등 수행

- 부인은 1982.3월에도 별도 단독 방한

3. 방한 일정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외무장관, 부총리 면담

- 대통령 예방 시 수교훈장 광화대장 수훈
주한 EC국가 대사, 전경련 회장 등과의 오·만찬
삼성전자 시찰, 판문점 시찰, 기자회견

4. 주요인사 면담 시 발언내용
랑
 군 폭파 사건 및 KAL기 격추 사건 관련, EC 국가들의 공조는 만행 재발 방지와 한·EC
간 상호협력의 공동임무의 표현임을 강조
한
 국의 경제발전 평가 및 경제 분야 마찰의 상호 협력을 통한 극복 희망
EC 내 의사결정 방식, 공동농업 정책 등과 관련한 갈등에도 불구 역내 통합 및 정치·안보
분야 협력 강화 전망 설명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방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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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동아프리카공동체) 해체, 198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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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해체된 EAC(동아프리카 공동체)의 자산 및 부채 배분을 둘러싼 케냐, 탄자니아, 우간
다 3국간의 협상이 1984.5월 타결됨으로써 동아프리카 3국은 7년간의 분쟁이 종결됨.
1. EAC의 해체 및 미결 현안
1967.6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 간 동부아프리카 협력조약으로 탄생한 EAC(동아프리카
공동체)는 공용화폐, 항공, 철도, 우편, 통신, 항만 등의 분야에서 공동체를 유지해 왔으나, 3개국
1518

간의 정치적 불화로 인한 정치 지도자 간 반목, 탄자니아의 케냐 국경 및 항공로 봉쇄 등으로
1977.6월 해체
우간다의 아민 정권 붕괴 이후 3국 간에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EAC 해체 시 항공기,
철도, 공유재산, 공동체 직원 임금 등의 배분 문제가 선결문제로 대두되어 3국 간 협상이 수차
례 진행되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

2. 3국 간 협상 및 타결
1983.11월 3국 정상은 EAC 해체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케냐와 탄자니아 간
국경 개방 문제와 EAC 자산 배분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케냐 42.5%, 탄자니아 35.5%, 우간다
25%)
이
 후, 3국 간 관련 분야별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재산 및 부채 배분 비율, 무역, 금융, 교통 및
관광 등의 분야의 세부 합의안을 논의하였으며, 채권국 및 국제기구도 3국과 합동회의를 통해
부채 배분 비율을 논의
1984.5.14. 3국 정상은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EAC 자산(1,435백만 달러) 및 부
채(345백만 달러)에 대한 배분 비율을 케냐 42%, 탄자니아 32%, 우간다 26%로 하고, 재산처리
결과 부족분과 관련하여 케냐와 탄자니아가 우간다에 각 46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불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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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PTA(동남부아프리카국가 특혜무역지대) 창설
및 회의, 1981-84

PTA(동남부아프리카국가 특혜무역지대)의 창설 과정 관련 내용임.
1. PTA 설립조약 서명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9개국은 1978년 이래 협상 과정을 마무리하고 1981.12.21. 잠비아 루사
카에서 PTA 창립조약에 서명

- 회원국은 지역 내 18개국이나, 코모로,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 소말리아, 우간다, 잠비아,
모리셔스 등 9개국이 서명

회
 원국 간 무역, 관세, 공업, 운송, 통신, 농업, 천연자원, 통화문제 등 경제활동 전반 협력 증진

- 지역 내 공동시장 형성 및 궁극적 경제공동체 결성
최
 고회의(국가 또는 정부수반), 각료회의, 사무국, 사법위원회, 정부 간 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공동관세, 회원국 간 특혜무역, 최혜국 대우, 덤핑방지 등 규정

3. PTA 설립조약 발효 과정
1982.12월 PTA 정상회의에서 사무국의 1983.1월 발족 결정
1983.9월 7개국의 비준으로 PTA 조약 발효
1984.6월 PTA 정상회의까지 부룬디, 레소토, 르완다,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등 5개국이 추가로
서명하여 총 14개국이 서명

- 회원국 수는 총 20개국으로 증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PTA 설립조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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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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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랍에미리트 연방의회는 1984.1.14. 제6대 회기를 개원하였으며 Al-Lootah 현 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재선출함.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은 동인이 1983.10월 서울 개최 IPU 총회에 단장으로 참가한 바 있으며
주재국 헌법기구 중 유일한 선거직임을 감안, 국회의장 명의의 축전 발송을 외무부에 건의
1.21. 채문식 국회의장 명의의 축전을 발송

1520

2.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은 1984.5.26. 및 6.10. 2차에 걸쳐 개최된 주재국 연방최고회의 결과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재국 7개 에미리트 룰러(토후)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자이드 대통령, 두바이 룰러
라쉬드, 황태자 막툼 외에 전 에미리트 룰러들이 참석
연방의 두 기둥인 아부다비, 두바이가 국내외적 위기감을 의식하고 연방최고회의를 소집, 강력
한 연방정부를 표방하고 현 자이드 대통령의 국내외 지도역량 평가 및 절대 지지를 약속함으로
써 연방주의를 재확인

3. 아랍에미리트 외무성은 1984.11.1. 중국(구 중공)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고 발표함.
주오만 중국대사가 1주 전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비밀리에 수교 교섭을 한 바 있으며 중국을
대표하여 국교수립 합의서에 서명
UAE는 쿠웨이트, 오만에 이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3번째 GCC(걸프협력협의회) 국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의 대중동 진출은 동 지역에 대한 한국인력 진출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
며 중국의 중동 진출에 편승한 북한의 동 지역 침투 가능성도 경계 필요

| 84-1337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4-96 / 17 / 1~75(75p)

1984

알제리 정세, 1983-84

주알제리대사관이 1983~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캐나다 정부는 1983.2.14.~18. Brerhi 알제리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담당 장관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2.14.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함.
알제리는 현재 캐나다의 12번째 교역대상국임과 동시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와 가장 교역량이 많은 나라
1521
식민지시대 재산 귀속 등 프랑스·알제리 간 장기 현안문제의 일괄 타결로 서먹서먹하던 관계를
청산
동 대통령이 추진해 온 대내외 온건정책으로 집권기반이 안정되던 차에 이번 프랑스 방문으로
국제적인 이미지를 부각, 1983.12월 FLN 전당대회 시 강한 지도력을 행사할 전망
동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 중동문제, 서부사하라문제 등에서 온건정책 전환을 수차례 시사하고,
특히 시리아가 PLO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은 주목

3. 알제리 집권당(FNL) 전당대회(1983.12.19.~22.) 결과, Chadli 현 당서기장을 동직에 재선출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84.1월)에 단독 후보로 추대함.
동 전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 및 정치국을 개선하고 차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85~89) 수립,
대외관계 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사회주의 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서방제국과도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며 일관성과 통합성을 가진 경제협력 및 협정체결을 통하여 교역의 세계화 추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Chadli 알제리 대통령은 1983.11.7.~10. 프랑스를 방문한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아르헨티나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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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주재국 알폰신 대통령은 1984.1.12. 기자회견을 가진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능한 한 조속히 칠레와 비글분쟁 타결을 모색할 예정이며 아직 칠레와 결정적 합의에 도달하
지는 않았으나, 최종 협상단계에 들어갈 시점
말비나스 분쟁 관련 영국과의 회담 가능성을 낙관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적대행위 종식에 따라
1522

영국이 말비나스 주변 150해리 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대처 수상의 제의는 일보 전진된 것이
라고 언급하고 말비나스에 방대한 영국 병력유지는 영국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
인권문제는 법과 증거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처벌 위주보다는 이해와 치료의 자세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아르헨티나 국민이 인권 분야에서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

2. 알폰신 대통령은 1984.1.22. 기자회견에서 주재국의 대미·소련 관계에 관해 언급함.
미국과의 교역에서 수입초과를 시현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아르헨티나 상품 수입증대를 희망하
고 미국의 대아르헨티나 투자증대 및 무기판매 금지 해제 관련, 무기 구입에 많은 돈을 지출할
계획은 없다고 발언
소련의 방대한 농산물 수입을 이유로 아르헨티나에 무기 판매나 군사 고문단 파견을 강요할
가능성에 대해 그러한 방향으로의 사태진전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

3. Caputo 외상은 1984.2.28. 제네바 개최 유엔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핵군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비
동맹 외상회의를 제의함.
동 외상은 라틴아메리카는 미·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초강대국의 대결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아르헨티나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확약하고 핵개발 계획에 대한 선진국의
부당한 제한이나 차별대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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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세, 1984

주호주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헤이든 호주 외상은 1984.1.17. 인도양 국가로서의 신정책을 발표한바, 호주는 인도양에서 특히 개발
도상 도서국들과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그러나 협력적인 인도양 연안 국가로서의 지위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호주 정부는 해군함정의 인도양 각 항구에 대한 정기방문과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세이셸 및
몰디브와의 접촉강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언급
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이해를 같이한다고 강조

2. 1984.3.24. 실시된 NSW 주 의회의원 선거 결과, 노동당은 11석 감소(58석), 자유당은 9석 증가(22석),
국민당 1석 증가(14석), 무소속 1석 증가(5석)로 노동당이 재집권함.
Peacock 야당 당수는 자유당은 노동당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말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야당
이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Hawke 연방 수상은 가장 크고 중요한 NSW 주에서 노동당이 재집권하게 된 것은 연방정부에
큰 힘이 된다고 말하고 이는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

3. Hawke 수상은 총독의 재가를 얻어 1984.12.1. 상원의원 76석 및 하원의원 148석 전원에 대한 총선거
를 실시함.
노동당은 하원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여 재집권에는 성공하였으나 의석비율은 종전보다 줄어들었
으며 상원선거에서는 노동당 35, 자유국민당 34, 민주당 6, 무소속 1로 노동당은 종전과 마찬가
지로 과반수 확보에 실패
노동당이 재집권하게 됨에 따라 Hawke 수상은 12.11. 개각을 단행한바, 전 각료가 유임하되
보직만을 일부 변경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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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인도양 지역에서의 통상 및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해 통신망을 확보하고 동 지역의 평화

호주 총선,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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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주대사관이 1984년 호주 총선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Hawke 수상은 1984.10.8.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의 1/2 선출을 위한 총선을 1984.12.1. 실시할 것이라
고 발표함.
이번 선거 시 상하양원 동시선출 및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재조정 등 2가지 문제가 국민투
표에 부쳐질 예정
1524

조기선거 실시는 경제계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업계의 희망을 반영하고 상원의원 수의 증가
로 추가로 선출되는 상원의원이 자신의 임기 개시까지 1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 해소
야당인 자유당의 Peacock 당수는 현 노동당 정부가 명년도에 있을 불경기와 실업률 증가
등 노동당 정책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어 조기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비난

2. 1984.12.1. 실시된 호주 상·하원 총선거 결과, 현 집권당인 노동당이 총 148석 중 81석을 확보함으로
써 향후 3년간 노동당이 재집권하게 되었음.
노동당이 승리한 주원인은 노동당 집권 후 경제적 업적(실업률 감소, 인플레 감소, 경기회복 등)
과 호크 수상의 개인적 인기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
이번 선거에 승리한 노동당 정부의 호크 수상은 기존 대내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3. 호크 수상은 1984.12.11. 신내각을 발표한바, 전직 27명의 각료가 전원 각료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12명의 각료가 타 부서로 이동됨.
개각과 동시에 일부 기구개편이 있었는바, 사회복지정책을 관장할 지역 사회성이 신설되고,
국방지원성이 폐지되었으며, 항공성은 교통성에 통합, 내무환경성은 예술 및 환경성으로 변경,
과학 기술업무 중 기술부문은 상공성에 통합
이번 개각으로 Beazley 전 항공상은 요직에 기용된 반면, Scholes 국방상 및 Evans 법무상은
보다 덜 중요한 직책으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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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방글라데시 정세, 1984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에르샤드 방글라데시 대통령은 1984.2.29. 민정이양 문제에 관해 아래 사항을 발표함.
1984.5.27.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동시실시, 1984.3.26.부터 옥외 정치활동 허용
상기 발언 배경은 선거 시기를 둘러싼 야당의 대정부 공세를 약화시키고, 특히 1984.3.1. 예정된
총파업에 대한 국민 동조 저지와 조속한 헌정 복귀로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시 선거를
결정한 것으로 예상
금년 중 방한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

2. 방글라데시 외무성 대변인은 1984.4.23. 코스타리카와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고 발표함.
상기 단교조치는 4.19. Fez 개최 Al - Kuds Committee of OIC 회의에서 코스타리카 및 엘살바
도르가 텔아비브 주재 공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데 대한 응징조치로 OIC 회원국이 단교토록
촉구한 데 따른 것
상기 단교조치 관련, Gutierrez 방글라데시 외상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주이스라엘 자국대사관은
예루살렘에 계속 상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3. 에르샤드 대통령은 1984.12.15. 방송연설을 통해 새로운 민정이양 계획을 발표함.
1985.4.15. 이전 총선 실시

- 각료의 국회의원 출마 금지
- 12.31.까지 지역 계엄사령관 폐지
- 신국회 개원 직후 계엄 해제 및 헌법 전면 부활
상기 조치는 계엄완화, 각료의 국회의원 출마금지 약속 등 종래 입장을 완화하는 내용의 민정
이양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12.22.~23. 예정된 범야권의 전국적인 파업계획을 약화시키고 나아
가 강경노선으로 일관해 온 야당 측을 회유하려는 유화책의 일환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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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샤드 대통령은 금년 4월경 방한을 희망해 왔으나, 5월 선거를 전후한 불안한 정치정세로

벨기에 정세,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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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벨기에대사관이 1983~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주재국 정부는 1983.12.30. 각의에서 INF 협상결과를 평가하고 유로 미사일 주재국 전개계획은 예정
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는 미사일 전개 결정 성명을 발표함.
Martens 수상의 한국 공식 방문기간이 1984.4.15.~18.로 확정되었으며 동 방문은 주재국 수상
으로서 첫 번째 공식방문으로서 1983.1월 주재국 외상의 방한에 이어 양국 간의 기존 우호협력
1526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2. 벨기에 Fouron지역은 북부 네덜란드어 지역인 Limbourg에 편입되어 있으나 남부 프랑스어지역인
Liege Province에 둘러싸여 있어 다수의 프랑스어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바, Fouron 자치단체장인
Happart는 프랑스어계 인사로 네덜란드어 습득기간으로 1년간 임명이 보류된 후 1983.12.30. 정식 취
임함.
그러나, Limbourg 당국은 1984.1.19. 동인이 네덜란드어를 해득하지 못함을 이유로 자치단체장
직을 박탈함으로써 남부 프랑스어계와 북부 네덜란드어계의 대립이 표면화
북부 네덜란드어계 사회당 의원 Galle은 각 언어계 출신의원은 해당지역의 용어를 해득함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Galle 법안을 의회에 제출
주재국 여당이 동 분쟁을 해소 극복하지 못하고 남북 언어계가 계속 대립할 경우, 주재국 정국
안정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으로 예상

3. 벨기에 수상은 1984.11.20. 기자회견을 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선거법 개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1985.12.8. 총선 실시 예측
NATO와의 유대를 공고히 유지한다는 입장하에서 국제관계 진전, 특히, 미·소 양국관계의 진전
을 감안, 유로미사일 배치여부를 최종 결정
개각은 내년 1월부터 EC 집행위원으로 내정된 De Clerco 부수상 겸 재무상의 후임 임명에
국한시킬 것이며 총선까지는 가능한 한 현 진영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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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바레인 정세, 1983-84

주바레인대사관이 1983~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바레인은 공산국가와는 국교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구 중공)과는 정치적, 군사
적 교류가 전혀 없음.
그러나, 공산권과의 경제교류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어 중국은 매년 상당액(1982년:
16.9백만 달러)의 상품을 바레인에 수출
1977년 이전에는 중국의 대바레인 수출이 한국보다 많았으나 1978년 이후 한국이 계속 우위를

1527

보이며 이는 중국의 수출이 1979년 이후 1천만 달러대에서 답보 상태인 데 반해 한국의 수출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매년 증가하여 1982년 7천만 달러를 기록

2. 기타 바레인 주요인사 동정, 국제수지 동향 등이 주 내용임.

버마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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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구 버마)의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공관의 보고 및 분석 내용임.
1. 1984.1월 버마 정부군의 카렌 반군 소탕작전과 관련, 주미얀마대사관은 정부군이 대규모 소탕작전으
로 카렌 반군의 근거지를 점령하였으나, 많은 반군 및 통신시설은 태국 영내로 도피하였으며, 거리가
멀고 보급이 어려운 점령지에 정부군의 주둔 여부가 소탕작전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고함.
1528

2. 오학겸 중국(구 중공) 외상은 1984.2.22.~24. 미얀마를 방문함.
중국 측은 새로운 선린우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얀마 공산당에 대한 지원
중단을 간접적으로 표명
양국은 기존 국경 협정에 따라 국경선 관리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중국 측은 미얀마의 대ASEAN 협력관계에 만족을 표시하고 지지의사를 표명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얀마 관계 관련 양국 간 협의에 유의하였으나, 북한 문제는 양국 외상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3. Strougal 체코 수상이 1984.2.23.~25. 미얀마를 방문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문제, 체코의 대미얀
마 경협 프로젝트 추진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함.
4. Warnke 독일 경제협력상이 1984.3.2.~7. 미얀마를 방문하고 시멘트, 디젤 기관차, 발전설비, 기술연수 등
1억5천만 마르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는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함.
5. 주미얀마대사는 1984.5월 산유 미얀마 대통령이 부인의 부정사건과 관련 대통령의 사임이 예상된다
는 주미얀마 미국 및 일본 대사관의 관측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6. 미얀마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국방문을 통해 경제원조 및 경협 문제, 월남 등 지역정세를 협의함.
몽몽카 수상: 호주 및 뉴질랜드(4.1.~18.)
네윈 당의장: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스위스(6.14.~8.9.)
툰틴 부수상 겸 재무상: 중국(6.16.~25.)
산유 대통령: 일본(7.2.~11.), 중국(10.2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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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브라질 정세, 1984

브라질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공관의 정세보고 및 분석 내용임.
1. 주브라질대사관은 1984.1월 월간 정세 보고서를 통해 브라질 정부의 외국 민간은행 차관단과의 65억
달러 차관 교섭, 대통령 승계문제 등에 관해 보고함.
2. 슐츠 미국 국무장관이 1984.2.5.~7. 브라질을 방문하고 재정·경제, 군수산업, 우주, 원자력, 과학·기
을 체결함.
3. 주브라질대사는 1984.4월 대통령 승계 문제와 관련, 야당 측의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지지자가 증가
되고 지지 운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당 측의 방해로 야당의 개헌안은 부결될 전망이며 부결 후 정국
이 경색될 것으로 분석함.
야당의 직선제 개헌안은 4.26. 하원 표결에서 부결

4. 1984.10월 주브라질대사는 1985.1월 대통령 선거(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앞둔 여·야 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동향 등에 대해 보고함.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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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등 5개 분야의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하고, 군수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과학·기술 협력협정

브루나이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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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내용임.
1. 브루나이 정부는 1984.1.1. 독립선언식에서 국왕의 동생 Mohamed 왕자를 외무장관에 임명하였으며,
이원경 외무장관은 축전을 발송함.
2. 주브루나이대사는 1984.7월 월간정세 보고에서 주재국의 정치권력 내부의 변동은 없으며 이는 왕가
1530

의 통치체제가 확고하고 석유수입을 통한 국민의 의식주 해결, 군·경·공무원에 대한 후생 확대를
통한 불만 해소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3. Rattakul 태국 부수상은 1984.7.27.~28. 브루나이를 방문하고 ASEAN 협력문제, 항공협정 체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함.
4. Mohamed 외무장관은 1984.8.28.~31. 태국 및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양자 현안 및 지역문제에 대해
논의함.
5. Hassanal 국왕은 1984.9.17.~24. 유엔을 방문하였으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캄보디아 문제, 인종차
별, 중동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아프가니스탄 사태, 비동맹 협력 등에 관해 언급함.
6. Hassanal 국왕은 1984.12.15.~21. 오만 및 요르단을 방문함.
요르단 방문 시, 남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철수, 이란·이라크전의 조속한 종결, 이슬람
내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노력, 양국 간 상주대사관 개설 등을 포함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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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볼리비아 정세, 1984

주볼리비아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볼리비아는 1983.11.17. 경제조치(150% 평가절하, 생필품 가격 대폭인상 등)에 대한 각계의 반발과
정부 내 분열 및 시위, 파업이 격화되고 있음.
1984.1.19. 정치, 사회적 위기 타개를 위한 거국내각 구성 시도는 주요 야당의 참여 거부로 소폭
개각
중앙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물가 연동제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전국적으로 전개
을 수락하여 노조와 협상이 타결

2. 볼리비아 정부는 1984.4.12. 환율과 물가를 대폭 인상하는 신경제 조치를 발표함. 이번 조치는 환율
300% 및 기본 식료품을 포함한 물가 전반을 200~300% 인상하는 충격적인 조치로서 노조 및 각계에
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재국 경제가 IMF 차관조건에 어느 정도 충족하여 3억5천만 달러의 IMF
차관이 도입되고 가격현실화, 정부보조금 축소로 생산과 수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
나 노조 등 국내 각계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여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안정을 이루는가가 당면
한 문제

3. 볼리비아의 일부 군·경이 주동이 되어 1984.6.30. 실레스 대통령을 관저에서 납치하는 쿠데타 기도
가 있었으나 현 민간정부를 지지하는 국방상 등 군 수뇌부에 의하여 10시간 만에 구출됨.
관련자 중 일부는 체포되었으나 주동자들은 동국 주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베네수엘라 대사
관 등에 피신 중인 것으로 알려짐
6.30. 동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3명이 한국대사관에 들어와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였으나, 한국
측은 재외공관에서 외국인의 망명을 인정하지 않는 기본지침에 따라 동인들을 설득하여 퇴거시
킨바 미국, 대만(구 자유중국) 대사관 등도 동 망명요청을 거부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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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29. 정부는 임금인상(57%), 주요 생필품 가격 4개월 동결 및 기타 중앙노조의 요구사항

캄푸챠 정세, 1984. 전2권. V.1 국내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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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4.2.25. 최근 캄푸치아 정세 및 이해관계국 동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인도차이나 반도가 건기(12월~4월)임에도 불구하고, 예년과는 달리 베트남의 건기 공세가 아직
없는 상태인바 아래 이유로 분석

- 캄푸치아 세력(5~6만 추산)이 종전보다 강화
- 캄푸치아 연정 게릴라의 후방 보급선 교란 등으로 후방지역 확보나 병력집결의 어려움
- 호주, 벨기에 등의 대베트남 압력가중 등
상기 상황과 관련, 이해관계국 간에는 아래와 같은 움직임이 존재
1532

- 시아누크 연정 대통령은 2.1.~29. 및 3.6.~10. 아세안 5개국을 순방, 베트남 건기 공세 움직임 파악 및
대응을 준비
- 베니 인도네시아 통합군 사령관은 베트남 공식 방문(2.13.~16.) 후 베트남은 동남아 제국에 위협이 되
지 않는다고 발언한바,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캄푸치아 문제해결 노력의 일환이며 아세안 이익을 위
한 활동이라고 평가

2. 주태국대사관은 1984.4.17. 베트남군 건기 공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984.4.14. 시작된 베트남군의 건기 공세는 손산파의 Amphil 난민촌을 점령한 데 이어 시하누크파와
크메르루즈파의 난민촌 거점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8만 명의 난민이 태국으로 피난
주재국은 베트남군의 태국군 정찰기 격추를 도전행위라고 비난하는 각서를 4.16. 유엔에 제출하
고 4.17. 주태국 베트남대사를 외무성에 소환, 항의 각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베트남대사는 항
의각서 접수를 거부하고 내용만 청취
이번 건기 공세는 5월 중순경부터 시작되는 우기 이전에 캄푸치아 연정 게릴라의 전투력을
약화시켜 우기 중의 게릴라 활동을 제어하려는 것으로 전망

3. 주일대사관은 1984.6.5. 시아누크 민주 캄푸치아 대통령의 방일(5.30.~6.5.)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베트남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대 베트남 경제원조는 하지 않을 것이며 캄보디아 난민에 대한
지원은 계속(나카소네 수상)
시아누크, 손산, 폴 포트 3파는 연립결성 이래 3년이 지난 현재 상호 신뢰가 높아져 가고 있으
며 군사적으로도 긴밀히 협조(시아누크)
금년도 베트남의 건기 공세는 실패하였으며 폴 포트 파는 학살과 같은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공산주의를 버렸다고 언급(시아누크)
캄보디아가 독립한 후에는 중국(구 중공) 등 어느 나라의 영향도 받지 않는 중립국이 될 것과
아세안에 가맹할 것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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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푸챠 정세, 1984. 전2권. V.2 대외관계

1. 1984.1월 주태국대사관은 Kriangsak 주재국 하원 외무위원장의 베트남 방문(1.18.~25.) 결과를 외무부
에 보고함.
베트남은 태국령을 침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전제조건이 없는 한 언제든지 태국과 회담
을 개시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태국·베트남 양국은 언론을 통한 상호 비방을 중지할 것을
제의
베트남에 구류 중인 태국 어민 230명을 방문하였으며, 베트남 외상은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곧 석방할 것을 약속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인도네시아는 캄푸치아 사태 해결을 위하여 베트남의 전면철수를 전제로 베트남의 이해와 체면
을 최대한 살리는 제안을 제시하였으나, 베트남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제 인도네시아가 더 이
상 할 일이 없으며 그간의 교섭이 무위로 돌아갔다고 언급
이번 베트남 외상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인도네시아 측은 베트남 철군을 대신하여 국제 감시
군을 파견하되 베트남이 그 일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총선을 실시 시아누크를 수반으로 하는
연립정부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수하르토 대통령이 직접 제의
베트남 측이 국가원수가 제의한 방안을 거부한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 캄푸치아 사태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베트남 간 대화는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

3.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4.5.9. 주재국 자카르타에서 5.7.~8. 개최된 아세안 특별외상회의 결과를 외무
부에 보고함.
동 회의에서는 그간의 캄푸치아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외교노력과 현황을 검토하고 아세안의
입장을 재확인
회의 종료 후 채택한 공동성명은 캄푸치아 연정지지 재확인 및 캄푸치아 문제 해결에 있어
베트남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국과의 대화 용의를 재확인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4.3.15. 목타르 주재국 외상을 면담, 캄푸치아 사태와 관련한 동 외상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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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lloum 차드 국가원수는 1976.4.13. 군사혁명 1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 중 암살을 시도한 수류탄
3발의 폭발로 경호원을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Roasngar 영토장관, 내무장관 부인 등 70여 명이 부상을
당함(주카메룬대사관 보고).
차드 정부는 동 암살사건은 북부 반란단체인 차드 해방전선 특공대들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

2. 차드-리비아 국경분쟁 해결을 위해 1977.8.10. 봉고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리브르빌 회담은 반란세력
1534

지도자들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무위에 그침.
오바산조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8.16. 차드·리비아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나 리비아 측의
불응으로 좌절
8.22.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은 라고스 개최 인종차별주의 퇴치 세계대회 참석 후 말룸 원수와
회담을 가졌으며 8.23. 트리폴리로 향발함으로써 차드사태에 유엔이 직접 조정 역할을 개시

3. 차드 정부는 1978.2.6. 반란군에 대한 리비아 측의 병참지원 증대를 이유로 즉각적인 대리비아 단교를
선언하고 주차드 리비아대사의 5일 내 출국을 요구함(주카메룬대사관 보고).
최근 리비아는 차드 북부 반정부 분리 독립운동단체인 차드 민족해방전선에 50대의 장갑차,
전차 등을 제공하는 등 배후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반정부세력의 공세가 차드 정부군 요새인
파야 라르고 지역에까지 확대
리비아 측 지원에 의한 회교반도의 대정부 공세의 격화는 차드·리비아 간 관계악화를 불러와
향후 아프리카 내 새로운 국제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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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정세, 1976-84. 전6권. V.2 1979-80

1. Hissene Habre 수상이 1979.2.12. Malloum 대통령에 대하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차드는 내란사태에
돌입함(주프랑스, 카메룬, 수단 대사관 보고 종합).
2.19. 양측은 수단의 Hamid 외상과 차드 주둔 프랑스 사령관 Forest 장군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조인

2. 차드분쟁 해결을 위한 나이지리아 Kano 회의가 1979.3.16. 폐막된바, 새 국가수반은 반란군 대표
Goukouni가 되며 통합정부 수립 준비를 함(주카메룬 대사관 보고).
합의 이행을 감시
3.23. Kano 합의에 따라 Malloum 대통령 및 Habre 수상은 현직에서 물러나고 Goukouni 반란
군 대표가 차드 임시 국가수반

3. 차드분쟁 타결을 위한 Lagos 협정이 1979.8.21. 체결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재외공관 보고 종합).
차드 내 11개 파 대표가 참여, 국민연합 과도정부 설립
회의 참석 9개국 대표 및 차드 11개 파 대표가 참석하는 감시위원회를 설치, 휴전의 효율적
유지 및 제 조건의 이행을 감시
차드 비인접 1개 혹은 수개국 군대로 구성된 중립군을 창설하며, 은자메나 시 100km 내 모든
군대를 철수
과도정부 수립 후 프랑스군 철수 등

4. 국민연합 과도정부 Habre 국방상이 1980.3.22. Goukouni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시도로 내전이 재발하고
같은 북부지역 출신인 양인의 권력투쟁으로 지방도시에서 전투가 개시됨.
교전 양측의 비슷한 군사력으로 전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 리비아, 수단, 이집트 등
주변 국가들의 이해상충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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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5개국(카메룬, 리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수단)의 대표로 중립 감시위원회를 두고 K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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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비아와 차드는 1981.1.6. 자마히리아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 아래 단일국가로 통합키로 결정함(재
외공관 보고 종합).
이번 통합은 차드, 니제르, 말리 등 6개국을 연합, 사헬 회교연합국을 건설하려는 카다피 대통
령의 야심과 국제 공산주의 아프리카 팽창을 목표로 한 소련의 배후지원이 크게 작용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차드 현 부통령과 Habre 반군 간의 반 Goukouni 연합전선 결성 가능
성으로 국내정세 불안정 요인은 상존
1536

2. 리비아 외무성은 1981.11.10. Ariba와 Garisah 등 차드 동북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리비아군이 전면 철
수하고 차드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리비아군의 철수는 카다피의 야망이 일단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도 차드에서 모험
주의적 정책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사태는 차드 내 정세발전에 따라 변동 가능

3. 차드 평화유지군 관계국 회의는 1981.11.28.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OAU 범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을
차드에 파견, 차드군이 통합 재정비될 때까지 국방 및 치안확보 임무를 수행키로 함.
1981.12.2.까지 은자메나에 연합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12.17.까지 작전지역별로 연합군을 할당,
배치를 완료

4. Habre 전 국방상이 이끄는 반군이 1982.6.7. 수도 은자메나를 완전 장악함으로써 군사적, 정치적 단결
을 이루지 못한 Goukouni 대통령의 국가통일정부는 집권 3년 만에 붕괴함(주카메룬, 주프랑스 대사관
보고).
Habre 신정부는 프랑스 측에 긴급 경제원조를 요청한바, 프랑스 외무성은 OAU와 협조하에
동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호의적인 입장
신정부에 대한 프랑스, OAU 측의 호의적 중립태도와 차기 OAU 의장을 노려 차드 개입을 꺼리
는 카다피의 입장 등 아직 외세의 개입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
따라서, Habre의 집권은 확실시되는 바, 장차 OAU 평화유지군 계속 주둔 문제, 대프랑스 관계
개선, 내란으로 인한 정치분열 해소 및 경제 재건 방안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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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ukouni파 반란군 군대가 리비아의 원조로 전열을 재정비, 1983.3월부터 반격을 개시하여
1983.6.25. 중북부 전략 요충지인 파야-라르고를 점령한 데 이어 1983.7.10. 전후하여 중동부에 위치
한 제2의 도시 아베쉐를 점령함으로써 반란군이 국토의 절반을 점령하게 됨(재외공관 보고 종합).
내란이 확대되자 프랑스, 미국, 이집트, 수단 등은 리비아의 군사개입과 지원을 비난하고 차드
정부의 입장을 지지 또는 지원한 반면 리비아는 외국의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상기와 같이 이해관계국의 개입으로 차드사태는 국제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바, 앞으로 세력이
비슷한 정부군과 반군 어느 쪽이 정권을 장악하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내란이 장기적으로

2. 1983.8월 외무부는 차드 사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1983.7.30. 정부군은 반군의 거점인 북부 전략요새 파야-라르고까지 진격하여 점령하자, 반군은
리비아 공군의 지원을 받아 파야-라르고를 무차별 폭격하여 많은 민간인을 살상
현재까지 정부군은 파야-라르고를 고수하고 있으며, 프랑스군의 직접개입 및 미국의 군수지원
증강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유엔안보리의 소집을 요청, 리비아의 침공을 비난
프랑스는 자국 군대의 직접개입은 거부하고 있으며, 민간계약에 의하여 일부 프랑스 요원이
정부군을 지원
미국은 2천5백만 달러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리비아를 군사적으로 간접 위협함으로써
리비아의 반군 지원 견제 및 Habre 정권 수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
리비아는 대외적으로는 차드 개입을 적극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상 반군을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고 있음이 포착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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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될 가능성이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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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3.8.12. 차드 사태 진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7.30.부터 리비아 공군은 정부군 및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은 정부군에 대한 군사지원을 증강, 리비아의 군사개입에 강경 대처
차드 내란의 국제전화가 우려되고 있으나, 리비아의 아프리카에서의 고립, 미국·프랑스의 전투
병력 투입거부 등으로 그 가능성은 희박
1965년 이래 계속되어 온 차드 내란은 외세 개입과 지원으로 정부군, 반군이 공히 결정적인
우세 확보가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1538

2. 외무부는 1983.8월 차드 사태의 연혁, 배경 등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차드 내란은 근본적으로 남부 흑인계와 북부 아랍계의 차드 내 주도권 다툼에서 시작
1983.6.7. 리비아에 망명 중이던 구쿠니 전 대통령이 리비아의 지원으로 정부군에 반격을 가하
고 현재 반군 3,000여 명, 리비아군 2,000여 명은 북부 요충인 파야-라르고를 점령하고 차드
국토의 1/3을 장악
그러나, 양파 간 정치적 타협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

3. 1983.8월 리비아의 차드사태 개입에 관한 외신 및 공관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쿠니가 이끄는 반군은 Faya-Largeau, Koro, Toro 등 북부지역 대부분을 장악, 수도 엔자메나
에서 Salal 지역에 방위선을 구축하고 있는 정부군과 대치
아브레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차드·리비아 분쟁을 다루기 위한 OAU 특별위원회
를 소집할 것을 촉구
리비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 지도자 구쿠니는 미국, 프랑스, 자이르 등 외군이 철수하기
전에는 차드분쟁에 관한 평화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
차드사태는 현 전선에서 소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많으며
차드 내 양파는 협상기간 동안 지배지역에 대한 정권 고착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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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정세, 1976-84. 전6권. V.6 1984

1. 주프랑스대사관은 1984.9.18. 프랑스와 리비아가 1984.9.25.부터 11월 중순에 걸쳐 차드 주둔 프랑스
군 3,000명, 리비아군 5,000명을 완전 동시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철군 감시를 위하여 리비아와 프랑스가 각각 지명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하에 철군감시단
이 구성될 예정
철군 이후 차드 장래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나, 프랑스 측은 차드는 차드인의
문제이므로 프랑스가 철군함으로써 Habre를 저버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9.17. Cheysson 외상은 Habre만을 차드 국가원수로 인정하며, 리비아가 철군 합의를 위배할

2. 차드 주둔 프랑스 및 리비아군의 철수가 완료되었다고 1984.11.10. 양국 공동성명이 발표됨(주프랑스
대사관 보고).
상기 관련, Cheysson 외상은 이제 모든 외세는 물러갔으며 차드는 차드인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프랑스는 금후 차드의 한발 재해를 구호하기 위해 3,30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금후 차드사태는 OAU 등이 차드의 평화정착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내전 당사자인
하브레파와 구쿠니파 간의 평화협상이 아무런 진전이 없음에 비추어 차드정세가 빠른 시일
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3. 그리스 Papandreou 수상의 중재로 1984.11.15. 프랑스, 리비아 정상회담이 Creta 섬에서 개최된바,
미테랑 대통령은 동 회담내용을 설명함(주프랑스, 리비아 대사관 보고).
9.16. 양국 간 차드에서의 동시 철군 합의에도 불구하고 리비아군은 11.9. 이후 더 이상의 철군을
이행치 않고 있으며 현재 약 1,000여 명의 리비아 병력이 차드 북부지역에 잔류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대리비아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나 이는 차드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9.16. 합의가 프랑스의 차드 전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
Cheysson 외상은 리비아가 차드에 군대를 계속 잔류시키면 프랑스도 부득이 차드에 재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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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프랑스는 프랑스·차드 군사협력협정에 의거, 재개입할 것임을 표명

중국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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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구 자유중국)의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공관의 정세보고, 언론보도 분석 등임.
1. 세인트루시아의 Compton 수상은 1984.1.12.~16. 대만을 방문하고,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고려하
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당초 외교관계 수립 합의를 발표 예정이었으나, 세인트루시아의 국내절차 미비로 고려하는
것으로 변경
1540

세인트루시아와의 국교 수립은 1984.5.8. 총통 특사의 세인트루시아 방문 시 발표

2. 대만 집권당 국민당은 제12기 중앙위원회 제2차 회의를 1984.2.14.~15. 개최하고 장경국 총통 후보,
이등휘 부총통 후보를 선출함.
이
 등휘 후보의 선출은 장경국의 건강 악화로 인한 후계자 문제와 관련, 대륙 출신이 선출될
것이라는 관측에서 빗나간 결과

3. 주대만대사는 대만이 1984.3.1. 자체 설계, 제작한 AT-3형 훈련용 초음속기의 출고식을 거행하여 최초
로 초음속기의 자체 생산에 성공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4. 제1기 국민대회 제7차 회의는 1984.3.21.~22. 총통에 장경국, 부총통에 이등휘를 선출하고, 중국(구 중
공) 민항기 납치범 6명과 같이 자유를 찾아 중국을 탈출한 중국인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
함한 4개 항의 선언문을 채택함.
5. 장경국 총통은 1984.5.20. 유국화를 신임 행정원장에 지명하였으며, 입법원은 5.25. 임명안을 가결함.
유국화 신내각은 1984.6.1. 발족하였으며, 유 행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회의 화합 발전, 경제
발전 효율화, 국가 현대화, 반공정책, 미수교국과의 실질관계 강화 등 시정방침을 발표
주대만대사는 경제통이며 보수주의자인 유국화를 행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안정 속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우선 중점을 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

6. 유국화 행정원장은 1984.9.22. 입법원에서 반공부국의 승리 쟁취를 목표로 우방과의 관계 강화, 향후
6년간 14개 중점 경제 계획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보고를 함.
한·대만 관계에 대하여는 상호이해와 화해 분위기 속에서 계속 증진되고, 최근 민항기 납치범
의 송환은 양국 관계가 시련을 극복했음을 설명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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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중국·중공 관계, 1984

중국(구 중공)과 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관계에 관한 관련 재외공관의 정세보고, 언론보도 등임.
1. 1984.1월 외무부는 손운선 대만 행정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비정치적 분야에서 대만 국민의 본토인 접
촉을 허용한다고 밝힌 데 대한 분석보고를 지시한바, 주대만대사는 본토인 접촉 허용이 반공 및 대중
3대 불원칙(불타협, 불접촉, 불담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유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고 보고
1541

타이베이 공항에 강제 착륙한 사건과 관련, 주대만대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함.
대만 정부의 발표는 없으나, 언론은 납치범이 반공 입장을 천명하고 한국에 억류 중인 중국
민항기 납치범 6명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보도
대만 정부는 납치범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중국 민항기 납치범 문제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납치범을 정치적 망명으로나 일반적 항공기 납치범으로 처리하기
가 곤란하기 때문
대만 정부는 홍콩의 범인 인도를 거절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

3. 대만의 금문도 주둔군이 1984.6.4. 대만해협을 항해 중이던 중국 화물선 1척에 포격을 가해 4명의
사상자가 생겼으며, 6.27. 중국 각서도를 포격하여 중국군 3명의 사상자가 생긴 사건이 발생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 대만 정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함.
4. 주대만대사는 1984.9.26.‘자유중국의 대중공 비정치 교류 입장 및 영향’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대만은 중국의 3통(통신, 통항, 통상) 및 4류(경제, 문화, 과학, 체육교류) 제의를 거부하고 대중국
3불 원칙(불타협, 불접촉, 불담판)을 견지
비정치 분야 교류는 일부 허용

- 스포츠 직접 교류는 불허, 제3국 개최 시 중국 선수와 동시 참가 허용
- 학술 교류는 정치와 분리, 화교의 중국 방문 강연 허용
- 대만 국민의 중국 여행 금지
- 민간 국제기구 회의에 중국대표와 동시 참석 및 접촉 허용
- 직접 교역 금지, 간접 교역 묵인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홍콩발 북경행 British Airways 항공기(338명 탑승)가 1984.3.22. 홍콩계 대만인 양위강에 피랍되어

콜롬비아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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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내용임.
1. 1984.1월 콜롬비아 Betancur 대통령은 Landazabal 국방상의 사표를 수리함.
Landazabal 국방상은 대통령의 대쿠바 관계개선 정책 및 대게릴라 유화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해 온 상황

1542

2. M-19 게릴라 250여 명이 1984.3.14. Florecia 시를 급습, 군·경과 약 2시간에 걸쳐 시가전을 벌인 후
퇴각함.
주콜롬비아대사는 정계 및 언론계가 정부의 대게릴라 정책에 회의를 표시하고 있어 Betancur
대통령의 대게릴라 유화정책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

3. De la Madrid 멕시코 대통령이 1984.3.26.~28. 콜롬비아를 방문, Betancur 대통령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중미사태를 포함한 지역문제와 무역 불균형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함.
4. Betancur 대통령은 1984.4.1. 평화위원회와 최대 게릴라 단체인 FARC(콜롬비아 무장 혁명군) 간에
서명된 화해협정을 승인하는 연설을 함.
이
 에 대해 자유당 및 보수당은 물론 공산당까지도 진보적 조치로 환영

5. 콜롬비아 정부는 FARC와의 화해협정에 이어, 1984.8. 공산주의 계열의 EPL, ADO와 평화협정을 체결
한 데 이어, M-19와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게릴라의 90% 이상과 평화협정을 체결함.
6. Betancur 대통령의 중재로 1984.9.22. 보고타에서 스페인과 과테말라 외상이 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80.1월 과테말라 경찰의 스페인 대사관 침입사건 이후 단절된 외교관계가 재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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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카메룬 정세, 1984

카메룬의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내용임.
1. 1984.1.14.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Paul Biya 대통령은 1.21. 국회에서 다음 내용의 취임 연설을 함.
공정, 도덕, 민주, 자유에 입각한 새로운 국민사회 건설
국민 단합 및 참여
국제경제 침체에 대처한 경제 발전
비동맹, 국제친선, 협력정책 견지

2. 카메룬 정부는 1984.1.21. 국호를 카메룬통일공화국에서 카메룬공화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3. 1984.3.14. Biya 대통령은 1984.2월 국가원수 시해 음모(1983.6월)죄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아히조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형으로 감형하는 특사를 발표함.
4. 카메룬에서 1984.4.5. 밤 대통령 경호실 일부에 의해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Biya 대통령의 소재가
한때 불명이었으나, 4.7. Biya 대통령이 국영방송 특별담화를 통해 반군이 진압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사태는 진정됨.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경호실 일부 장교들의 인사 불만이었으나, 북부 회교도 세력(아히조
전 대통령 지지)과 남부 기독교 세력(현 대통령 지지) 간의 갈등이 근원인 것으로 분석

5. 1984.7.7. Biya 대통령은 6명의 각료를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한바, 4.5. 쿠데타 시 태도가 불명했던
각료들이 전원 교체됨.

154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차드 사태, 서부 사하라 분쟁, 나미비아 문제 등 해결을 위한 OAU 및 UN 역할 촉구

코스타리카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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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내용임.
1. 국경지대에서 1984.2.23. 니카라과군의 코스타리카 순찰대에 대한 총격사건과 관련, 코스타리카 정부
는 니카라과 주재대사를 소환하고 국경지대의 경비를 강화함.
2. 이집트 정부는 1984.4.23. 코스타리카와의 외교관계 단절과 대사 소환을 발표함.
1544

1982.5월 코스타리카 정부가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데 대한
보복 조치(4.21. 이슬람회의 기구의 권고에 따른 이집트 정부의 조치)

3. Monge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1985.5.28.~6.30. 유럽 12개국을 순방함.
주코스타리카대사는 Monge 대통령의 순방 목적은 중미사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여
평화, 자발적 비무장 및 중립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

4. Contadora 그룹(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외상 4명이 1984.6.9.~10.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
중미 5개국을 순방하고 중미 평정안‘중미의 평화 및 협력 문서’
를 순방국 국가원수들에게 전달하였
으며, 중미 5개국은 이를 평화협상의 기본 자료로 수락한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임.
5. Meijia 과테말라 대통령이 1984.12.5.~7. 코스타리카를 방문, 양국 간 채무 상환 문제, 중미 평화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함.
과테말라의 코스타리카에 대한 무역채무 6,200만 달러를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여 2달간 중단
되었던 양국 간 무역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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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중공 정세, 1984

중국(구 중공)의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정세 분석자료, 재외공관 보고, 언론보도 등임.
1. 1984.1월 중국 내 정신오염 추방운동과 관련 호요방 총서기가 팽진, 진운 등 3인조 세력과의 투쟁에서
권력을 잃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미국 국무성은 호요방의 권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한다고 주미대사관이 보고함.
1984.4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시에 등소평이 시작한 정신오염
추방운동을 호요방 서기가 당내 혼란을 이유로 중단하였으며, 등소평과 달리 군부의 지지가

2. 1984.5월 주볼리비아대사는 주재국 상하원 의장의 중국 방문 시 중국 측이 수교를 제의하였으나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수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함.
중국의 수교 조건인 대만과의 단교를 볼리비아가 수락하기 어렵기 때문
중국의 경제협력 능력 및 의사가 의심스럽다는 판단

3. 1984.5월 중국 제6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제2회 회의 결과
책
 임능력제 및 성과급 실시, 노동자 기업관리 참여 등 도시 경제개혁 추진
4개 경제 특별구 운영, 14개 연해 도시 개방 등 대외 경제 개방
평
 화공존 5원칙 보편적 적용, 미·소 군축 실현 등 긴장완화 희망
대만 관련 1국 2체제 시행
한
 반도 통일 관련 북한 제안 지지
1997년 홍콩 주권 회복

4. 1984.10월 주중국 미국대사는 중국의 현실과 장래와 관련한 보고에서 등소평 사후 중국의 장래는
불확실하며, 연약한 지도체제는 새로운 전제적 지도자를 대두시킬 수 있고, 현 정책의 반전 가능성은
적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함.
5. 1984.12월 외무부는 중국의 당 정풍운동과 관련한 외신보도를 종합할 때, 당 정풍운동의 대상은 경제
개혁 조치에 반대하는 문혁 잔존 세력인바, 이 기회에 당내 무능 노년층 제거와 유능한 젊은 인재의 등
용으로 당 간부의 연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분석함.

154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약한 호요방과 조자양이 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언급

중앙아프리카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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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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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의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공관의 정세보고 내용임.
1. 중앙아 정부는 1984.1.17. 1984년 예산의 개요를 발표함.
분야별 균형발전 및 적정 분배의 기본 전제하에 농업 및 교육투자 부문에 최우선
세입·세출 예산 규모상 약 100억 세파의 적자 해소, 농업 및 교육 분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우방국과 협의 예정
1546

재정구조 단순화, 긴축재정 추구

2. 1984.1월 중앙아 정부의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공공부문 정원 동결 및 장학금 지급축소 등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은 관련 법령의 폐지를 요구하며 동맹 휴교에 들어가고 일반인 시위로 확대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1.31. Kolingba 국가원수는 시위의 강경 진압을 포함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함.
3. 국영방송은 1984.5.9. 덴마크 사민당 중앙위 의장의 방북과 관련한 김일성의 연회 축사 내용을 보도한
바, 주중앙아대사는 북한 대사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한 보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4. 1984.5월 주중앙아대사는 현 정권은 일부 반대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서방 선진국은 온건노선인 현 정권 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현 정부에 경제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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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사이프러스 사태, 1983-84

사이프러스 대통령 선거, 북부 사이프러스 독립선언 등 사이프러스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임.
1. 1983.2.13. 실시된 사이프러스 대통령 선거에서 DHKO 당과 공산당(AKEL)의 연립후보인 현직
Kyrprianou 대통령이 56.54%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됨.
이에 대해, 터키계 사이프러스의 지도자 Denktash와 터키 외무성 대변인은 전체 사이프러스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

의 절대적 지지하에 통과시켰으며, 이에 자극받은 터키계 사이프러스 지도자 Denktash는 북부 사이프
러스의 독립과 국제적 승인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3. 간디 인도 수상은 1983.9.21. 사이프러스를 공식 방문한바, 주터키대사는 동 수상이 터키계 지역 방문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인도와 터키 간 관계가 소원해질 것으로 전망함.
4. 터키계 사이프러스 차아타이 수상은 1983.10.19. 터키 정부와 터키계 사이프러스의 독립 문제를 협의
한 뒤, 1983.11.15. 북부 사이프러스 터키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1983.11.18. UN 안보리는
그리스계 사이프러스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1983.11월 주한 그리스대사(동경 상주) 및 1984.1월 주한 터키대사는 각각 자국 입장 지지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

5. 터키와 터키계 사이프러스 간 대사 교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이프러스의 요청에 따라 1984.5.11.
개최된 UN 안보리는 터키계 사이프러스를 국가로 인정하지 말 것과 UN 사무총장의 중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6. 1984.8월 De Cuellar UN 사무총장은 양측 대표를 접촉하고 사이프러스 사태에 대한 중재안으로 양측
간 정치적 평등, 그리스와 터키 간 7:3의 권리로 양측 간 문제해결, 경계선의 재조정, UN 통제하에
니코시아 공항 재개 등을 골자로 하는 working points를 제안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UN 총회는 1983.5.13. 사이프러스 북부 주둔 터키 점령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비동맹 회원국

1547

1984.9월 이후 UN 사무총장의 중재로 양측 대표 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며, 1984.12.12. UN 사무
총장은 1985.1.17. 양측 간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며 정상회의 개최 사실만으로 회담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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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생 산 과

중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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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8 / 13 / 1~106(106p)

1984

도미니카공화국 정세, 1984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임.
1. 1984.4월말부터 IMF가 요구한 긴축정책의 실시로 인해 원유 및 생필품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4.24.
부터 5대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상가가 철시하고 공중교통 수단이 마비되는 한편 상점 약탈이
자행되는 폭동이 일어남.
4.26. 소강상태를 보일 때까지 50여 명 사망, 수백 명 부상, 5,000여 명 체포
4.30. Blanco 대통령은 사회복지성 신설, 근로자 봉급 인상, 의약품 공급 보장, 근로조건 개선 등

2. Blanco 대통령은 1984.5.24. 외채문제와 관련한 IMF와의 협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함.
동
 발표는 1984.4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의 외채상환 문제 공동대처를 위한
역내 국가 간 대화 제의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6.28. Blanco 대통령은 대외
경제관계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IMF와의 협의를 재개한다고 발표

3. 바하마 개최 CARICOM 정상회의는 1984.7.6.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 옵서버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발표함.
4. 도미니카 공화국은 1984.7.24. 루마니아, 7.27. 헝가리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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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

에콰도르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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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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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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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의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임.
1. 에콰도르 정부는 1984.1.26.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대사대리 급에서 대사 급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함.
2. 1984.1.29.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Borja 후보가 28.1%, 우파 Cordero 후보가 27.5%를
득표하였으며, 과반 득표 실패로 양 후보 간의 결선 2차 선거 결과, Cordero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1550

46.87:43.52%의 근소한 차이로 Borja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
주에콰도르대사는 신정부의 대외정책 및 경제정책은 큰 변동이 없으나, Borja 의원 지지 의원의
의회 과반수 점유로 정책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망

3. 1984.2월 Hurtado 대통령은 1984.1월 라틴아메리카 경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을 전두환 대통령에
게 전달함.
4. Hurtado 대통령은 1984.5.12.~20. 중국(구 중공)을 방문, 등소평, 이선념, 조자양 등 중국 지도자들을
면담하고 양국 간 교역 증대 등 경제협력 문제와 남남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5. Cordero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이 1984.8.10. 거행되었으며, 대통령의 취임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음.
평화 유지, 공공도덕 확립, 국가경제 재건
외세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가 주권 존중을 통한 세계 평화
테러리즘 배격 및 인권 보호
외채 상환 재협상 및 외국 자본에의 개방
시장경제 유지

6. 1984.10월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선출한 15명의 대법관 및 1명의 교체 대법관을 여당 및 행정부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와 의회 간 대립이 수개월간 지속되는 정치적 혼란이 야기된바, 양측 간의
협상 끝에 1984.12.14. 야당 측이 의회 선출 대법관의 전원 사임과 12.19. 특별 회기에서 대법관 재선
출 시 여당에 4명 대법관 자리를 양보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봉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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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생 산 과

중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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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이집트 정세, 1984

이집트의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임.
1. 미국 국방성은 1984.1.27. 아랍 세계 온건국(사우디, 이집트 등) 지원을 통한 친소세력(리비아, 남예멘,
에티오피아, 시리아 등)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집트에 9,600만 달러 상당의 스패로우 지대공 미사일
424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의회에 통보함.

모로코, 프랑스, 미국을 방문함.
아프리카 4국과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 아랍권 내 고립 현상 탈피 도모
모로코와 국교 재수립 합의 및 이집트의 이슬람 기구 재가입 문제 협의
프랑스와 중동 평화 문제 협의
미
 국에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미·요르단·이집트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철수 문제, 팔레스타인 장래문제 등 중동평화에 관해 협의

3.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1984.4.1. 기자회견에서 소련과의 관계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4.16. 소련 외무성 중동국장이 이집트를 방문하고 양국 관계 회복, 중동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이
 와 관련, 주카이로총영사는 아랍권 복귀, 중동 평화 문제에 관한 발언권 강화를 노리는 이집
트로서는 소련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분석

4.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1984.7.11. 이집트를 방문하고, 중동전, 팔레스타인 문제, 차드 사태 등에
대해 협의함.
5. 무바라크 대통령은 1984.7.16. Kamal Hassan Ali를 수상대리 겸 외상으로 하는 신내각을 발표함.
1984.5월 총선에서의 집권당의 압승 및 6월 초 모헤딘 수상의 서거 이후 신내각 발족이 예상되
어 온 상황

6. 1984.10.2. 이집트 의회는 1972.1.1. 결성된 이집트·리비아·시리아 간 아랍공화국 연방에서 탈퇴할
것을 결의함.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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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1984.1.31.~2.15. 자이레, 케냐, 소말리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4국과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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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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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 및 한국의 참관인 파견 관련 내용임.
1. 대통령 선거 실시 배경
1982.3월 제헌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Magana 대통령이 이끄는 연립정권의 출범 조건이
직접선거에 의한 신정부 구성 시까지 집권하는 것이었는바, 연립정권의 취약성 및 극우파와
중도 온건 세력 간 대립으로 인한 정정 불안으로 선거 실시 필요성이 고조됨.
1552

- 미국 정부도 좌익 게릴라에 의한 엘살바도르 정부의 전복을 방지하고 정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선거 실시를 희망
전문가들은 1차 선거에 8명의 후보가 경합하나, 결선에서는 중도좌파인 기민당의 Duarte 후보
와 극우파인 ARENA(민족주의공화연맹)의 D’
Aubuisson 후보가 대결할 것으로 전망

2. 1차 선거 결과
1984.3.25. 실시, 약 30개국 참관
행
 정 미비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 및 좌익 게릴라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등록 유권자 180만
명(총 유권자는 250만 명) 중 126만 명(70%)만 투표
D
Aubuisson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
 uarte 후보 및 D’

- Duarte 후보 43.4%, D’
Aubuisson 후보 29.7%, 국민화합당 Guerrero 후보 19.3% 획득

3. 2차 선거 결과
1984.5.6. 실시, 한국 포함 약 30개국 참관
1차 투표보다 순조롭게 실시되었으나 투표율(60%)은 1차 때보다 낮았으며, 전국 261개 지역
중 좌익 게릴라 장악 40개 지역에서 투표를 실시 불가
Aubuisson 후보(46%)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기민당 Duarte 후보가 54% 득표로 A’

- 한국 정부는 신정부가 좌익 게릴라와 대화를 시도할 것이나 우파의 반발 및 게릴라의 무력시위 계속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정국 안정과 내전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4. 한국 정부의 참관인 파견
엘살바도르 정부는 선거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한국을 포함, 60여 개국의 선거 참관인을 초청
한
 국은 1차 선거 시에는 참관단 파견의 선례가 없음을 이유로 조용하 주과테말라대사관 서기관을
정세조사를 목적으로만 파견하였으나, 2차 선거 시에는 엘살바도르 정부(외상)의 요청과 미국의
권유로 조 서기관을 선거 참관인 자격으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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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엘살바도르 정세, 1984

1. 1984.3월 주엘살바도르대사관은 주재국 정부가 공포한 신헌법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인권옹호 규정 및 국가 배상제도(국가의 도의적 책임 포함) 신설
복수 정당 정부체제(수개의 정당에 의해 정부 구성)
토지 사유제 인정

- 개인의 토지소유 한도 설정(1인 소유한도: 245헥타르)
- 농지의 경우 수세대가 공동으로 토지소유 가능

를 위해 세계 각국의 원조를 환영하나, 일방적 조건부 원조는 엘살바도르가 처한 제반문제 해결 능력
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수락치 않을 것이라고 말함.
5.24. 미 하원은 Duarte 대통령의 개혁추진 약속에 따라 62백만 달러의 대엘살바도르 추가
군사원조를 승인

3. 주엘살바도르대사관은 1984.6.19. 최근 주재국 정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당선된 Duarte의 중도세력은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공산 게릴라들도 Duarte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면서 선거를 통한 정권참여보다는 협상을 통한
연립정부 수립을 고집
Duarte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합정책을 쓰고 있으며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
책으로 민주주의 수호, 인권침해 방지, 부정 타도, 빈곤 퇴치, 불균등 시정 등을 선언
Duarte 정부는 좌경 게릴라를 소탕하고 폭력의 위험을 제거하는 과도적 정부의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Duarte 엘살바도르 대통령 당선자는 1984.5.24. 미국 방문 후 기자회견에서 엘살바도르의 헌정복귀

1553

에티오피아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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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984.3.20.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재국은 1984년 연초부터 북부 반정부 세력의 공세, 인접국가인 수단 및 소말리아와의 관계악
화, 계속되는 한발에 따른 경제난 등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2월초 수도에서 발생한 반정부 삐라 살포사건과 관련한 반혁명분자 18명 체포와 함께 국민
동원령으로 인한 18~30세까지의 인력 징집 등록 등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 요소로 작용
한·에티오피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주재국 고위층은 소비품목의 무상원조보
다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농업, 공업, 수산업 등 분야별 프로젝트에 대한 경협을 요청
1554

북한은 주재국에 현지어 연수생 30명, 공산당 창당 준비요원, 10주년 기념행사 준비요원 등
70여 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북한은 Goshu Wolde 외상의 방북을 추진 중

2.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주재국 멩기스투 의장의 1984.3.29.~31. 방소 결과를 아래와 같이 평가함.
멩기스투 의장은 에리트리아 반정부 세력에 대한 반격을 위해 소련의 군사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
소련은 에티오피아 측의 10개년 계획을 사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방소 시 동 계획
에 대한 소련의 지원은 미흡하였으며 국방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관측
공동성명서의 대부분을 차지한 국제정세 부문에서 소련은 남아공과 모잠비크, 앙골라 간의 관
계개선에 심한 반발을 표시

3.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4.6.14.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과 면담, Goshu Wolde 외상 방한 초청장을
전달한바, 동 국장은 유엔총회 참석 시기와 연계하여 방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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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핀란드 국내정세, 1984

1. 주핀란드대사관은 1984.4.10. 주재국 정세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현 정부는 1982.1.26. 당선된 사민당 출신 Koivisto 제9대 대통령과 1983.3.20.~21. 실시된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된 Sorsa 사민당 당수를 수상으로 하는 사민당, 중도당, 서전인당 및 농민당의
4개 정당 연립내각으로 구성
주재국은 핀란드·소련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를 기초로 하는 친소 중립정책을 대외정책의 기본
으로 하고 있으며 1962년의 북구협력조약, 유엔, 구주안보 협력회의를 통한 동서화해 및 협력실
현을 주요 외교정책으로 수립
인상을 주지 않으려 노력
주재국 재무성은 금년 중 4~5%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금년 상반기에 40억 핀 마르크의 출초가 추정되는바, 작년에 비해 무역흑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주핀란드 대사관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핀란드·소련 정상회담(1984.4.26.)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동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증진, 경제협력, 동서긴장, 군축, CSCE 과정 및 스톡홀름 군축회의,
북구 안보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
세계정세의 긴장상황에서도 핀란드·소 관계는 상이한 정치, 사회제도 국가 간에도 평화공존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
북구 안보문제와 관련, 소련은 북구 비핵지대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감지

155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남북한 관계에 있어 주재국은 엄정 중립을 원칙으로 하고, 남북한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라는

프랑스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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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프랑스대사관은 미테랑 대통령의 1984.3.21.~3.28. 방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주요 일정: 정상회담, 슐츠 장관, IMF 이사장,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등
프랑스·미국 양국은 프랑스 사회당 집권 초기에 공산당 각료의 입각 및 주재국의 대중남미
정책등과 관련 다소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유로미사일배치 등 구주 안보 문제에 관하여
프랑스는 강경한 반소 정책을 취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호전

1556

2. 1984.6.17. 타임지는 1984년 중 프랑스의 대외 무기판매 수주액이 66.6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주요 거래대상국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이며 동 지역 내에서 프랑스는 소련에
이어 세계 2위의 무기수출국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

- 점유율: 소련 32.4%, 프랑스 28.2%, 미국 22.5%
프랑스의 무기생산 관련업체 종사자는 약 40만 명이며 1984년 무기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5%
를 차지

3. 미테랑 대통령은 1984.7.17. Mauroy 수상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 수상에 Laurent Fabius 공업연구상
을 임명함.
이번 내각 개편은 6.17. 구주의회 총선에서 참패한 사회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86년 하원 총선
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이번 내각은 16명으로 구성된바, 4명의 공산당 각료를 모두 제외하는 대신 사회당의 좌·우파
인사를 고루 영입하였으며, 쉐송 외상의 유임으로 대외정책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4. 프랑스 정부는 1984.12.7. 일부 개각을 단행, 쉐송 외상을 경질하고 그 후임에 롱랑·뒤마 유럽문제
담당상 및 정부대변인을 임명함.
외상 외에 사회문제담당상, 문화담당상, 소비담당상, 재무성 예산담당상 등도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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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가봉 정세, 1984

주가봉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가봉 정부는 1984.3.27. 일부 정부개편을 단행한바, 이번 개편에서 상업소비성, 국가감독성, 인적자원성
및 대국회관계성 등 4개 부처가 신설되었으며 7명의 인사가 신규입각, 2명의 각료가 면직되어 주재국
각료 수는 종전 35명에서 40명으로 증가함.
이번 개편은 수상, 부수상 및 주요 각료가 유임되고 일부 경제부처 책임자의 소폭 교체에 그친
점에 비추어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평가

수상은 귀로에 차드를 방문, 프랑스군 주둔지역을 시찰함.
3. Bongo 대통령은 1984.10.3.~6.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바, 이번 방문으로 가봉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Affaires Africaine 책자 문제로 야기된 양국 간의 소원한 관계는 해소됨.
아프리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의 가봉 내 건설문제, 양국 간 군사협력문제 등이 협의
다만, 현재 900명 정도 파견되어 있는 프랑스의 협력요원(Cooperants)은 1986년까지 100여
명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양해

4. 가봉 정부의 제5차 5개년 계획 개요는 아래와 같음.
실시 시기: 1984~88년
중점 추진사업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 농촌 개발
5대 기본정책

- 자유경제 체제 유지
- 대외개방 경제 확대
- 부아 관세동맹 및 중부아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간 협력 강화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Mauroy 프랑스 수상은 1984.3.31.~4.2. 가봉을 공식 방문, 양국 관계 전반에 관해 협의하고 모로아

1557

동독·서독 관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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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대사관이 동·서독 관계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3.11월 퍼싱 II 핵미사일의 서독 배치를 전후하여, 동독 측은 동 미사일이 철회되지 않는 한 양독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천명함.
그러나,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개선으로 얻는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수호해야 되는 국내경제
사정으로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은 연내 동독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
1558

동독은 폴란드 사태 이후 사회 불안의 자국 내 확산을 우려하여 양독 국경을 사실상 폐쇄한 점
등에 비추어 동독의 대서독 유화적 태도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

2. 서독은 1984.7.25. 각의에서 연리 1%의 저리차관 9.5억 마르크의 동독 제공을 결의하고 1984.8.1.
동독은 동·서독 간 인적교류 제한을 완화함.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서독, 영국, 이탈리아 배치 및 소련의 SS-21 미사일 동독, 체코 배치로
양진영 최전선에 위치한 양독에서는 독일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코자 하는 공동운명체 의식이
고조(서독 녹색당 출현 및 동독 내 일부 평화운동)
소련은 동·서독 관계개선의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과도하게 진행되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동독이 자국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을 우려
동독은 경제문제 타개를 위해 소련의 불만에도 불구, 서독과의 경제협력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바, 앞으로 소련이 자국 지도층 내 존재하는 이견을 어떤 방향으로 해소하여 동독 지도층에 대
해 간섭을 시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예상

3. 주서독 동독 상주대표부는 1984.9.4. 호네커 동독 서기장의 서독 방문 취소를 발표함.
이번 취소는 동구권의 결속이완을 우려하는 소련의 압력에 따른 굴복
그러나, 동·서독 간 현 수준의 교류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이번 조치는 방문 계획 자체의
무효화가 아닌 방문 연기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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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독일 정세, 1983-84

주독대사관이 1983~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3.3.6. 실시된 서독연방 하원선거 결과 여당인 기민·기사 동맹(수상 후보: 헬무트 콜 현 수상) 및
자민당이 하원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 계속 집권 가능케 됨.
신정부는 대미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EC 통합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
신정부는 북한 불승인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앞으로 신정부와 관계 강화를
위해 정상외교, 경제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

회담을 가짐.
핵무기 배치 관련, 양측은 금년 말까지 유로미사일 배치문제에 동·서 양 진영이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제네바 군축회담에서의 해결책 추구 노력을 계속한다는 원칙에 합의
경협 관련, 양측은 시베리아 천연가스 수송관 부설공사에의 참가확대와 총 공사비 400억 마르
크 규모의 시베리아 탄전개발 참여문제에 기본적으로 합의

3. 콜 서독 수상은 1983.10.31.~11.4. 일본을 방문, 나카소네 일본 수상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
명을 발표함.
이번 방문은 일·서독 간 기존 유대관계 및 쌍무협력을 일층 공고히 하면서 일·EC 간 무역
분쟁의 조기해결을 촉진시키는 계기
세계 경제대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추세 배제 노력 등을 확인함으로써 국제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4. 서독 검찰은 1983.11.29. Lambsdorff 경제상을 수뢰 혐의로 기소, 하원의원의 특권 면제를 요청함.
1977~79년 Flick 그룹의 세금 포탈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
1973년 기민당 당수직 포기 대가로 Flick 그룹으로부터 56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독 Barzel 연방 하원의장이 1984.10.25. 사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헬무트 콜 서독 수상은 1983.7.4.~7. 소련을 공식 방문, 안드로포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2차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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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정세, 1984

| 84-137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4-99 / 9 / 1~92(92p)

주가나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Fritts 주가나 미국대사는 1984.1.16. 가나 정부에 대하여 미국이 1,600만 달러의 신규 원조를 제공키로
하였음을 통보함.
동 원조는 긴급 식량원조 및 이미 양국 간 승인된 곡물 및 식용유의 480만 달러 상당에 대한
추가원조이며 동 긴급 원조액은 서부아 6개국에 대한 원조의 일부분인바, 가나 배당은 전체의
1560

42% 해당
프로젝트 원조 자금은 일부 가나 종자 회사의 개발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과학 및 기술
개발 사업에 투입될 예정

2. 로링스 가나 대통령은 1984.2.10.~12.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를 방문한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
을 발표함.
양국 혼성 협력위 1차 회의 성과 자축
CEDEAO 기능 강화
OAU 분열 개탄, 아프리카 단결의 첩경은 반제 투쟁 혁명임을 확인
역내 분쟁에 외세 개입 배제
인종차별 비난, SWAPO 주도하 나미비아 독립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주장에 연대감

3. Asamoah 가나 외상은 1984.8.22.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행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나는 이념적 고려와 관계없이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동·서독, 남·북한
과 공히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언급
그러나, 인종차별 정책과 나미비아 식민정책을 쓰고 있는 남아공화국과 같은 정부와의 외교관
계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나는 강대국 간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동맹정책을 지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창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개도국 자본 독점의 비정상적 상태의 완화
를 지지하고 77그룹에 전적으로 참여
이스라엘과 관계 재개 의사는 없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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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그레나다 정세, 1984

1. 주바베이도스대사관이 1984년도 겸임국 그레나다의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함.
헌법상 15개 선거구 공천 마감일은 1984.11.9.인바, 신국민당(NNP) 및 그레나다연합노동당
(GULP)은 각각 후보자를 모두 결정, 선거 운동에 돌입
중도 연합정당인 신국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나 아직 확실한 전망은
시기상조
신국민당은 정당 간 일시적인 연합이 아니라 블레이즈(Blaize)를 중심으로 한 단일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청년회, 부녀회 조직을 통해 저변지지 세력 확보에 치중
실시, 의원 자격을 확보한 후 당 대회에서 지도권 확인을 통해 수상 취임이 가능

2. 외무부는 1984.12.5. 그레나다 총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그레나다의 민정 이양을 위해 1984.12.3. 실시된 총선 결과, 3개의 중도정당 연합인 신국민당이
극우성향의 그레나다연합노동당과 좌경 모리스 비숍 애국노동당(MBPM)을 물리치고 압승
그레나다는 책임 내각제 국가로서 허버트 블레이즈 신국민당 당수가 수상에 취임할 예정인바,
12월중 내각을 구성하고 명년 1월경 의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
신정부는 대내적으로 국민단합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친서방 외교정책에
입각, 과거 좌익 혁명정권에 의해 실추된 국가 이미지 개선과 파탄 직전의 경제 재건을 위한
대서방국 경제원조 획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이번 그레나다의 친서방 정부수립으로 카리브 역내 좌경세력이 퇴조하고 동 카리브의 도서제국
간 대외적인 단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156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그레나다연합노동당은 선거에 승리할 경우 게이리(Gairy) 전 수상은 총독 취임 또는 보궐선거를

기니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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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세네갈, 주프랑스 대사를 비롯한 각 재외공관에서는 1984.3.28. Sekou Toure 기니 대통령이 3.27.
미국 오하이오 주 Cleveland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1984.3.30. Sekou Toure 대통령 사후 기니 정세를 아래와 같이 전망함.
집권층 내부의 권력투쟁, 해외 반정부 세력의 활동 및 종족 간 암투 등 복합적 요소로 상당기
간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될 전망
1562

장차 Toure 씨족과 해외에서 기니 민족해방전선을 결성, 투쟁 중인 반Toure 세력 간의 대립,
Toure 정권에서 소외된 Fullah족의 불만 등 종족 간 알력 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
신정권 수립 후 우선적인 문제는 경제건설이 될 것인바, 이를 위해 서방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
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니와의 관계개선 전망은 보다 밝아질 것으로 예상

3. 1984.4월 외무부는 기니 군사쿠데타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1984.4.3. 기니에서 무혈 쿠데타가 발생, 헌법 정지, 기니 민주당 해체 및 국회를 해산하고 군사
재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권을 장악
군사 재건위는 Toure 대통령의 무자비한 독재정치와 대통령 친족일파의 부정부패를 비난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겠다고 발표
기니는 사회주의 경제정책 실패로 70년대 후반 이후 대서방 온건정책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여
온바, 신군부도 이러한 대외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전망
1984.4.5. 기니 군사재건위원회는 동 위원회 위원장인 란사나 콘테 대령을 대통령으로, 동 위원
회 제2인자인 디아라 트라오레 대령을 수상으로 선출
군사정권은 구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부터의 탈피와 자유경제체제 도입을 시사하고 있고
모든 국가와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천명

4. Sekou Toure 전 대통령 아들인 Mohamed Toure는 1984.6.5. 주스페인 한국대사관을 방문, 정치망명을
요청함.
상기 망명요청에 대해 주스페인대사관은 마드리드 소재 국제난민기구를 방문토록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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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세, 1976-84

주그리스대사관이 1976~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미국, 그리스 양국 외상은 1976.4.15. 워싱턴에서 1975.2월부터 난항을 거듭해 온 신방위협정 초안에
가조인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그리스는 자국 내 4개 미군기지의 존속 허용
미국은 향후 4년간 7억 달러 군원 제공
그리스 내 미군기지에 대한 그리스의 주권행사 인정
로 인한 NATO 방위체제 약화를 피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크게 반영된 것

2. 그리스 정부는 1983.5.10. 미 공군 상사 1명이 아테네 공항 미군기지에서 Papandreou 수상을 모욕했
다는 혐의로 10일 내 출국토록 추방 조치하여 미 대사관은 동 사병을 출국시킴.
미군기지 내 고용된 1,600여 명의 그리스인은 1983.5.18.부터 3일간 근로조건 향상, 작업안전
및 불법적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인의 해고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단행
동 파업 중 미 공군 병사가 그리스 국기를 찢어 국가의 상징을 모욕했다고 주장하여 주재국
재판에 회부

3. 레지날드 바토로뮤 미 특사와 야니스 캅시스 그리스 외무차관은 1983.7.15. 아테네에서 신 군사기지
협정을 체결함.
동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1984.1.1.~1988.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17개월 내 그리스 내
미군기지 완전철수
비상사태 시 미군기지의 작전 통제권은 그리스 측이 관장
그리스 주둔 미군에 대한 치외법권 폐지
이번 협정체결로 그리스는 자국 내 미군기지의 철수기한 설정, 미국의 대규모 원조 확보, 유사시
미군기지에 대한 작전통제권 확보 등‘파판드로우’정권의 기지협상 목표를 대부분 관철시킨
상황

156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이번 협정은 미국의 대폭적인 양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관계악화의 장기화

과테말라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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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과테말라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주재국 Mejie 국가수반은 1984.1.20. 선거법이 정식 발효되었으므로 향후 동 선거법의 수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제헌의회는 임시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Mejie 국가수반은 군부에게 정변 구실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85년 상반기 총선거, 1985.7.1.
민선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수차례 약속
1564

인권문제로 인한 미국의 경제, 군사원조가 감소되고 국민의 대정부 불만이 누적될 경우, 새로운
쿠데타 등 정세급변 가능성이 상존

2. 주재국은 1984.7.1. 250만 명의 유권자가 88명의 제헌의회 의원을 선출할 예정임.
17개 정당과 3개 민간 선거인단이 경합 중인바, 각 정당은 군부 및 민방위 대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주재국 정부는 이번 선거에 중립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좌익 게릴라에 대해서는 선거교란
행위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 협상을 거부

3. 1984.7.6. 비공식 집계 결과 기민당(중도) 22석, 국민중도연합(중도) 22석, 국민해방운동(극우) 21석,
혁명당(중도좌파) 10석, 국민개혁당 5석, 입헌민주당 5석, 기타 3석임.
전통적으로 군부세력이 지배해온 주재국 정치에 중도세력이 의외로 크게 부상한 반면 극우파는
제3당의 위치에 머문 상황
Mejia 국가수반은 이번 선거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명년 8월 민선 정부에의 정권 이양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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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홍콩 장래문제 관련 한국의 입장 및 대책,
1984

1. 외무부는 1984.8.17. 홍콩 장래문제와 관련, 그간 영국·중국 간에 진행되어 온 협상의 경위 및 전망과
이에 따른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1982.9월 영국 대처 수상 방중 시 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래 현재까지 20차의 회담이 개최된바,
그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97년 홍콩에 대한 주권 및 통치권 이양
- 1997년 이후 50년간 홍콩의 현행 경제사회제도 유지
중국은 홍콩을 현대화 달성의 대외창구로 활용키 위해 홍콩의 번영과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으므로

2. 외무부는 1984.9.14. 홍콩 장래문제 대책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자료를 작성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홍콩에서의 한국의 지위문제와 관련, 중국 측은 향후 양국 간 관계증진 여하에 따라 보다 긍정
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중국 세에 편승한 북한의 홍콩진출이 외교, 경제, 교민
등 제 분야에서 한국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한국 외교의 기본방향은 홍콩 내 한국의 존재근거 강화로 현 총영사관 유지 등 기득권을 최대
한 확보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홍콩을 대중국 진출거점으로 확보, 수교기반 조성과 북한책동
견제활동을 병행
코리아센터 건물을 신규 구입하여 홍콩 내 한국의 존재근거를 강화하고 공관 등 기존이익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 건물에 한국 상품전시장 및 백화점 등을 설치, 운영하여
대중국 경제활동의 센터로도 활용

3. 외무부는 홍콩 장래에 관한 협정이 1984.12.18.~20. 중국을 방문한 대처 영국 수상과 조자양 중국 총
리 간에 12.19. 정식 서명되었음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동 협정은 1984.9.26. 영국·중국 간에 가서명된 후 영국은 12월 초 상·하 양원의 승인을 득하
였으며 중국은 11.15.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구득
이번 협정 타결은 역사적 불평등 조약의 철폐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강화와 아울러 중국
통일전략의 일환인 1국2체제를 주장한 등소평체제의 공고화에 기여
한국 공관의 지위문제는 한·중국 관계가 국가 미승인 단계에 있으므로 비정부기관으로서만
인정 가능한바, 준정부 기관의 지위 여부는 금후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 진전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고

156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홍콩 접수 후 외교, 국방 이외의 제반 분야에서 홍콩의 자치를 폭넓게 인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홍콩의 장래문제, 1984. 전2권. V.1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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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4.3.26. 홍콩 장래에 관한 영국·중국(구 중공) 회담 경과 및 최근 동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영국과 중국은 신계지 조차 만료기한(1997.6.30.) 도래에 대비, 1982.9월 대처 수상 방중 시
홍콩 장래문제를 외교경로를 통한 협상에 의해 해결키로 합의
1982.10월~1983.2월 1단계 회담에 이어 1983.7월~1984.3월 2단계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협상내용은 공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최근 회담에서 중국이 주권과 행정권을 회수하는 대신 1997년 이후 50년간 현 행정제도의 유지
약속 등 기본적인 문제에는 이미 합의에 도달하고 법규, 경제, 금융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1566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2. Howe 영국 외상은 1984.4.20. 홍콩 입법위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홍콩 장래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함(주홍콩총영사관 보고).
영국은 1997년 이후에는 홍콩에 대한 주권과 행정권을 이양
중국 정부도 홍콩의 특수성을 감안, 사회, 경제체제, 생활방식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
따라서, 1997년 이후 홍콩이 중국의 주권하에 고도의 자치제를 갖고 현행 제도의 기본적인
것들과 생활방식을 계속하도록 하는 구체적 협정 체결을 교섭

3. 외무부는 1984.10.2. 홍콩 장래에 관한 협정 가조인 내용 및 평가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홍콩 장래에 관한 영·중국 간 협정은 1984.9.26. 북경에서 가조인되었으며, 연내 양국 의회의
비준을 득하는 대로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
협정은 8개 조항의 공동선언문과 3개 부속문서 및 교환각서로 구성
협정은 1997.7월 홍콩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의 이양, 향후 50년간 외교, 국방 이외의 제분야에
서 고도의 자치권 인정 및 현행 경제, 사회체제의 유지 등을 분야별로 상세히 규정
동 협정은 중국이 표명하고 있는 1국2체제의 통일전략을 염두에 두고 홍콩을 고도의 자치령으
로 규정

4. 중국·영국 양국 정부의 홍콩 장래에 관한 협정초안(국문 번역문), 부속문서, 각서가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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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홍콩의 장래문제, 1984. 전2권. V.2 언론보도

1. 1984.9.26. 런던 발 Reuter 통신은 1997년 중국의 홍콩 접수에 관한 영국·중국(구 중공) 협정이 공동
선언의 형식으로 북경에서 가서명되었다고 보도함.
분석가들은 동 공동선언은 영국·중국 외교의 영광이며, 중국의 지위향상, 대만(구 자유중국)의
장래를 위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
영국 내에서는 이번 홍콩 해결의 교훈을 통해, 스페인 및 아르헨티나와 각각 영유권 분쟁이
걸려 있는 지브롤터 및 포클랜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
금후 홍콩은 1국가 2체제를 표방하는 중국 통일정책의 척도인바,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중국 내 자본주의체제는 홍콩 접수 후 50년에 더하여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

2. 1984.12.19. 북경 발 외신들은 조자양 중국 수상과 대처 영국 수상이 북경에서 1997.7.1. 중국의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과 홍콩 반환 후 50년간 홍콩의 현 자본주의제도와 생활방식 유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홍
콩 반환협정에 정식 조인하였다고 보도함.
대처 수상은 이번 협정은 국제외교의 획기적인 사건이며 동 협정 조인으로 홍콩은 세계의 무역
및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았다고 언급
이번 협정의 특징은 1997.7.1. 이후 홍콩의 국방과 외교는 중국이 관장하되 홍콩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자치정부가 50년간 홍콩을 통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홍콩 주민들의 불안을 극소화
시켰으며, 홍콩이 외국과 경제관계를 수립할 수 있고 홍콩 내 외국인의 경제적 이익을 배려하
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가의 동요를 방지하는 데 주력

3. 홍콩의 장래문제와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외신보도 내용이 다수 첨부되어 있음.

156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한 중국의 열성은 영국의 기대 이상이며 만약 중국이 홍콩 방식으로 대만도 접수할 경우,

온두라스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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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온두라스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2.1.27. Cordova 대통령 취임 후, 현 자유당 정권과 Paz Garcia 장군의 군부와의 불화로 군사혁명
가능성이 계속 유포되어 왔으나 심각한 대립상은 보이지 않고 있음.
온 두라스·미국 양국 간의 합동 군사훈련은 1954년 상호방위 협정에 의거, 1983.9.1.
~1984.2.28. 6개월간 실시될 예정
1568

2. 온두라스 군사령관인 Alvarez 준장을 위시한 대부분의 군부 인사가 친미주의자로 향후 미국의 군 장비
지원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민주선거에 의해 선출된 Cordova 정부에 대하여만 원조명분이 서는
상태이므로 이것이 군부 쿠데타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3. Cordova 온두라스 대통령은 1984.3.31. 군부 최고 실력자인 Gustavo Alvarez 3군사령관을 국외(코스
타리카)로 전격 추방하고, 거의 전군 수뇌부를 해임 조치함.
군부는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에 대한 강경정책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성향의 Cordova
대통령의 온건한 정책에 불만을 표명
Cordova 대통령이 그의 국군 통수권을 발동하여 강력한 압력 세력이었던 군부요인을 대거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그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합동 기동 연습 중인 미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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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인도 정세, 1984

주인도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인도 정부군은 1984.6.5.~6. 시크교도의 최고사원인 앙리스차 소재 황금사원에 진입, 다수 시크교도들
을 체포함.
이번 사태로 정부군 83명, 시크교도 249명이 사망하고 부상 248명, 구속 1,592명으로 추정
간디 수상은 이번 과격 시크교도 진압으로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의 지지를 확보, 내년 1월 예정
된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
국내 시크교도에 의한 계속적인 테러행위 등이 치안유지에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2. R. Venkataraman 전 국방상이 1984.8.22. 인도 제8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8.30. 취임 예정임.
Venkataraman 부통령 당선자는 집권당 Cong(I)당 지명 부통령 후보로 결정되어 1984.8.2. 부분
개각 시 국방상직을 사임

3. 라지브 간디 수상은 1984.11.4. Sethi 기획상을 제외한 연방각료 전원을 종래 직책대로 재임명하고
외상은 종전대로 수상이 겸임하며 기획성은 Rao 내무상이 당분간 겸임하게 됨.
이번 조치로 각료회의는 수상, 연방각료 13명, 국무상 17명, 부장관 11명 등 49명으로 구성

4. 종래의 관례를 무시하고 수명의 핵심각료가 라지브 간디를 신임 수상 및 집권당 지도자로 추대하여
대통령이 전격 임명함.
총선은 금년 말 내지 내년 1월 초 실시될 예정이며 집권당이 당초 예상과 달리 과반수 확보가
전망
신진세력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구할 경우, 한국과의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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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국, 캐나다 등지에 거주하는 극렬 시크교도들의 인도 고위층 암살 음모 가능성과

인도 총선거, 1984-85

| 84-1385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4-100 / 4 / 1~68(68p)

주인도대사관이 제8대 인도 총선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제8대 인도 총선이 펀잡 및 아쌈주를 제외한 20개 주 및 9개 직할시에서 1984.12.24. 및 12.27. 실시될
예정임.
이번 선거는 1984.10.31. 간디 수상이 시크 경호원에 의해 살해됨에 따라 라지브 간디가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하였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라지브 간디 수상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1570

조기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당초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거를 실시
이번 총선에서 Cong(I)이 최소한 3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각지에서의 Cong(I)
지지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2/3를 넘는 사상 최대의 압승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2. 인도에서 실시된 제8대 하원의원 총선에서 현 라지브 간디 수상이 이끄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회당이
392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둠.
고 인디라 간디 수상 서거로 인한 정치적 및 사회적 혼란을 경험한 인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단결과 조속한 안정을 기대하여 집권여당을 지지한 것으로 평가
신정부는 전통적인 비동맹 중립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종래의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견지할 것이나, 한국과의 우호협력 증진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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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인도네시아 정세, 1984

1.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는 1984.4.19. 목타르 인도네시아 외상의 소련 방문(4.1.~3.) 의의를 아
래와 같이 분석, 보도함.
1979년 크리앙사크 태국 수상의 방소 이후 목타르 외상이 아세안의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소련
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문제 해결에 대한 소련의 지지를 요청
그러나, 소련이 캄보디아 문제에 관하여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을지는 극히 의심스러우며 이런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대소 접촉을 통한 캄보디아 문제해결 시도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그로미코는 목타르의 인도네시아 방문초청을 수락하면서 자신의 방문에 앞서 카피차 아시아담당

2.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4.5.15. 부시 미 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5.10.~12.)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중국(구 중공) 간 핵 협력 및 무역 증대가 미국·아세안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핵 지원이 전적으로 평화 목적에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일본, 아세안,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아세안은 미국의 3대 교역
대상임을 상기
미국은 소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상호교역, 문화, 교육협력, 관계강화를 통해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결의와 약속을 찬양

3.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4.6.20. 주재국이 정당법, 선거법, 사회단체법, 국민협의회 및 국회구성법,
국민투표법 등 5개 법안을 개정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이번 법안 중 특히 주목할 점은 각 정치 및 사회단체법에 판차실라를 단일 이념으로 명문화한
점과 국회 의석 증가 및 동 증가의석 중 군인 25석, 민간인 15석이 증가한 점
이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은퇴 또는 재선 등 어느 경우에도 예상될 수 있는 사회적 불안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
국회의원 수 증가는 인구 증가에 비례한 자연적인 증가인 동시에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참정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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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상을 먼저 파견할 뜻을 시사

이라크 정세,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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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그다드총영사관이 1982~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시리아 내무성은 1984.4.8. 성명을 발표, 시리아와 이라크 간 600km에 달하는 국경이 즉각 폐쇄되며
쌍방 자국으로 귀국할 국민들을 위하여 4.20. 22:00까지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함.
시리아 측에 의하면 이라크는 그동안 계속하여 태업분자 및 무기를 시리아 내에 침투시켜 국내
정세를 불안케 하였으며 이번 폐쇄조치는 이러한 침투를 근절키 위하여 취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1572

설명
4.10. 이라크 석유성은 성명을 발표, 이번 시리아 측의 조치는 국민들이 현 정부에 반대하여
봉기하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고 아랍 민족주의를 등지고 페르시아를 도우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난

2. 최근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드 무장집단 중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하여 온 PUK(Patriotic Union
of Kurdistan)의 Talabani와 협상을 개시, 쿠르드 측이 7만 병력을 조직, 쿠르드 지역 방어를 전담토록
하는 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옴.
그러나, 상기 협정은 PUK가 KDP(Kurdish Democratic Party)를 완전히 제압할 경우에만 실효가
있을 것인바, 쿠르드인들의 양당에 대한 지지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
PUK 측이 KDP 측을 제압, 중앙정부에 협력하고자 하더라도 동 협정 이행을 둘러싼 상호 의혹
과 불신이 강력히 작용할 것이므로 동 협정의 전쟁기간 중 존속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

3. 이란 측은 이라크군이 장악하고 있는 실지를 회복함과 동시에 주 전선을 이라크령 내부로 서서히
이동시킴으로써 전쟁의 장기화를 도모, 이라크에 정치·경제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라크 내부의
반 후세인 세력 봉기를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이라크는 1984.10.25. 이래 중단되었던 대이란 해상공격을 재개, 이란이 종전을 수락토록 압력
을 가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통상, 경제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통상관계 단절 압력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

| 84-138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4-100 / 7 / 1~106(106p)

1984

이탈리아 정세, 1984

주이탈리아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Craxi 내각은 1983.8월 출범 후 과감한 대내외 정책 추진과 1983.6월 총선 이후 다른 정치적 대안을 찾
지 못하고 있는 기민당의 강력한 지지로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1984.5.10. 야기된 사민당 서기장 Longo의 P2 사건 연계 스캔들은 Craxi 주도의 현 연립내각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으며 연립정당 간 불화가 점증하고 있어 동 사건은 출범 10개월인 Craxi
내각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주재국은 그간 서구의 핵 감축 협상 재개와 관련,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미국 등 서방국을 대변, INF 협상재개를 위한 대소 중재역할을 수행

2. 상원에서 1984.10.30. 공산당이 제출한 Andreotti 외상 불신임 결의안이 공개투표결과 반대 177, 찬성
98로 부결됨.
Visentini 재무상이 제출한 Visentini 법안(중소상인에 대한 세금부과를 현재 신고소득에서 판매
액으로 변경하는 법안)과 관련, 이 법안에 반대하는 중소상인들은 10.24. 전국적인 반대 파업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바, 이 법안 통과로 반대 이익을 보는 노동자 및 봉급자들은
찬성하는 등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
상기 두 사건을 둘러싸고 현 연정 5당 내 불협화음이 노정되고 있으나, 기민당 및 사회당을
비롯한 각 당이 현 연정 붕괴를 원치 않고 있음에 따라 Craxi 수상 정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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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xi 수상과 바티칸 Secretary of State인 Casaroli는 1984.2.19. Concordato 신조약에 서명

코트디부아르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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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트티부아르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주재국의 주 수입원인 커피(생산량 세계 3위) 및 코코아(생산량 세계 1위)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주재국
은 4, 5년 전부터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
경제난 극복을 위해 주재국은 주요 공공 건설사업의 중단, 국가 행사의 축소 거행, 각종 국제회의
참여 횟수 및 규모 축소, 국영기업체의 경영 합리화 및 민영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1574

있음.
1983.12.18. 주재국은 Paris Club 및 London Club에 외채 상환 연기를 정식으로 신청

2. 중국(구 중공) 인민일보 기자 3명이 주재국을 방문(1984.1.5.부터 10일간)한바, 주재국 대통령은 동 기자
접견 시 코트디부아르의 진정한 중립주의 정책은 국내평화, 아프리카제국 간 평화 및 아프리카와 비아
프리카제국 간의 평화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기 3가지 평화가 아직 이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주재국은 반공주의 국가가 아니며 상호존중, 신뢰 및 결속에 근거한 협력관계를 중시
1.18. 주재국 대통령은 Amoakon Theiemele 전 상무상을 주중국대사에 임명
2.23. Zhu Chenghai 주코트디부아르 초대 중국대사는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

3. 프랑스와의 방위협정(1962년 체결)에 따라 매 2년마다 실시되는 프랑스·코트디부아르 합동 군사훈
련이 Comoe 84라는 이름으로 1984.11.23.~30. 주재국 동부 국경지대에서 실시될 예정임.
프랑스는 이번 훈련을 통하여 최근 차드에서와 같이 확고한 결의로 우방국들에 대한 협정상의
방위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코트디부아르 외에도 세네갈, 가봉, 중앙아프리카, 차드 등 구 프랑스령 식민지 국가들과 방위
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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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일본 자민당 총재선 및 제3차 나카소네 내각
발족, 1984

일본 자민당 총재 선출 및 제2차, 제3차 나카소네 내각 발족에 관해 주일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3.12월 제2차 나카소네 내각 발족 후 비교적 안정된 정국을 운영 중임. 그러나, 신자유구락부연합
으로 국회 안정다수를 확보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여·야 백중 인식이므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하면서 협력을 얻어야 하는지가 문제임.
할 경우, 뉴 리더와의 경쟁가열 등 경우에 따라서는 총재선 전 국회해산 가능성도 내재
대외 정책의 기본은 불변인바, 미국과의 관계를 기축으로 한 서방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적극
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할 것으로 예상

2. 1984.10.31. 나카소네 수상의 일본 자민당 총재 재선 및 제3차 나카소네 내각이 정식으로 출범함.
이번 선거의 특징은 파벌 간 협의에 의한 선출로서 역대 자민당 총재선 중 최초로 단일후보를
옹립하였으며 다나카 지원이 자민당 총재재선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다나카가 건재함을 재
확인
나카소네 수상은 금후 2년을 마지막 임기로 간주하고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 소신껏 대처해
나갈 것으로 예상
중의원 성립 후 2년이 되었으며 당내 결속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명년 내 국회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3. 일본 정계 뉴 리더의 등장과 이들에 대한 대책(1984.11.6. 주일대사관 보고)
나카소네 3차 내각의 특징은 당 3역과 내각에 그동안 일본 정계에서 뉴 리더로 지칭되어 오던
아베, 다케시다, 고오모토, 미야자와, 와다나베 등이 포진함으로써 2년 후 포스트 나카소네의
정권 경합 태세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 분석
1986년 차기 수상은 상기 5인 중에서 선출될 것이며 이들 대부분은 결국 수상 직을 맡거나
계속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감안, 이들에 대한 접촉활동을 점진적으로 강화함이 필요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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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화합 중시 및 중도 야당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야당과의 협력이 실패

일본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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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나카소네 수상의 당면과제는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하면서 협력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와 선거 후 자민당 개편 및 조각 과정에서 소외된 미야자와 씨의 반격 움직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가 하는 문제 등임.
다나카는 나카소네 재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미야
1576

자와는 당 간사장 직을 거치지 않고 총재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시간적으로도 너무 촉박
하다는 점 등으로 나카소네 수상의 재선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전망
일본의 ODA 실적은 1981년에 31.7억 달러로 전년대비 4.1%, 1982년에 31.2억 달러로 4.6% 감소
됨으로써 1983~85년 150억 달러, 연 평균 28%씩 증액해야 하나 현재의 재정 사정하에서 이의
달성은 극히 곤란한 상황

2. 아베 외상은 외교연설(1984.2.6.) 중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직접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관계제국의 노력에 의해 남·북 대화재개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함.
현재의 긴밀한 한일관계를 기초로 금후는 양국 간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다원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갈 생각
북한과는 경제, 문화 등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는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이며, 동시에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기대

3. 1984년 2월 초 나카소네 수상과 아베 외상은 국정연설 및 외교연설에서 미·일 관계를 기축으로 한
서방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대외정책 및 대한정책의 기본
에는 변화가 없음을 표명함.
한·일 양국관계는 1983.1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차원의 우호협력 관계의 기초가 구축
금후 양국은 정기 각료회의 및 외상회담을 비롯한 양국 간 협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의회 및
민간단체 간 교류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예정

4. 다케이리 요시카즈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공명당 대표단이 1984.10.7.~16. 중국(구 중공)을
방문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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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일본 총선 및 제2차 나카소네 내각 발족,
1983. 전2권. V.1 1-11월

1. 일본의 제13회 참의원 선거가 1983.6.26. 시행되어 임기 6년의 참의원 정원 252명의 반수인 126명이
재선되었음(주일대사관 보고).
투표율은 57%로 전후 최저를 기록한바, 쟁점 없는 선거전으로 유권자의 무관심이 주된 이유
선거 결과 자민당 68석(+4), 사회당 22석(-4), 공명 14석, 공산 7석, 민사 6석 등으로 자민당은
당초 목표인 63석을 상회하여 압승함으로써 참의원에서 절대다수를 확보
나카소네 수상은 자신의 재선을 위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다나카 1심판결 등 금후 정국 추이에 따라 참의원 해산문제를 신중히 고려할

2. 나카소네 수상은 1983.11.1. 다나카 전 수상의 의원직 사직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공전되고
있는 일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의원 연내 해산 의향을 표명함.
내주 초 나카소네 수상은 야당 당수회담 또는 간사장 회담 등을 통해 정국 타개 방침에 대한
형식상 양해를 요청한 후 중의원 해산조치를 취하여 연내 또는 예산 국회 개회 전인 내년 1월
에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

3. 나카소네 수상은 1983.11.12. 중참의원 의장에게 중의원의 연내 해산, 총선거 실시 방침을 밝혔음.
이번 선거는 야당의 정치윤리 대 나카소네 수상의 주요 대내외적 업적의 대결로 초점이 모아진
상황
자민당으로서는 다나카 사직문제로 다소 불리한 선거이나, 당내 각 파벌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선거이므로 자민당이 대패하지 않는 한 나카소네 수상의 재선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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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

일본 총선 및 제2차 나카소네 내각 발족,
1983. 전2권. V.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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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차 중의원 선거가 1983.12.18. 실시되어 정원 511명이 선출된바, 자민당은 단순 과반수 확보에 실
패하였으며 사회, 공명, 민사당은 의석수가 증가됨(주일대사관 보고).
자민당은 무소속 중 친자민당계 당선자 11명 중 9명을 영입하여 과반수를 확보하려 할 것이나
약체 내각으로 금후 국정운영상 애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
자민당 내 비주류의 반발도 예상되나, 나카소네 수상은 당면 당의 위기수습을 위한 단결을
호소하며 불사임 결의를 표명
1578

2. 1983.12.26. 일본 특별국회에서 제2차 나카소네 내각이 발족됨.
자민당은 12.18. 중의원 선거에서 단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여 무소속 영입 및 신자유구락부와
제휴하여 안정 다수인 267석을 확보
나카소네 수상은 참원 509표 중 265표, 중원 238표 중 131표를 각각 획득하여 수상에 재선
앞으로 자민당은 당내 화합을 중시하고 중도 야당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다나카 영향력 배제, 세대교체 추진 등을 통해 자민당 체질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12.27. 대통령 명의 나카소네 수상 앞 축전 전달

3. 전두환 대통령은 1984.1.5. 전화통화로 나카소네 수상에게 신내각 출범에 대한 축하인사 및 신년인사를
하였으며 나카소네 수상도 신년인사를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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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자메이카 정세, 1984

주자메이카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Glasspole 총독은 1984.5.10. 예산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에서 현 정부가 1980년도 GDP 17%의 정부예
산 적자를 감소, 1970년대 연평균 22%의 인플레를 9% 선으로 안정시켰다고 말함.
외교적으로는 동서 간의 긴장완화 노력 추구, 중미지역의 평화회복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Contadora 그룹 평화안과 키신저 위원단의 대중미 경제원조 계획안을 지지
경제정책의 기본은 1980년도의 경제회복 계획 및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생산증대, 수출증진 및

1579

고용증대를 기하는 것이며, 외환정책은 지금까지 보크사이트 수출에 의한 외환 의존을 감소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키고 관광산업, 농업개발 및 제조업 확충을 통한 외환수입을 증대하고 현재의 외환 경매 제도
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

2. Shearer 자메이카 외상은 1984.5.30. 하원에서 국제정세 관련, 정부의 입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국제사회는 지역분쟁의 확산, 군비 경쟁, 국제테러의 빈발 등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으며 국제기
구는 강대국의 거부권 행사, 각국의 비타협으로 무기력을 노정
서부사하라, 차드 및 남아프리카 지역분쟁은 유엔, OAU, 비동맹 등의 분쟁 해결노력을 외면하
고 있으며 나미비아에서는 인종차별 정책이 지속
아시아에서는 중국, 월맹의 적대관계가 캄푸치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
탄에서는 소련의 군사개입이 계속
한반도의 긴장고조 및 남북한 통일의 미결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

3. Seaga 자메이카 수상은 1984.9.19. 조기 총선 가능성을 부인하고 자신은 새로운 5년 임기를 위임
받았으므로 총선은 늦을 경우 1985.1.10.경 실시될 것이라고 언명함.
야당인 PNP는 총선요구를 강화하여 왔으나, 당장 선거에서 승리할 전망이 불확실하므로 내심
경제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여당의 인기가 최저로 떨어질 때까지 당분간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는
관측이 제기

케냐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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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냐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모이 케냐 대통령은 1984.12.12. 케냐 독립 21주년 기념일에 즈음한 연설문에서 KANU 당 지도하에
하나의 케냐 민족으로서의 단합을 강조함.
국가 생산성 제고 및 효율적이고 헌신적인 Civil Service를 강조하면서 최저 임금제와 공무원
복지 연합회 구성을 검토 지시
1580

대외정책으로 아프리카 제국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케냐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나미비아
독립지원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역설

2. 존조 전 헌정장관 비행조사 사면위는 그간 109일간의 증언청취, 사실심리를 종료하고 조사결과 보고
서를 1984.12월 모이 대통령에게 제출함.
존조의 친구와 사업 상대자는 존조의 지원하에 상당량의 무기를 나이로비에 보관하였으며 허가
되지 않은 고도의 통신장비를 설치

- 중앙화기국의 관계자는 존조의 지시에 따라 불법화기 수입을 알고 협조하였으나, 관계당국에 미보고
- 남아공 국민의 케냐 입국 및 체류를 도와줌으로써, 자국을 가상 적에 의한 정찰에 노출시켜 국가보안
에 해를 끼쳤다는 판단
모이 대통령, 존조 사면 조치

- 모이 대통령은 12.12. 국경일을 기하여 사면위의 조사 결과 존조의 비행 대부분이 확인되었으나, 동인
의 나이와 그간 공인으로서의 공적을 감안하여 사면한다고 발표
- 상기 사면조치는 국민적 단합과 민심수습, 특히 존조 지지 일부 키쿠유 부족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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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레바논 정세, 1984

주레바논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레바논 동부 베이루트에 체류하고 있던 기능공 19명 등 한국인 20명은 1984.2.10. 전원 무사히 철수
중임.
서부 베이루트에 있던 공관원 및 가족 등 21명도 미군 수송선에 승선하여 사이프러스로 철수

2. 1984.3.5. 제마엘 레바논 대통령이 시리아 및 반정부 회교지도자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스라엘-레바논
이스라엘은 철군협정 폐기를 계기로 자국안보를 위해 남부 레바논 계속 주둔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어 앞으로 레바논을 둘러싼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긴장상태가 가일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

3. 1984.6.23. 각의에서 베이루트 지역 통합 안보계획이 채택됨에 따라, 기독교·회교도 민병대가 베이
루트 시내에서의 군복 착용, 무기 휴대 금지령이 발표되고 민병대원들이 노상으로부터 철수함.
동 안보계획의 이행으로 베이루트 지역은 치안이 확보되는 등 평온을 유지하고 있으나, 레바논
사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유보한 채 불안 속의 안정이라는 82년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전
과 유사한 상황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

4. 안보리는 1984.9.6. 남부 레바논 등 이스라엘 점령지에서의 이스라엘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레바논이
제출한 결의안을 표결에 회부하였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고 미국대표는 거부권 행사와 관
련 다음 요지의 입장을 표명함.
레바논으로부터 모든 외군의 철수 없이는 레바논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이 분명한바, 결의안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남부 레바논 문제만을 다루고 있어 부적절
미국은 선별적이며 근시안적인 문제만을 다룸으로써 균형을 잃은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는 입장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철군협정 폐기를 선언함.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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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이베리아 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라이베리아는 1984.7.3. 4년간의 군정을 마치고 1986.1월에 민정 이양을 위한 첫 단계로서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함.
동 국민투표 결과는 7.20.경에 발표될 예정이며 곧 이어 7.26.에는 정치활동 금지조치를 해제하
고 1985.10월 실시 예정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정당 등록을 허용할 것으로 예측
1582

선거위원회 위원장 Emmett Harmon은 새 헌법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등록된 유권자 97만 명 중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언급

2. 1984.7.20. 도우 원수는 7.3. 실시된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총 투표수 689,220표의 2/3가 초과
된 540,113표로 채택되었음을 공표함.
당초 국민투표 의결 정족수 해석 혼란으로 순조로운 민간이양이 우려된 바 있으나 금일의 헌법
확정 공표로 인하여 혼란은 피할 상황
이번 국민투표는 주재국 국민의 최초의 참다운 참정권 행사로 주재국 정치사상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

3. 도우 국가원수는 1984.8.19. 쿠데타 음모설이 나도는 가운데 유럽여행 중 급거 귀국한 후 갑자기 주요
인사에 대한 검거를 시작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주요 원조국과 교역 상대국들로부터 우려를 불러일
으키고 있음.
야당인 라이베리아 인민당의 의장대리 Wolokolie가 8.28. 법무성 출두함으로써 정부 전복 음모에
관련되어 체포된 인사는 7명으로 밝혀진 상황
당국은 8.27. 현 정권의 2인자로 알려진 임시국회 의장 Nicholas Podier와 전 법무장관 Isaac
Nyeplu를 체포했다고 발표
도우 원수는 음모가 라이베리아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며 인민당 의장인 Amos Sawyer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주장
도우 원수의 비타협적인 강경조치는 표면상의 질서는 회복하였으나 국민의 불만을 음성화시켜
민주정치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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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리비아·미국 관계, 1983-84

1. 외무부는 1983.2.18. 최근 리비아군의 차드 국경지역 집결과 관련,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호위함
등이 2.16. 시드라 만 북쪽에서 작전 중이고 이에 대하여 카다피가 2.17. 미군의 시드라 만 진입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미국·리비아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배경, 진전 상황, 전망 등을 파악, 보고토록 해당 재외공관에 지시함.
2. 리비아 군 당국은 1983.2.18. 성명서를 발표, 리비아는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이집트, 수단, 차드 어느
미국이 리비아를 위협하기 위한 핑계라고 주장함.
2.21. 주리비아대사관은 미국의 AWACS기 및 함대가 국경선 상공 및 Sirte Gulf 인근 연안에서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리비아-수단 국경의 긴장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외무부에
보고

3. 1983.2.21. 주카이로총영사관 보고에 의하면, 최근 수단 정부가 리비아 조종에 의한 정부 전복 음모를
사전에 적발, 이를 이집트와 협의하면서 미국의 대응조치를 요청한 결과 미 정부가 리비아 측 의도를
discourage시키기 위해 항공모함을 시드라 북쪽 수역으로 이동하였으며, 3월로 실시 예정이던 미국·
이집트 간 AWACS 조기 경보기 훈련을 앞당겨 실시케 된 것이라 하고 수단 정부도 사태가 일단 진정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4. 주미대사관 이태식 서기관은 1983.2.24. William Pope 국무성 리비아 담당관과의 면담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미국은 카다피로 하여금 미국의 결의를 인식하여 수단 쿠데타 음모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고
하기 위하여 AWACS기를 이집트에 파견하고 항공모함의 리비아 근해 이동을 명령
카다피의 국제 테러주의 지원전력 등에 비추어 수단을 비롯한 인접 아프리카국 및 중동 온건국
에 대한 이러한 책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미국은 앞으로도 미 우방국으로부터 카다피
의 이러한 위협에 대한 원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진지하게 검토 계획
카다피가 문명국가의 공동 이익에 반하는 위험한 인물임을 감안할 때 카다피와 제3국 지도자와
의 상호방문 등의 교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언급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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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협한 바 없고, 리비아-수단 국경에 자국 군을 집결시킨 바도 없으며, 이는

말레이지아 정세, 1984

| 84-139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4-101 / 2 / 1~341(341p)

1.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은 1984.2.9. 개최된 주왕회의에서 주재국 차기 국왕에 이스칸달 조호르주왕을 8
대 국왕으로 선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신임 국왕은 1983.5.11.~18. 방위산업 및 건설현장 시찰차 비공식 방한한 바 있는 친한 인사
말레이시아 국왕은 내각책임제 정부에서 명목상 국가원수에 불과하며,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며 9개 주 주왕들로 구성된 통치자 회의(Conference of Rulers)에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출
1584

2. 말 레이시아 정부는 1984.3.29. 제4차 말레이시아 계획(1981~85) 중간보고서(Mid-Term Review of
Fourth Malaysia Plan)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마하티르 수상은 의회에서 동 보고서 관련 아래 요지로
연설을 함.
제4차 말레이시아 중간보고서는 국부증대의 3가지 원천으로 기업가 및 국민들의 저축, 투자,
생산성 증대에 두고 이를 위한 생활혁신을 강조
동 수상은 국가자원의 최적 사용, 공공부문·민간부문 간의 상호협조, 빈곤추방을 위한 농촌
개발정책 반영, 국민들의 근면, 규율, 자립심 강조에 역점

3. 1984.5.25. 실시된 UMNO 총선 결과 부총재에 현 Musa Hitam 부총재가 Razaleigh 재무장관을 누르
고 당선되었으며 3명의 Vice President에는 Ghafa Baba 현 부의장, Mokhtar Ahmad 트랭가누 주 수상,
Badawi 수상실 장관이 당선됨.
4.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4.7.14. 마하티르 수상이 외무, 재무, 상공상의 경질을 포함한 일부 개각을
단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신임 외상에 임명된 아마드 리타우딘 상공상은 전임 가잘리 샤피 외상에 앞서 1981년 마하티르
수상 취임 전 외상 직을 역임
이번 말레이시아의 개각은 마하티르 수상이 재정문제 등에 있어서 현 내각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5. 제8대 이스칸달 국왕 및 왕비의 취임 행사가 1984.11.15. 각 주왕과 총독, 브루나이 술탄대표의 참석
하에 왕궁에서 거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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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모리타니 정세, 1984

주모리타니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모리타니 당국은 1983.11월 Soumare 전 수산장관을 중심으로 현 하이달라 대통령 체제에 불만을 품
고, 궁극적으로 남부지역을 분리, 독자적인 연방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회합해 오던 군 장교
및 남부지역 출신인사 다수를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힘.
하이달라 대통령은 10년래의 계속적인 한발로 인한 식량 부족사태 타개를 위해 1983.10.21.
범세계적인 구호를 요청
으로 한 순방국과의 제반 경제협력 가능성을 모색

2. 모리타니 정부는 1984.1.15. 전 외교단을 구국군사위원회에 초치, 수년래 계속되고 있는 한발로 인한
주재국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우방제국의 지원을 호소함.
모리타니는 1984년 중 주재국 농산물 생산량이 총 수요의 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량부족 사태 외에도 주재국 경제부문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보건, 위생,
식수 등 분야에 대한 지원도 요청

3. 모리타니에서 1984.12.12. 무혈 군사쿠데타가 발생, 육군 참모총장 겸 구국 군사위원으로서 수상을 역
임한 마우야 시드 아흐메드 타야 대령이 실권을 장악함.
동 쿠데타로 타야 대령은 지금까지 하이달라 의장이 맡아온 구국 군사위원회 의장에 취임하였
으며 동 위원회 여타 위원들은 변동이 없는 상황
이번 쿠데타의 성격은 확실치 않으나 주동인물의 성향에 비추어 하이달라 의장의 친알제리 및
친폴리사리오 정책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

4. 모리타니 타야 신정권은 1984.12.13. 구국군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현역 군인 6명, 민간인 12명 등 총
18명의 각료로 구성된 신내각 명단을 발표함.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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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달라 대통령은 1983.11.7.~21. 벨기에, EC,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를 순방, 어업협력을 중심

멕시코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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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멕시코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및 주변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주재국 집권당은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로부터 지방분권제로 이행, 대중사회,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농민,
근로자를 포용하여 사회계층 간 연합을 형성하는 등 범국민적 정당으로의 개혁을 구상 중에 있음.
1982년 말 외화보유고는 거의 바닥나 있었으나, 강력한 수입억제와 수출증대 노력으로 84.5월
무역흑자 5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외화 사정이 다소 호전
1586

- 1982년 경제위기 당시 인플레율 100% 이상이던 것이 지난 5월에는 3.3%로 점차 하락 추세에 있으며,
정부는 연간 40%를 목표로 인플레 타도정책을 강력히 실시
- 과거 안정기의 재정적자 3%이던 것이 1982년 18%로 대외채무 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나, 1983년 8.5%
에서 84년 6%로 지속적인 긴축정책을 실시
멕시코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무기경쟁 반대, 외세개입 반대, 국제무역 활성화, 국제금융질서
재검토, 남-북, 남-남 협력 강화

2. De La Madrid 대통령은 1984.9.1. 양원 합동회의에서 제2회 연차 시정보고를 행함.
국내정치는 지방분권 제 이행, 권력 분권, 인구 지방분산, 국민도덕 재무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대외정책은 국가이익 수호, 평화와 협력의 국제질서 촉구, 주권 존중, 무기경쟁 반대, 내정 불간
섭에 중점을 둘 계획
경제정책은 인플레 퇴치, 경제 회복, 가계 및 봉급생활자 보호를 위한 재정정책, 교육, 건강,
사회보장 등 우선적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정책 등을 통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

3. 1984.11.4. 실시 예정인 니카라과 총선 전망(1984.10.10. 주멕시코대사관 보고)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혁명과 민족자결을 기치로 방대하게 군·경 집단화한 현 여건하에서
좌·우의 도전을 극복하고 simple majority(60~80%) 승리가 확실한 것으로 전망
그러나, 범국민적 지지기반이 없는 전체주의적 니카라과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개입구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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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나이지리아 정세, 1984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샤가리 행정부가 편성한 198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가 축소된 긴축 예산이었으나, 군사정권은
이를 더욱 축소 조정할 것이며 각종 개발 사업은 일부 중점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기 또는 중단될
것임.
한발로 인한 식량의 대량 수입 필요성, 생필품 안정적 공급, 막대한 외채 상환액 등을 고려할 때
석유 판매수입의 증가 또는 대규모 차관 도입이 없는 한 경제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1587

군사정부는 원유 생산 할당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OPEC과 쿼터 증량 교섭을 개시할 예정임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암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정

2. 주재국 군사정부는 1984.4.23. 경제 난국의 근본적 타결책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한다고 발표함.
동 개혁의 주요 내용은 평가 변동 없이 신·구 화폐를 1:1로 교환하며 1인당, 5,000나이라까지
는 직접교환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은행에 예치하여 출처 확인 후 추후 교환
4.25.부터 5.6.까지 교환을 실시하며 화폐개혁 완료 시까지 국경 봉쇄 및 공항, 항만 출입 인원
및 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실시
이번 조치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IMF 차관 도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IMF 측의 양보를 얻어내어
IMF와의 차관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는 의도 내포

3. 1984년 4/4 분기 정세
주재국 정부의 군정 안정화를 위한 강경정책이 지속될 것인바, 샤가리 정부하 주지사들에 대한
재판, 언론 통제조치 계속 등 일련의 안정화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으로 전망
경기침체 및 부정부패에 대한 군사정부의 획기적 구제조치가 예견되지 않고 있으나 군정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친위 쿠데타 또는 군부 내로부터의 쿠데타 가능성은 늘 있다고
생각

나이지리아 쿠데타,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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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이지리아대사관이 주재국 쿠데타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3.12.31. 나이지리아에서 무혈 군부 쿠데타가 발생, 샤가리 대통령의 민간정부가 전복되고 연방군
사정부가 수립됨.
군사 쿠데타의 주동인물은 라고스 주둔 기갑여단장 사니 아바차 육군 준장으로 알려진 상황
이번 쿠데타는 샤가리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및 만연된 관리의 부패상이 발생 동기인 것으로
1588

판단

2. 나이지리아 정부는 1984.1.1. 새벽 모하마두(Muhammed Buhari) 부하리 육군 소장을 연방 군사정부
수반 겸 군 총사령관으로 선출함.
부하리 군사정부 수반은 경제파탄, 지도층의 부정부패로 인한 국가몰락 위기에 처해 궐기하였
으며 모든 국가와의 기존 우호관계 유지, 조약상 의무준수, 기 가입 국제기구 잔류 등 외교정책은
불변임을 천명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이해당사국들은 군사정부의 대외정책 불변입장 천명에 일단은 안도
하면서도 공식 평가를 회피하고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3. 나이지리아 신군사정부 수립과 관련,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각국은 외교단 접견 행사 참석 등을
통해 신정부를 묵시적으로 승인함.
한국도 1984.1.4. 부하리 군사정부 수반 주최 외교단 접견행사에 대사가 참석하는 등 사실상
묵시적 승인을 하였으나, 앞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위하여 대외적 발표는 하지 않고 대통령 명의의 축전 발송을 건의
1.18. 주나이지리아대사는 상기 축전을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을 통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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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나미비아 문제, 1984

나미비아 문제 해결에 관한 재외공관 보고 및 해외언론의 보도 내용임.
1. N. Y. Times는 1984.1.25. 및 1.26. 기사를 통해 나미비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게재함.
미국 정부는 쿠바군의 앙골라 철수와 병행한 남아프리카의 대나미비아 통치 종식을 목표로 최근
남아프리카 및 앙골라와 협상을 벌이는 등 나미비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시도
이와 관련, 미 국무성 관리가 Cape Verde에서 앙골라 및 남아프리카 대표와 이미 접촉한 바
있다고 하며 Crocker 미 국무성 아프리카담당 차관보가 1984.1.27. 남아프리카를 방문, Botha
국가들과 협의할 예정

2. Santos 앙골라 대통령은 1984.11.17.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에서 앙골라는 1984.9.6. 미국을 통해 남아
프리카의 나미비아 주둔군 철수 및 남부 앙골라 주둔 쿠바군의 단계적 철수를 남아프리카에 제의하였
음을 통보함.
남아프리카 외상은 1984.11.23. 앙골라 측이 남아프리카, 앙골라, 미국 3개국 간의 비밀교섭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남아프리카 측 입장도 유엔총회 공식문서로 배포
하여 줄 것을 요청
앙골라 측 제안은 나미비아 주둔 남아프리카군의 전면철수 후 단계적 쿠바군 철수를 요지로
하는바, 남아프리카는 자국의 나미비아 주둔군 감축은 쿠바군 감축과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SWAPO의 군사 활동과 남아프리카의 군사 활동이 동시에 종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양측
입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황

3. 앙골라의 현 MPLA 정부의 경제정책 등 제반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국민의 대정부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앙골라 내의 최대의 저항세력으로 남아프리카의 지원을 받고 있는 UNITA의 지지기반이 확대
되어 전 국토의 반 이상이 UNITA 세력권하에 있는 상황임.

158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외상과 회담을 가지며 귀로에 유럽을 방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서독 등 4대 Western Contact

네팔 정세보고,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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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팔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4.7.8. 법무상 등 각료 8명이 타파 수상과의 정책 차이를 이유로 사임한 데 이어 7.10. 재무상, 외상
등 각료 14명이 사임함으로써 총 35명의 각료 중 22명이 내각을 떠나 타파 내각이 붕괴에 직면함.
7.11. 의회에서 불신임 안이 108:17로 통과되어 타파 수상 사임 및 내각붕괴
이번 타파 수상의 축출은 식량부족 및 경제난으로 고조되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1590

국왕의 묵인 내지 배후 조종으로 가능케 된 것으로 분석
신임 수상은 7.12. 의회에서 재적 60% 이상 득표한 인사가 국왕에게 임명, 추천될 것인바, 찬드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2. 주재국 정부는 1984.9.17. 내각의 일부 개편을 단행한바, 법무성 장관을 제외하고는 수상, 외상 포함
전 각료가 유임됨.
이번 개각은 재야 인사들을 폭넓게 영입하였다는 점에서 거국 내각임을 과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관측되며 주재국의 대내 및 대외 정책상 변경은 없을 것으로 판단
은행차관 도입 스캔들

- 1984.12월 중앙은행의 10억 달러 차관도입 관련, 수상 및 일부 각료의 동 스캔들 개입 파문이 있었으나,
수상의 국회 재무위 출석 해명 및 전 중앙은행장의 파면으로 동건은 일단락될 것으로 관측
네팔 평화지대 선언 제의

- 주재국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의 하나인 네팔 평화지대 선언 제의 실현과 관련, 코스타리카, 소말리아,
멕시코, 모로코 등 여러 국가가 지지입장을 표명해 옴으로써 동 선언 지지 국가는 총 59개국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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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 1984-85

1. 주멕시코대사관은 1984.2월 Daniel Ortega 니카라과 국가재건평의회 의장이 니카라과 총선 일정과 관
련하여 2.21. 아래 요지로 발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총선 일시: 1984.11.4.
선출 대상: 정·부통령, 국회의원
당선자 취임일: 1985.1.10.

2. 주미대사관은 1984.6월 니카라과 정부 권력구조 및 선거법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선거관리 기구는 최고선거위원회이며 최고법원이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
Political Power in Nicaragua 및 The Election Law, Rupublic of Nicaragua가 첨부

3. 외무부는 1984.11.9. 니카라과 총선 결과(재외공관 보고 종합)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1984.11.4. 니카라과는 정·부통령을 선출하는 총선을 실시한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의
다니엘 오르테가, 세르히오 라미레스 후보가 정·부통령으로 각각 당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비판적,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혁명의 정통성 확보라는 선거
목적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새로 구성될 정부는 사실상 좌익 산디니스타 정권의 연장이므로 니카라과는 사회주의 및 비동
맹 노선의 대외 기본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
1979.8.21. 북한과 수교 후 친북 성향을 노정하고 있는 니카라과는 신정부 수립 후에도 동 정책
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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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1.4. 정·부통령과 9명의 국회의원 선출(임기 각각 6년)

니카라과 정세, 1984.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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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rlos Nunoz 니카라과 인민회의 의장은 1984.1.14. 기자회견을 통하여 1984.2.21. 총선 및 대선을
실시할 예정임을 발표함.
현재 대통령 입후보자로서는 Daniel Ortega 국가재건 평의회 의장과 Tomas Borje 내무상이
유력시
니카라과 가톨릭교회 측은 상기 선거와 관련, 특정인을 지지함이 없이 복수주의 정치제도 실현
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
1592

2. 유엔 안보리는 1984.3.30. 니카라과의 요청으로 니카라과에 대한 외침 위협 문제를 토의함(주유엔대
표부 보고).
니카라과는 미국이 니카라과 선거 실시 계획에 간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니카라과 고립화 정책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 줄 것을 요청
Kirkpatrick 미국 대사는 니카라과의 인권탄압 및 원주민 인디언 탄압행위를 비난했으며 중미의
안정과 평화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
나카라과 Chamorro Mora 대사는 니카라과의 주권, 독립, 영토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였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3. 외무부는 1984.11월 니카라과 사태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1984.11.7. 무기를 적재한 소련 화물선 1척이 니카라과에 입항하였으며, 동 선박에는 약 12기의
MIG기가 적재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어 미국이 소련과 니카라과에 경고를 하고 니카라과 주변
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니카라과는 전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중미지역에 긴장이
고조
최근 양국 간 긴장관계는 미국이 니카라과가‘제2의 쿠바’
화하여 중미지역 군사적 균형파괴 및
지역발전 저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
금후 미국은 대니카라과 군사적, 외교적 압력, 경제적 제재조치와 함께 반산디니스타 세력지원
을 강화하는 한편, 니카라과 정권과의 직접협상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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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니카라과 정세, 1984. 전2권. V.2 언론보도

1. 외무부는 1984.11.11. 니카라과 사태 관련,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함 (주미대사관, 외신보도 종합).
군사 장비를 적재했을지도 모르는 2번째의 소련 화물선이 니카라과의 코린토 항에 정박했으며
3척이 추가로 동 항구에 도착할 예정인바, 이에 대한 미국의 완강한 대응조치로 중미지역에
군사위기가 고조
긴급 소집된 안보리에서 니카라과는 미국이 그레나다식 침공을 준비 중이며 미국 정찰기가 3일
연속 니카라과 상공을 비행하는 것으로 군사행동이 임박했음을 강조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은 니카라과에 소련 군사장비가 공급되는 데 대해 즉각 대응할 준비가
회피
미국이 만약 니카라과를 침공할 경우, 동 지역 내에 배치된 2만 명의 병력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군사 분석가가 언급
미주기구(OAS) 외상들은 11.12.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OAS 총회 개막에 앞서 11.11. 사전
비공개 접촉을 갖고 미국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을 포함한 주요 의제들에 관해
토의할 예정
한편, 리비아는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저지시키기 위해 리비아의 모든 물자를 니카라
과에 제공할 것이라고 11.10. 리비아 외무성이 밝혔으나, 어떤 물자인지는 불명확

2. 상기 외에 니카라과 사태에 관한 국내외 언론보도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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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어 있다고 말했으나 해상에서의 무기보급 차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을

뉴질란드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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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 / 12 / 1~186(186p)

주뉴질랜드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뉴질랜드 멀둔 수상은 1984.7.14.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한바, 원래 총선 예정일은 1984.11월이었음.
멀둔 수상은 조기총선의 이유로, 정원 92명의 국회에서 47명의 의원 확보로 1명 차로 원내
과반수를 유지해 온 국민당(여당)이 소속의원 1명의 여당 지지 철회로 과반수 유지가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라고 언급
1594

1981.11월 총선 시 국민당은 47석, 노동당은 43석, 사회신용당은 2석을 차지하였으나, 노동당
의원 2명이 탈당하여 현재 노동당은 41석, 무소속 2석인 상황

2. 1984.7.14.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의석 95석 중 노동당이 56석, 여당인 국민당이 37석, 기타 정
당이 2석을 차지하여 노동당이 압승함으로써 향후 3년간 집권하게 됨.
노동당이 압승한 배경에는 국민당 멀둔 수상의 장기집권(8년 6개월), 경제사정 악화, 국민당의
내분 및 노동당 통이 수상의 개인인기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신노동당 정부는 호주 노동당과 유사한 중도우파의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
며 대한반도 정책도 종래의 친한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3. 1984.7.26. 공식 취임한 Lange 수상이 이끄는 노동당 내각의 인기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야당인 국민당이 Muldoon 당수의 진퇴문제를 놓고 내분이 계속되어 야당의 대여공세가
미흡한 점이 작용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보아 Lange 수상은 현안문제인 핵함 입항 금지문제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으나 안정된 정치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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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파키스탄 정세, 1984

주이슬라마바드 총영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지아 대통령은 1984.7.10. 연방 입법자문회의 10차 회의 개회식에서 국정연설을 행한바, 파키스탄 외교
의 3대 지주는 이슬람제국과의 관계 긴밀화, 비동맹노선 견지, 중국(구 중공)과의 우호관계라고 말함.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열강의 분쟁 와중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파키스탄의 자구책이라고 말하
고 대미 관계는 심화되었으며, 아프간 문제를 제외하고 소련과의 우호적 관계도 발전 중이라
고 평가
한다고 언급

2. 파키스탄에서 1977년 이래의 군사정권을 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1984.12.19. 실시된바,
97.6%의 지지를 얻어 1985.3월 이전 총선을 통한 민정이양, 현 지아 대통령이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선출됨.
이번 투표결과는 지아 정부하의 안정적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지지의 결과로서 지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평가
파키스탄의 기존 대내외정책에는 별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3. 1984.12.18.~22. Sanaa에서 개최된 제15차 OIC(이슬람협력기구) 외상회의에서 Pirzada 주재국 법무
장관이 동 회의 사무총장에 피선됨.
동 피선을 계기로 주재국 정부는 OIC의 협력과 단합을 강화하여 이·이전 종결과 아프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 기구 협력사업을 위하여 10만 달러
의 지원금을 헌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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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관련, 우라늄 농축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 의사는 없음을 명백히

파라과이 정세,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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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라과이대사관이 1984~85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주재국은 최근 주변 제국의 민주화 추세 및 아르헨티나의 신정부 수립 영향 등으로 홍당(집권당) 위주
의 단조로운 정치안정에 새로운 위협요소가 등장하고 있음.
이는 현 정부가 83년 말 25년 이상 국외에서 망명생활을 해오던 MOPOCO(인민 홍당 운동)
인사들의 귀국을 허가함에 기인
1596

따라서, 주재국 정부는 MOPOCO 귀국인사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수도 및 지구당 활동을
강화하여 MOPOCO의 과거행적 등을 반정부,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
살디바르 외상은 1984.1월 우루과이 및 브라질을 방문,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제반
분야의 현안문제 타결을 시도

2. 스트로 에스니 대통령의 강력한 정권유지 기반인 군부가 후계자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나 민간 대통령 후보로서 현 Argana 대법원장과 같은 인물이 등단한다면 동의할 것이
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1984.9월 집권 홍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직자 선출을 둘러싸고 홍당 내 전통· 보수파와
대중·진보파 간 대립 양상
1984.12.1. 파라과이 망명 및 항쟁연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주 파라과이 망명인사
와 가족들을 중심으로 스트로 에스니 정권에 대한 제4차 국경 항의 행진을 조직하고 약 200여
명의 반정부 인사를 규합, 기차 편으로 국경도시 Posada에 집결하여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영사관원의 출두를 요구
이는 파라과이가 Peron 당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Radical 당과는 원만한 관계에
있지 못하는 데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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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세, 1984

1. 주필리핀대사관은 1984.1.27. 부통령제 회복 및 선거법 개정 등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음을 외
무부에 보고함.
최종 투표결과는 추후 밝혀질 것으로 보이나 국민투표안 가결은 확실
이번 국민투표는 아키노 사건 및 경제위기 등으로 정국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야당세력이 요구
하고 있는 부통령제 회복, 선거법 개정 등을 수용함으로써 야당세력을 회유하려는 데 목적
국민투표안의 주요 내용

2.1. 주재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헌법 개정 국민투표안이 가결되었다고 발표

2. 마르코스 대통령은 1984.6.6. 페소화의 변동환율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3개의 대통령령과 2개의 행정
명령을 공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983.6.6.부터 14:1로 고정되었던 페소화 대 미화의 환율을 실세에 따라 변동시키는 변동환율제
실시, 이는 수출을 증진시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려는 것이 목표이나 페소화의 평가절하와
다름없는 것으로 분석
중앙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외화 매입에 대하여 10%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
수출업자의 환차익에 대한 경제안정세 부과
국유 또는 국영기업의 차입 및 투자 억제, 수입 종가세 인상, 재정지출 동결 등

3. 마르코스 대통령은 1984.7.31. 수상, 부수상, 상공, 국방, 법무, 농업, 예산상을 위원으로 하는 7인 내각
상임위원회를 창설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이는 국방, 법무 등 군부와 경찰 간의 협조를 통하여 공산게릴라의 반정부 테러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경제각료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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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재의 대선거구제에서 중 또는 소선거구제로 변경
- 부통령제 신설 및 집행위원회 폐지
- 저소득 국민에 대한 국유지 무상제공 및 사회 주택계획 수립 시행 등

필리핀 총선,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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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4.5.14. 실시된 필리핀 국회의원 선거 실시상황 및 동 선거가 필리핀 정국에 미칠 영향 등
을 대통령에게 5.16. 다음과 같이 보고함.
필리핀 국회의원 선거는 일부 지역에서의 선거거부 및 공산게릴라들의 투표방해 사건 등 다소
의 소요사태가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
동 선거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야당은 마닐라 수도권 지역 21석 중 15석을 포함, 전국적으로
70여 개 선거구에서 우세
1598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집권당인 신사회운동당(KBL)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현 각료 중 비라타 수상을 포함한 각료 7명의 당선도 거의 확실
필리핀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서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직접적으로 정권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2. 주필리핀대사관은 1984.6.4. 주재국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5.14. 실시된 필리핀 국회의원 선거 결과 현 집권당인 신사회운동당(KBL)이 109, UNIDO 49, Laban
6, NP 4, 무소속 8, 기타 4 등인바, 앞으로 KBL의 원내 안정세력(127석 정도) 확보가 확실
이번 선거는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공정하고 평온하게 실시되었으며 야당도 예상 외의 의석 확
보에 대체로 만족을 표명
마르코스 정권은 경제난국 타개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임회복을 위한 각종 경제,
사회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나 필리핀 정국의 안정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마르코스의 1987.6월 대통령선거 재출마 여부, 야당세력의 단결 여부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

3. 기타 필리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내용이 다수 편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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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ino, Benigno S. 미국 망명 전 필리핀 상원
의원 Manila 공항 피격 사망사건, 1983.8.21

1. 외무부는 1983.8.12. 필리핀 정세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1980.5월 신병 치료차 도미한 이래 미국에 망명 중인 아키노 전 상원의원이 최근 귀국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필리핀 정부는 동인의 귀국 불허 방침을 고수
1983.8.5.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통령 비상대권에 의거, 국가 전복 혐의자를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대통령 구속명령’
을 폐기하고 완화된 내용의 예비 검속령을 발표

- 동 발표는 아키노 귀국을 계기로 일반 국민들 간에 반정부 기운을 조성하려는 야당 인사들의 움직임
을 사전 방지코자 하는 데 의미 부여

같이 요약, 정리함.
필리핀의 아키노 전 상원의원은 귀국차 8.21. 마닐라 공항에 도착 직후 암살자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
동 저격범은 현장에서 경찰 요원에 의해 사살
동 사건은 최근 마르코스 대통령 중병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범야세력 단합 움직임 및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일부 국민계층의 불만 등에 비추어 필리핀 정국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

3. 외무부는 1983.9.26. 필리핀 정국 동향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9.21. 약 50만 명의 학생, 시민들이 아키노 사건 철저조사, 마르코스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군경과 충돌하여 12명이 사망하고 249명이 부상하는 유혈사태가 발생
9.23. 약 1만 명의 군중들이 격렬한 시위를 재개하여 최소한 15명이 부상하고 52명이 체포되는
사태 초래
이번 유혈사태의 배경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계속되는 경제난, 특히 지난 8.21. 아키
노 암살사건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불만표시로 분석
이번 사태와 관련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강경책은 정부와 반정부 야당, 학생, 시민들 간의 대립
을 첨예화할 것으로 보여 필리핀 정국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3.8.21. 아키노 전 상원의원 피살사건에 대한 재외공관 보고 및 언론보도 내용을 아래와

1599

파나마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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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나마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파나마 데 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1984.2.13. 돌연 사임하였으며 헌법 규정에 따라 호르헤 이유에
카 부통령이 동 일자로 대통령 서리에 취임함.
데 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의 사임 이유는 1984.5.6. 실시 예정인 총선과 관련하여 동 대통령과
군부 간의 불화가 그 원인
1600

이유에카 대통령 서리는 유엔 안보리 의장, 주유엔 대사, 외상을 역임한 데 이어 82.7월 부통령
에 취임하였으며 83.9월 제38차 유엔총회 의장에 피선

- 신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명의 축전을 발송

2. 1984.5.17. 파나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84.5.6. 실시된 총선 결과, 현 집권당인 민주혁명당을
주축으로 하는 민주국민연합 소속으로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니콜라스 아르디토 바르레타 후보
(46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함.
대통령 당선자 발표가 늦어진 것은 개표 과정에서 범여 및 범야 양 세력 간에 총격전을 포함한
무력충돌, 개표중단, 개표결과에 대한 의의제기와 개표지연이 있었기 때문
바르레타 당선자는 기획·경제정책실 장관 및 세계은행 중남미 담당 부총재를 역임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친서방 인사
5.25. 주파나마대사는 동 당선자에 대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명의 축전을 전달

3. 1984.10.3. 주재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85.5.6. 실시한 총선 결과를 발표한바, 총 65석 중 여당
인 민주혁명당 34석, 제1야당인 파나마 정통파당 13석, 노동당 6석, 기민당 6석, 국민공화 자유운동당
3석, 공화당 3석 등임.
총 67석 중 2석은 Darien 주 및 Neraguas 주 선거구인바 상금 선거소송 중으로 당선자가 미정
상기 결과 여당연합체인 민주국민연합(UNADE) 전체로는 43석으로 원내 안정 세력을 확보한 것
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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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정세, 1983-84

주포르투갈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Eanes 대통령은 1983.1.23.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현 위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할 것을 결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해산 및 이에 따른 선거 등
후속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상기 결정에 따라, 2.4. 국회가 해산되고 총선일이 4.25.로 결정
Balsemao 수상은 대통령의 국회해산 결정을 비난하면서 최소 금후 3~4개월간 정치 공백을

2. 1983.4.25. 실시된 포르투갈 조기 총선 결과, Mario Soares 당수가 이끄는 중도 좌익계의 사회당이 절
대 과반수에 미달하나 제1당(득표율 36.3%)으로 승리함.
포르투갈은 인플레, 실업증대, 무역적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바, 집권 정부였던
민주연합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망을 상실함으로써 사회당이 승리
한 요인
사회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한바, Soares 사회당 당
수를 수상으로 하는 중도좌파 정부가 구성될 가능

3. 1983.11.11.~12. 리스본에서 곤잘레스 스페인 수상과 소아레스 포르투갈 수상 간 정상회담이 개최됨.
이번 회담은 양국 수상 간 연례 정기회담 및 협력위원회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고위층 간 대화
통로를 마련하고 남북대화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등 공동보조를 다짐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인정과 동 불균형 시정을 약속함으로써 동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

4. 포르투갈 의회는 정기회의를 연장, 치안법안을 토의하여 전체 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한 특별위원
회를 구성, 축조심의를 거쳐 1983.10월 정기국회에서 재토의 예정임.
신당 창설이 Ex-CNARPE를 중심으로 창당키로 결의하였으며 정식 발족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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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것이라고 언급

PNC(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 제17차.
Amman(요르단), 1984. 1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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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르단대사관은 주재국에서 개최되는 제17차 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PNC: Palestine National
Council, 1984.11.22.~29. 요르단)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함.
PLO의 Arafat 계열 세력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온건 아랍국과 중동평화 협상과 관련,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PLO 내의 강경파(시리아, 리비아 지원)의 PLO로부터의 축출, 이탈 등 양대 파벌은 화해 불가능
한 상황까지 도달 가능
1602

2. 제17차 PNC 회의가 최종성명을 채택하고 1984.11.29. 종료된바, 최종성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팔 인민의 자결 및 독립국가창설권 인정에 기초한 대이스라엘 정치적 화해 강조 및 유엔 안보
리 결의안 제242호 거부
역내 지배 및 약탈을 기도하는 미국 및 이스라엘의 침략적 음모에 투쟁하는 아랍의 연대 촉구
이집트 및 시리아와의 화해 촉구
현 집행위원회 선출 및 아라파트를 PLO 의장으로 만장일치로 재선
3명의 집행위원을 공석으로 두고, 또한 친시리아 PLO 단체 인사들을 이번 총회에서의 축출을
유보한 것은 반아라파트 그룹에 대해 화해의 문을 개방, PLO 내분을 치유하려는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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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페루 정세, 1984

주페루대사관이 1984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4.4.10. Belaunde 대통령은 Schwalb 수상 겸 외상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수상 겸 외상에 Sandro
Mariategui Chiappe 상원 외교 분과위원장을 임명하는 동시에 법무, 공업, 문교상을 경질함. 신임 각료
취임선서는 4.11. 거행함.
신임 Mariategui 수상은 그간 한·페루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2회에 걸쳐 방한한 바 있는
친한 인사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1983.11.13. 실시된 지방자치 선거에서 수도 리마를 비롯한 주요 도시 시장에 제1야당(APRA) 및
좌익연합(IU) 후보가 승리, 여당세의 하락을 가져옴. 여당의 지방 자치선거 패배는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대통령, 부통령 및 상·하원 의원 입후보자는 선거 6개월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 조건
1985년 총선은 1985.4.14. 실시되며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며 총선에서 과반수
를 획득한 대통령 후보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에 대해 제2차 결선 투표를 실시

3. 벨라운데 대통령은 1984.10.12. Mariategui 수상 겸 외상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Porcovich 내무장
관을 임명하는 등 6명의 각료를 경질함.
이번 개각은 명년도 총선 입후보자는 총선일 6개월 이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규정에 의거, 전 각료 중 의회진출 희망자의 사임이 불가피함에 따라 예상되어 왔던 것
10.17. 신임 수상 겸 외상에 대해 국무총리 및 외무장관 명의 축전을 전달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Belaunde 대통령은 1980.7.28. 취임한 후 기독인민당(PPC)과 연합, 의회 의석 54%를 확보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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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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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은 1984.10.9. 무스타파 니아세 외상을 해임하고 Ibrahima Fall 고등교육상을
후임 외상으로 임명한바, 주세네갈대사는 니아세 외상이 공보상과의 알력 때문에 해임된 것으로 보
인다고 보고하면서 신임 외상에 대한 축전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원경 외무장관 명의 축전을
1984.10.12. 발송, Fall 외상에게 전달토록 함.
2. 주세네갈대사는 1984년 3/4분기 및 4/4분기 보고서에서 세네갈 정세를 아래 요지로 보고함.
1604

3/4분기 보고서

- 여당 및 일부 야당은 1984.11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현 정부에 대한 신임도 반영으로 보고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
- 군부 동태가 불안하다는 루머가 있는바, 1984.9.21. 단행된 참모총장 인사가 동 루머와 관련이 있는지
는 확실치 않다고 보고
- 디우프 대통령의 1984.7.9.~12. 방한으로 한·세네갈 관계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세네갈·북한 관계
는 상대적으로 위축
4/4분기 보고서

- 11.25.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사회당이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
고 33개 시장 직을 독점
- 사회당 내 파벌 등 문제가 있으나 디우프 대통령의 강력한 1인 체제가 당과 정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동 대통령이 친서방 중도노선을 추구하고 있어 현 체제의 안정이 한국으로서도 바람직하므로
세네갈에 대한 경제, 기술 지원 계속 필요

3. 폴리사리오가 OAU에 가입하고 이로 인해 모로코가 사전 경고한 대로 OAU를 탈퇴한 것과 관련,
1984.11.13. 세네갈 외무성 정무국장 대리는 모로코의 입장을 지지하는 세네갈로서는 OAU 회의에
참석하되 폴리사리오의 존재는 무시할 것이라고 말함.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은 1984.12.3. 외신기자 회견에서 서부사하라 문제는 동 지역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간의 직접협상을 촉구한 OAU 정상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되
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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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스페인 정세, 1983-84

1. 주스페인대사관은 1983.1.10.~11. Paris에서 개최된 프랑스·스페인 외상회담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스페인은 1977년 이래 EC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자국 농산물이 스페인산과 경쟁하
는 것을 꺼려 스페인의 EC 가입을 반대한다는 종래 입장을 견지
스페인은 프랑스 내에 감금되어 있는 바스크 테러범들의 인도를 희망

2. 주스페인대사관은 1983.3.11. 스페인과 Polisario 관계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여 보고함.
주재국 정부는 모로코와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Polisario와의 관계를 동결시키고 사하라 문제에
주재국 정부는 Guerra 부수상의 알제리 방문 시 알제리 정부의 중재, 폴리사리오 지도자회견
등을 통해 무마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

3. 스페인 내 극좌 테러조직으로는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파시스트주의 저항집단(GRAPO)이
대표적 테러 조직이나 수차에 걸친 관련자 체포 등으로 1981년 이래 거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임.
분리-민족주의 테러단체로는 바스코 테러조직(ETA), 카나리아 테러조직(MPAIAC), 발렌시아
테러조직(MAULETS) 등이 존재

4. Moran 스페인 외상은 1984.9.12. 자국이 NATO 군사기구에 위원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체류할 필요가 없으며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동 발언은 NATO 완전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당의 최초 정책으로 환원하는 것이며,
특히 좌파 사회당의 상당수가 NATO 체류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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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모로코의 입장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

수리남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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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수리남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의 중과세 정책에 반대하여 1983.12월 2,500여 명의 SURALCO 회사
노조원이 파업을 단행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1984.1.8. Bouterse 총사령관이 내각을 해임하고 고물가 실시계획을 중단하는 등 사태수습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자 1984.1.11. SURALCO사는 미국 본사의 지시로 잠정 폐쇄를
단행

1606

2. 주수리남대사관은 1984.2.9. 주재국 각계대표(군부 5, 노조 2, 상공 2)로 구성된 잠정내각이 출범하였
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군부독재에 대한 노조 및 상공업계의 반발과 민주헌정 회복 염원에 대한 군부의 타협책이나,
항구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미봉책에 불과
네덜란드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과의 관계는 호전될 전망

3. 보우터스 군총사령관 시정연설(1984.9.15.) 요지는 아래와 같음.
지난 연말 광산노조 파업으로 국가전도가 암담하였으나 군, 노조, 산업계의 협력으로 평온을
회복하였으며 경제상황 개선에도 노력
군과 민병대의 협조로 통금을 해제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재실시 가능
국민 단합기구로 지난 5.12. FEB.25 MOVEMENT가 창설
경제사정 악화는 구조적인 것이며 지금의 고통은 네덜란드의 대수리남 원조중단 후에 올 것이
조기에 온 것인바, 필요한 것은 안정과 신뢰

4. 박부열 주수리남대사관 참사관은 1984.12.11. Naarden 외무성 차관보와 만찬을 가진바, 동 차관보의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국도 수리남 군부가 15명의 민주인사 처형 후 150만 달러 상당의 기술 원조를 중단하고 미국
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Bouterse 혁명지도자의 방미가 85년 중 실현되기를 희망
수리남 군부는 북한 겸임대사 신임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방침하에 연기 조치를 취하고 있으
며 한국과의 실질협력관계의 증진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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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태국 정세, 1984

1. 태국의 야당인 Chart Thai 당은 1984.5.3. 경제, 치안불안 및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Prem 수상, 재무,
상무, 농업, 공업, 내무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함.
5.17. 태국 하원은 내무상에 대한 불신임 토의와 이의표결 없이 프렘 수상 및 경제 관계 장관들
을 포함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복 제출한 것은 합헌적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 결의안을 폐기

2. 태국 군부는 1984.8.13. 군 내부의 단결을 위하여 Arthit 군 최고사령관의 임기를 2년간 연장할 것을
게 제출함.
Arthit 최고사령관은 군부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력자로서
동 사령관의 임기가 연장될 경우, 일부에서는 동 사령관이 차기 수상으로서 발판을 굳히는
과정으로 관측
8.16. 상기 탄원서에 대해 프렘 수상은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비밀
회신을 육군 부사령관에게 전달

3. 태국 정부는 1984.11.2. Baht화 평가절하(미화 1달러대 27Bhat) 및 변동환율제 실시를 발표함.
11.7. 주재국 군부는 Baht화 평가절하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개각을 프렘
수상에게 요청
11.8. 프렘 수상은 군부의 개각 요구를 거부하고 평가절하 조치를 단호히 옹호함으로써 정부와
군부의 대립이 고조
11.8. 군부 고위 장성 일부가 프렘 수상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군이 통화경제정책에 간섭한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으로 주재국 정치정세는 일단 위급한 고비는 넘기고 냉각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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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탄원서를 해, 공군사령관 및 경찰사령관을 포함한 고위 장교들의 서명을 받아 프렘 수상에

튀니지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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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튀니지대사는 주재국 주요인사 동정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함.
Sorsa 핀란드 수상의 튀니지 방문(1984.3.8.~9.)
간디 인도 수상의 튀니지 방문(1984.4.7.~8.)
중국 외상의 튀니지 방문(1984.4.6.~10.)
Diouf 세네갈 대통령의 튀니지 방문(1984.5.14.~17.)
Cheysson 프랑스 외상의 튀니지 방문(1984.8.31.~9.1.)
크락시 이탈리아 수상의 튀니지 방문(1984.12.7.)
1608

2. 아랍연맹 특별외상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기간: 1984.5.19.~20. 튀니스
참가국: 알제리, 모리타니, 오만 등 22개국 참가
토의 내용

- 제13차 아랍정상회의를 84.11월 리야드에서 개최키로 결정
- 쿠웨이트를 비롯한 Gulf 6개국이 이란의 이라크 침공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여 이란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

3. 튀니지 외무성은 1984.5.16. 리비아와의 관계 악화와 관련하여 코뮈니케를 발표함.
리비아 측은 언론을 동원, 튀니지를 비난하고 납치해 간 3명의 국경 수비대원을 아직까지 석방
치 않고 있는 상황
외무차관은 튀니지 주재 리비아대표를 불러 튀니지 정부의 항의를 전달하였으며 리비아 주재
튀니지대사를 소환키로 결정

4. 1984.8.13. 서명된 모로코와 리비아 연방 조약은 대마그레브 우호조약(튀니지 및 모리타니 가입)에 대
항하기 위한 모로코와 리비아 양국의 외교적 포석으로 서부사하라 및 차드 사태로 인한 양국의 국제
적 고립 탈피와 마그레브 통합을 둘러싼 알제리의 주도권 견제를 겨냥한 것임.
그러나, 상기 조약으로 마그레브 지역은 대마그레브 우호조약 진영과 모로코·리비아 진영으로
양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동 지역 정세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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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세, 1984

1. 미국 상원 외교위는 1984.3.29. 행정부가 요청한 250백만 달러의 1985년도 대터키 군원(무상)을 215백
만 달러로 삭감하고 동 원조를 사이프러스 문제와 관련시켜 터키계가 Famagusta Varosha 지역을 그리
스계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제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함.
동건 관련, Halepoglu 외무장관은 터키는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사이프러스
문제를 군원과 연관시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터키는 터키계와 그리스계 회담을 통한 평화
적인 해결방법을 외면한 어떠한 협박 및 압력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1609

왔으며, 종래 등한시하던 중동제국에 대한 경제 진출을 적극화하게 됨.
이란·이라크 전쟁에 대하여는 엄정중립을 표방하고 양 당사국과 공히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조기 종전을 위해 여건이 성숙하면 중재역할을 담당할 용의를 천명
터키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현 관계를 유지하는 한 중동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며 레바논
에서의 미국 정책을 반대하여 미국에 대한 일련의 협력을 거부
터키는 걸프만 사태 및 이란·이라크 전쟁은 NATO 영역 밖의 사태이므로 NATO가 이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

3. 미국 의회는 1984.9.10. 아르메니아인들이 오토만 터키로부터 집단학살을 당했다는 주장을 인정,
1985.4.24.을 동 학살을 추모하는 기념일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이번 미 의회 조치는 의회 또는 레이건 대통령 자신의 수습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양국 관계는
크게 악화되어 NATO에서의 터키의 역할 계속을 어렵게 할 것임을 표명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터키는 1984년 민정이양 이후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개방정책과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우간다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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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간다대사관은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 1982.4.1.부터 주재국 정부군을 훈련시켜 온 영연방 군사훈련단이 2년간의 임무를 종료하고
1984.3.31. 철수함에 따라 현재 북한 군사훈련 요원만이 주재하게 됨.
미국, 영국 등 서방 측은 북한이 군사훈련을 독점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15명 정도의 영국 군사
고문단을 1984.7~8월경 우간다에 파견키로 합의
1610

2. 경제복구를 위한 우간다원조공여국회의가 1984.1.24.~25. 세계은행 주관으로 20여 공여국 및 금융기
구가 참가한 가운데 파리에서 개최됨.
3. 전 동부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재산 및 부채 처리를 위한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3국간
각료회의가 1.4. Arusha, 1.23.~25. Nairobi, 2.22.~23. Jinja에서 각각 개최되어 재산 및 부채 분배비율에
합의함.
1984.5.14. Arusha에서 전 동부아공동체(EAC) 재산처리 협정이 우간다, 케냐 및 탄자니아 3국
정상 간에 정식 체결

4. Munnansi 주재국 야당 기관지는 1984.11.17. 정부가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북한군을 불러 내전에 이
용함으로써 정치문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비난함.
11월 중순 약 300여 명의 북한군이 당지에 도착, 반정부 게릴라 활동에 참가
11.20. 이래 캄팔라 시내 중심가와 버스 정류장 등에서 정부군 차량에 대한 폭발물 투척사건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폭발물 사고가 발생하여 치안상태가 나날이 악화

5. 오보테 대통령은 12.21. 부룬디에서 개최된 제3차 동남부 아프리카국가 특혜무역지역(Preferential
Trade Areas)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국가 간 유대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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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영국 보수당 전당대회 폭발사고, 1984

1. 주영대사관은 1984.10월 영국 보수당 전당대회 폭발사고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함.
폭발 일시 및 장소: 1984.10.12. 02:44, Brighton시 Grand Hotel
사상자: Berry 보수당 의원 등 4명 사망 및 30여 명 부상
범행 배후 및 동기

평가

- 이번 테러사건에 대처 수상은 냉정하고 평상시와 같은 직무태세를 강조함으로써 위기에 강한 지도자
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판단
- 테러에 대한 영국 정부의 경계심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북한, 리비아 등 국제테러 조장국가
들에 대한 대처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2. 정부는 1984.10.13. 상기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 및 외무장관 명의의 위로전문을 전달함.
1984.10.15. 위로전문에 대한 영국 대처 수상 및 하우 외상의 답신이 주한 영국대사관을 통해 접수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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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는 벨파스트 기자협회와 더블린의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이번 폭발사고가 자신들의 소행
임을 언급
- 81년 벨파스트 Maze 감옥에서 IRA 단식 투쟁자 10여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동 단식 투쟁에 강경히
대처한 대처 수상을 암살 목표로 설정했다는 평가가 다수

영국 정세,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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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대사관은 1983~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 1983.6.9. 실시된 영국 하원 총선에서 대처 수상의 보수당은 총 650석 중 397석을 얻어 압승함으로써
향후 5년간 재집권하게 됨.
이번 압승의 배경은 대처 수상의 강력한 영도 아래 현실에 부합하는 명백한 정책을 제시함으로
써 국민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으로 판단
1612

대처 수상은 원내 의석의 압도적 우위를 배경으로 NATO를 통한 대미 결속의 강화, 구주 협조
체제 유지, 긴축정책 등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2. 1984.4.17. 런던 주재 리비아 대사관 앞에 시위 중이던 리비아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사관 내부로
부터의 총격으로 시위를 감시 중이던 영국 여순경 1명이 사망하고 리비아인 10명이 부상함.
양국의 사후 조치

- 4.22. 영국 정부는 리비아와의 외교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
- 4.29. 양국 공관원들 및 가족이 영국과 리비아를 각각 출국 완료
영국 측의 향후 조치 관련 동향

- 보수당은 비엔나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1964년 외교 특권법의 상위법이 될 경찰 및 법리 증거법
에 대한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

3. 보수당 전당대회(1984.10.12. Brighton) 평가는 다음과 같음.
노동당 전당대회 직후에 개최되어 노동당이 채택한 불합리한 정책 및 입장을 비판하고 성토하는
계기
특히 광부 노조파업 및 이를 지지하는 노동당을 신랄히 비난하는 한편, 과격한 결의나 행동을
유보함으로써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
Brighton 폭발사건 시 보여 준 대처 수상의 강력한 지도력은 보수당 내 비판여론 진정, 당내
결속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라는 측면에서 88년 총선 시 대처 수상의 3선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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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소련 외교관 추방, 1981-84

1. 소련 외교관 추방 사례에 관해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캐나다

- 1980.1.21. 맥도날드 캐나다 외상은 주캐나다 소련대사관 소속 무관 2명과 운전수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일주일내 캐나다를 떠나도록 명령
덴마크

- 주덴마크 소련대사관 2등서기관이 KGB와 관련되어 있고 주재국 인사들을 포섭, 나토 반대 및 핵무기
반대운동을 선동한 혐의로 1981.10.30. 출국
- 프랑스 정부는 1983.4.5. 주프랑스 소련대사관 참사관, 타스통신 지국장등 47명 및 동 가족에 대해
출국토록 조치
- 동 조치는 2.15. 니스에서 발생한 프랑스 첩보기관 소속 Nut 중령 암살사건 등 소련의 주재국내 첩보
활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
스페인

- 1983.4.4. 모란 외상은 외교관 신분에 위배된 활동을 한 혐의로 소련대사관 요원 1명에 대해 추방 조치
자메이카

- 1983.11.1. Seaga 수상은 외무성 의전국 고위 여성관리 살해 음모에 가담한 주재국 소련대사관 직원
및 쿠바 통신사 직원에 대한 추방 결정을 발표

2. Treholt 노르웨이 외무성 공보과장은 1984.1.20. 오슬로 공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됨.
동인은 15년 전부터 KGB를 위해 간첩활동을 해왔으며 그 대가로 약 7만8천 달러의 금품을 수수
동사건 관련, 주재국 외무성은 1.26. 주소 노르웨이 대사를 정무협의차 소환

3. 소련 외교관 추방 사례
1983년(16개국 81명), 1984.1~2월(2개국 18명)
지역별, 연도별 추방 추이

- 지역별(1983년 기준): 아프리카(1명), 아·태지역(7명), 미주(8명), 구주(65명), 중동(0)
- 1981년(27명), 1982년(49명), 1983년(81명)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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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련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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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도 소련 정세에 관한 주일대사관 및 주미대사관의 보고와 관련 자료 등임.
1. 1984.3.12.~26.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중·소 회담에 중국(구 중공)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중국 외교부 Li Fenglin 심의관은 주중 미 대사관 관계관 접촉 시 소련의 권력구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소련의 신지도층은 경제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반면, 당무와 이념을 강조하고
1614

있으며 중국, 미, 일, 서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안드로포프 체제보다 더 보수
적인 것으로 관측
체르넨코가 곧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하며 고르바초프가 당 서기국 내
이념문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체르넨코 후계자 물망에는 고르바초프 또는 보로트니코프
가 언급

2. 1984.4.10.~12. 개최된 소련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는 4.11. 고르바초프 당 중앙위 서기 겸 정치국원의
추천하에 체르넨코가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에 선출되어 당 서기장 및 군사위원회 의장 직에 추가로
국가원수 직을 겸임함.
대외정책 면에서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않은바, 대서방 강경노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INF 등 군축회담 재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

3. 1984.10.23. 소련 공산당 중앙위 특별 전체회의에서 체르넨코 당 서기장은 점증하는 식량수요에 대응,
장기적인 대규모 개간사업을 실시, 전체 곡물 수확량의 1/2을 증산케 할 계획이라고 말함.
지속적인 흉작문제를 기후조건 및 경작지협소 등 물리적인 원인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만성적 문제를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분석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바, 체르넨코의 강력한 1인 집권체제가 의문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군축협상 재개 등 급격한 대미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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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pov 소련 서기장 사망 및 Chernenko
서기장 취임, 1984

1. 소련 당국은 안드로포프 서기장이 1984.2.9. 사망하였다고 공식 발표함.
미국 언론은 안드로포프의 사망으로 인해 소련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교착상태
에 있는 군축협상이 새 지도층에 의해 재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희망
Le Monde지는 안드로포프 서기장 후임 선출과 관련, 후보자들의 연령이 현저히 낮아졌으므로
소련 지도층은 신임 서기장 선출에 앞서 당내 Seniority 원칙을 고수하여 당 원로 중에서 선출
할 것인지 소장파 중에서 기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도한바, 동지는 당 원로 중에
선출할 경우 체르넨코와 그리신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전망
조위 사절단을 파견키로 결정

2. 주일대사관은 1984.2.14. 체르넨코 신임 서기장 선출배경 및 전망에 관한 일본 외무성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체르넨코 서기장은 혼란 회피를 위한 타협의 산물이며 체르넨코는 당내 기반이 약할 뿐만 아니
라 KGB나 군부와 같은 당 외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체르넨코의 등장은 권력투쟁의 결과라기보다는 로마노프, 고르바초프 등 젊은 세대가 보다
성숙될 때까지의 과도기를 메우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분석
체르넨코에의 권력집중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으며 금후 서서히 젊은 세대로의 권력분산 및
권력이행이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

3. 외무부가 1984.2.14. 작성한 체르넨코 서기장과 소련의 대내외 정책 전망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련 공산당 기본강령에 따라 힘을 바탕으로 세계적화를 기도하면서 일면 서방 측과 화해를
추구하는 현재의 대외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평가
소련의 대내정책은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지배체제
는 이념을 주축으로 하는 당 우위 지배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한반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으나,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공산주의 이념적
유대관계를 가일층 강화할 것으로 예측

161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안드로포프 장례식은 2.14. 거행 예정이며 미국은 동 장례식에 부시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제41대, 1984.11.6. 전3권.
V.1 선거동향, 1982.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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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미국 대통령 선거 동향에 관한 주미대사관의 보고 및 외무부가 작성한 자료 등임.
1. 198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 출마 예상자(1982.11.17. 현재)
에드워드 케네디

- 여론조사 결과 타 후보자 단연 압도
- 청년층, 흑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는 진보계 인사
1616

월터 먼데일

- 민주당 내에서 케네디 의원보다는 지지기반이 약하나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진보계 인사
존 그랜

- 상기 양인에 비해 조직력, 재력 및 지지기반이 부족
- 그러나 양인 간 치열한 경쟁의 타협책으로 당 후보가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

2.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1982.12.1. 기자회견에서 1984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다 하더라도 재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과의 본선경쟁에
승산이 적은 것을 감안한 결심인 것으로 분석
케네디로서는 미국 내 보수주의가 후퇴하고 자신의 이미지가 회복될 때를 기다려 1988년 또는
그 이후 선거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

3.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대외정책과의 상관관계 자료 요지(1983.5월 외무부 작성)
미국의 정치체제는 선거를 전후한 상당한 기간 동안 국제분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북한은 대남도발 또는 한반도 위기 조성 가능성 상존
미국의 장기적 대한 안보정책은 1984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

4. 미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 민주 양당의 첫 예비선거가 1984.2.28. 뉴햄프셔 주에서 개최됨.
동 예선에서 민주당의 하트 상원의원은 40%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으며,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은
97%의 압도적 지지를 획득함.
하트 후보의 급격한 부상은 당분간 먼데일과 하트 간 접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
내부의 소모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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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 제41대, 1984.11.6. 전3권.
V.2 선거동향, 1984.3-7

주미대사관이 제41대 미국 대통령 선거 동향과 관련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게리 하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기본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취하나 개별 사안에 따라 보수적 성향을
보임.
국방정책은 재래식 국방력 현대화를 통한 군사개혁을 주창하고 국방예산의 완만한 증가를 찬성
군축 관련 대소 군축협상의 지지자이며 레이건 대통령이 제안한 상호 군축방안을 지지
외교문제에 있어 군사적 수단보다는 정치, 경제력 등 평화적 수단을 지지하고 중동 개입을

2.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1984.4.3. 뉴욕 주 예비선거에서 먼데일 전 부통령은 45%의 지지를
획득, 27%의 지지를 획득한 하트 후보에 크게 승리함.
먼데일 후보의 승리는 노조,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 당내 조직기반 및 당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분석

3.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예비선거의 마지막 일정인 1984.6.5. 캘리포니아 주 등 5개 주
의 예선 결과 먼데일 전 부통령은 하트 상원의원에게 뉴저지 등 2개 주에서 승리함으로써 후보 지명
에 필요한 1,967명을 약간 상회하는 총 1,975명의 대의원을 확보하여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 획득
전망을 굳힘.
하트 후보는 레이건 대통령과의 선거전에서는 자신이 먼데일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11월의 본 선거에 대비한 민주당의 내부 결속을 위하여 하트 후보에 대한 입후보 포기
압력이 민주당 내에서 가중될 것으로 전망

4. 1984.7.16.~19.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84년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먼데일 전 부통령을 지명함.
부통령 후보는 뉴욕 주지사 출신 여성 하원의원인 페라로의 선출이 확실시
민주당의 먼데일과 페라로 후보 지명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전은 1964년 존슨과 험프리 대 골드
워터와 밀러 대결 이후 가장 선명한 진보와 보수 간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

161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줄이기 위해 미국의 원유수입 의존도 감소를 주장

미국 대통령 선거, 제41대, 1984.11.6. 전3권.
V.3 선거동향, 19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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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이 제41대 미국 대통령 선거 동향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임.
1. 미 공화당은 1984.8.21. 댈러스에서 개최 중인 제33회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강령 외교부분에서
민주당 전 행정부의 실책을 비난하고 강력한 국방 및 세계 경제회복 정책 추진으로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주도해 나갈 것을 다짐함.
한국은 강력한 맹방이며 미국은 한국에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에 계속 병력을 주둔시
1618

킬 것이며 이는 한·미 공동방위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

2. 1984.8.20.~23. 댈러스에서 개최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는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부통령을 각각
84년도 공화당 정·부통령 후보로 정식 지명함.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 정부를 희망과 자신과 성장의 정부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전통적 가치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다짐
8.21. 채택된 공화당 정강정책은 보수적인 색채를 선명히 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임을 분명하게 표명

3. 레이건 대통령은 1984.11.6.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9개 주에서 모두 승리함으로써 선거인단
총 538표 중 사상 최다인 525표를 확보함.
레이건 대통령의 압승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라는 기치하에 국내경제 회복과 국방력 강화를
이룩해 온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미국 국민이 높이 평가한 결과
한·미 관계는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

4. 주미대사관은 1984.11.7. 레이건 대통령 재선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축전을 전달함. 또한, 정부 대
변인은 11.7. 한국 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의 재선을 충심으로 환영하며, 지난 4년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굳게 다져진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가 향후 4년간에 걸쳐 더욱 심화되고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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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세, 1984

1. 레이건 대통령은 1984.1.25.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1984년도 연두교서를 발표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나라 전체의 상황이 호전되어 활기와 낙관적 기운이 새로워지고 있는바, 한마디로 표현하여
“America is back”
경제상태도 세금 감축, 우대금리 반감, 실질소득 증가, 인플레 감소 등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자유의 다음단계로 지속적 경제성장, 우주개발, 전통적 가치강화, 진정한 평화구축을 추진 예정
항구적이고 진정한 평화는 미국의 최고 염원인바, 평화 제안과 관련 초당적 지지를 요청

외상 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국무성은 이라크와의 외교관계 재개를 환영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및 미국 내 친이스라엘 세력
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
1984.11.26. 이라크 외상은 레이건 대통령과의 면담에 이어 미국과 이라크 양국은 외교관계를
재개한다고 발표
미국은 이라크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하더라도 대이라크 기본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이라
크에 대한 대규모 무기지원 가능성을 부인
과거 친소 강경노선을 추구하던 이라크는 이번 대미 관계 개선을 통해 미·소와의 관계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리적인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워싱턴 포스트지는 1984.10.26. 이라크는 미국과 외교관계를 재개키로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양국

1619

부르키나파소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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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주재국 상카라 의장은 1984.1월 베냉 및 토고를 방문함.
1984.1.19. 베냉 방문 시 공동성명에서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공동투쟁, 아프리카 역내 분쟁문제
해결에 공동보조, 양국 혼성협력위 구성, 주재국의 코토노우 자유무역항 진출 등을 발표
베냉 방문 후 귀로에 토고를 방문하여 양국 혼성협력위 설치협정에 서명
1620

2. 1984.1.31.~2.2.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이 서부아프리카 순방의 7번째 방문국으로 주재국을 방문하여
상카라 의장 면담과 식량당국 방문, 보건 전문학교 준공식 참석 등 일정을 가짐.
3. 주재국 국방장관 겸 군 최고사령관인 Lingani 소령은 1984.3.12. 국가혁명평의회 명의 성명을 통해,
주재국 초등교원 노조 사무총장, 섭외국장 및 교육문제국장을 정부 전복 기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함.
4. 주재국은 1984.6.10. 쿠데타 미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쿠데타 미수사건으로 체포된 자는 퇴역 및 현역장교 10여 명, 민간인 9명 등 20여 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전 정권하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
이들은 국외 반혁명 세력과 제휴 쿠데타를 음모하였으며, 특히 세네갈 등지에서 Zerbo 교수와
수차 접촉한 것이 확인된바, 체포된 인사 중에는 Paul Rouamba 전 유엔대사도 포함

5. 코트디부아르 Fraternite Matin지는 1984.8.2. 오트볼타 혁명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 1984.8.4.을 기해
오트볼타가 국호, 국기, 국가를 변경하게 되며, 국호는 현지어인 부르키나파소(단합된 나라)가 될 것이
라고 보도함.
1984.8.3. 상카라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국호 등을 변경한다고 발표한바, 정식 국명은 Le
Bourkina Fasso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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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우루과이 정세, 1984

주우루과이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우루과이 노동자들은 1984.1.18. 전국 노조연합회 요청에 따라 임금 인상, 정치범 석방 및 정당 활동
재개를 요구하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24시간 동안 총파업에 들어감.
정부당국은 성명을 발표, 총파업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경고함.
1621
정당, 노동조합, 학생 및 정치범 가족들에 의한 소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민정 복귀 정치 일정에 관한 군부와 정당 간의 첨예화된 입장 대립으로 단기간 내 타협 가능성
은 희박

3. 우루과이 민정 이양 계획에 관한 군부와 정당 간의 협상이 1984.8.3. 타결됨.
1984.11.25. 총선 실시, 1985.3.1. 정·부통령 취임
1985.3.1.~11.24.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될 기본법이 발효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1966년의
헌법이 유효

4. 1984.11.25. 우루과이 민정 이양 총선에서 홍당의 훌리오 마리아 상기네티 후보가 9명의 여타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됨.
동 대통령 당선자는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인사로서 현재까지 군부가 취하던 반공주의 노선
에서 실리 추구의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
동인은 1968년 북한, 1973년에는 한국을 각각 방문한 바 있어 민정이양과 동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북한은 수교책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재국 내 3개 정당은 1984.1.12. 공동성명을 발표, 민주 회복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함.

베네수엘라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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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네수엘라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3.12월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행동당의 루신치(Lusinchi) 대통령이 1984.2.2. 제6대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취임한바, 동 대통령의 취임사 요지는 아래와 같음.
막대한 석유 수입으로 조성된 왜곡된 경제질서 및 낭비풍조 시정
농업, 공업, 건설업 분야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며 해외투자도 적극 유치
1622

정치 민주주의를 사회 전 분야로 확대시켜야 하며 경제부문에서 정부의 개입과 영향을 최대로
축소

2. 루신치 대통령은 1984.4.12.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경제조치 및 정부 긴축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상 경제대권에 관한 법률을 제의함.
동 법률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회 승인 없이 정부 경상운영비 지출 삭감, 공무원 급여 삭감,
중앙정부 조직 개편,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조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동 법률은 6.19.~20. 개최된 상·하원에서 통과

3. 1984.9.19. 국립중앙대 수의과 및 농학과 학생 200여 명이 등록금 인상, 장학금 감소에 항의하기 위해
대학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학 본부건물에 진입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여 학생 1명이 사망하고 35명
의 학생, 4명의 경찰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4. 역내 국가의 통합 및 협력을 위해 1984.8.3. 멕시코 대통령과 산호세협정을 제5차 연도로 연장하는 데
합의함.
5. 주재국 정부는 10.11. OPEC의 석유 생산량 8.75% 감축 결정에 따라 170만 배럴 생산 수준에서 7%
상당의 12만 배럴을 감축, 생산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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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동남아 및 대양주 국가 정세, 1984

베트남,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피지 등 동남아 및 대양주 국가의 1984년도 정세에 관해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Nguyen Co Thach 월남 외상 일본 방문 결과(재외공관 보고 및 언론보도 종합)
방문 기간: 1984.10.1.~4.(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향발 도중 비공식 방일)
주요 일정: 아베 일본 외상, 이시바시 일본 사회당위원장 면담, NHK-TV 회견 등
캄푸치아 문제 관련 입장

2. 다나바란 싱가포르 외상은 1984.12월 PAP 창당 30주년 기념 특집 당 기관지(PETIR) 기고문에서 싱가
포르의 외교정책에 관해 밝힘(주싱가포르대사관 보고).
싱가포르의 장래 안정은 지역 평화증진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는 우방과의 우호관계 유지,
양대 진영 간의 경쟁과 관련하여는 비동맹 정책을 추구
싱가포르는 아세안을 통해 회원국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세안은 ZOPFAN
구상과 비슷한 지역조직을 형성하기를 희망
싱가포르는 캄보디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방안에 관한 아세안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베트남과 동남아 제국 간 긴장완화 노력을 계속

3.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은 1984.8.20. Julius Chan 전 수상이 1981년 Vanuatu에서 개최된 제12차 South
Pacific Forum 회의에서 제의한 남태평양 평화유지군(Peace Keeping force For the Pacific Basin)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함.
남태평양 지역은 선진 강대국의 이해가 만나는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인바, 금후 약소 도서국가에
대한 외침과 내란으로 인한 안보위험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국가 간의 공동노력이 필요
평화유지군은 South Pacific Forum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

4. 주피지대사관의 1984년도 하반기 주재국 정세 보고서도 첨부되어 있음.

16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캄푸치아에서의 월남군 철수 조건으로 중국의 위협 제거가 필요
- 캄푸치아 문제에 관한 15개국 회의(인도차이나 3국, 아세안 6국, 미, 소, 중국, 프, 영, 인도) 개최 추진
- 일본 정부의 중국 및 아세안 입장 계속 지지로 인하여 이번 회담에서 캄푸치아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의 중재 가능성은 배제

서남아지역 국가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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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도 서남아 지역 정세에 관하여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몰디브 정세
1984.11.1. 주유엔 몰디브대사와 북예멘대사는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각서를 교환
몰디브는 1984.12.7.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48명의 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며, 임기 5년의
현 의원 임기는 1985.2.22. 만료
1624

2. 스리랑카 정세
제1야당인 스리랑카 자유당이 주도권 쟁탈 및 노선 논쟁으로 당내 비주류계를 중심으로
1984.1.22. 신당을 결성
인종 분규 초당파 회의가 1984.1.10. 개최된바, 각 정당 대표, 종교단체 및 민족 대표가 참석

- 자예와르데네 대통령은 주요 문제로서 인종 간의 화해방안, 테러 근절 문제, 1983.7월 폭동 수습 문제
를 언급
스리랑카 자예와르데네 대통령은 1984.12.14. 타밀 분리주의자들과 싱할라족 간의 인종분규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화평안을 발표

- 동 화평안은 지방 자치기구 및 별도의 의회 인정과 이를 위한 헌법 개정내용을 포함

3. 1984.6.16. 아프간 공군기 2대가 파키스탄 영토 내에 7개의 폭탄을 투하, 어린이 6명 사망, 부인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 파키스탄 외무성은 아프간 대사대리를 소환, 엄중 항의함.
84.8.14. 아프간 공군기가 파키스탄 영토에 폭탄을 투하, 13명 사망, 5명 부상하는 사고 발생
84.9.27. 아프간 공군기가 주재국 북부지방을 폭격, 민간인 32명 사망, 50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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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중미지역 국가 정세, 1984

1. 바베이도스
슐츠 미 국무장관은 1984.2.7.~8. 바베이도스를 방문, 아담스 수상 및 세인트루시아 등 인접
4개국 수상과 지역안보 문제, 특히 카리브지역 방위군 창설에 관해 협의
하원의장이 신병으로 의원직을 사퇴, 1984.7.19.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1표 차로 승리했으나
집권당이 무효표 처리의 부당성을 제소, 법원이 선거무효를 판결함에 따라 1984.11.22. 2차 보궐
선거에서 집권당 후보가 승리하여 여당이 계속 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

1984.12.14. 실시된 총선에서 보수성향의 야당인 연합민주당이 예상을 뒤엎고 압승한바, 정부는
벨리즈 신정부의 대외정책이 서방과의 결속 강화인 점에 비추어 한국과의 관계가 호전될 것으
로 전망하였으며 동국 외상에게 이원경 외무장관 명의 축전을 타전

3. 세인트루시아
콤톤(Compton) 수상의 1984.1.12.~16.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시 외교관계 수립을 고려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대만 임금생(林金生) 정무위원(무임소장관)이 총통
특사로 세인트루시아를 방문,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여 1984.5.8. 양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

4.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카토(Cato) 수상이 의회를 해산하고 1984.7.25. 실시한 조기 총선에서 제1야당인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이 승리하여 Mitchell 당수가 7.26. 수상으로 취임

5. 세인트키츠 네비스
1984.6.21.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이 압승, 시몬스(Simmonds) 수상이 재집권

6. 앤티가 바부다
1984.4.17.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집권당 앤티가 노동당이 압승, 버드(Bird) 수상이 재집권하였으며
유임된 부수상 겸 외상에게 이원경 외무장관 명의 축전 타전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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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벨리즈

7. 쿠바
쿠바 외상이 1984.3월 가나를 방문, 쿠바 대통령의 롤링스 의장 초청 의사를 전하고 양국 간
협력협정에 서명
쿠바 외상은 카스트로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1984.5월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한바, 주코트디
부아르대사는 주재국이 쿠바와 외교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쿠바 외상의 방문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고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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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Contadora 그룹 동향, 1983-84

1. 주파나마대사관은 1984.1.16. 주재국에서 개최된 제5차 중미 9국 외상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1984.1.7.~8. 개최된 중미 9국 외상회의(제12차 Contadora Group 회의)에서 Contadora Group
4국 외상의 조정 노력 결과, 목적 문서에 수록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규칙이 분쟁 중미 5국
외상에 의해 서명
상기 문서는 1983.12.23. 주재국 Cabrera 외무차관이 중미 5국을 순방, 전달한 원안에 입각하여
각국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제5차 9국 외상회의에서 절충, 교섭을 거쳐 확정

9개국 확대 외상회의가 1984.5.28.~30. 개최됨(주파나마 대사관 보고).
상기 회의는 미국, EC, 스페인 등 주요 국가, 국제기구 등의 지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국
간 의견대립, 교전단체들의 대화불참, 실질적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고 있는 배후 강대 세력들의
직접참여 결여로 향후에도 획기적 분쟁해결의 전기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3. 제7차 Contadora 그룹 4개국 및 분쟁 중인 중미 5국 외상 간 합동회의가 1984.9.7. 파나마에서 개최됨.
상기 회의 후 Contadora 그룹 4국 외상은 분쟁 5개 당사국의 의견 청취 후 작성한 1984.6.9.
평화조약 초안 수정안을 5국 외상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4국 외상 공동 명의로 현 중미사태에
관한 견해, 그간 Contadora 그룹 성과 설명 및 평화조약의 조속 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중미
5국 원수 앞 서한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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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나마에서 Contadora 그룹 4개국 및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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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아 가 나 총 영 사 관 은 1983.6.21. 실 시 된 마 이 크 로 네 시 아 도 서 연 합(FSM: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국민투표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FSM과 미국의 자주적 제휴(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20,121표 찬성
(79%), 5,348표 반대(21%)로 압도적인 찬성을 득표
Marshalls 국민투표 및 대미 원자피해 보상 약정서명

1628

- Marshalls의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대한 국민투표는 9.7. 실시 예정
- 6.25. Amata Kabua Marshalls 대통령과 Zeder 미국대사 간에 Marshalls의 원자무기 실험 피해자 보상
조로 1억5천만 달러의 보상협정이 서명
- Marshalls 군도 도민들은 약 7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미국 법정에 제소하고 있으나
상기 협정 서명으로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를 미국은 일괄 처리 추진

2. U. S. News & World Report는 1984.10.15. 마이크로네시아연합국(FSM)이 2차대전 후 유엔 보호하에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아오다가 1985년 독립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미국과 FSM 양국은 일종의 자주적 제휴관계를 유지, FSM 국은 내무와 외무를 관장하는 한편,
미국이 국방과 일기예보 등 일부 분야 업무를 계속 관장
수출품이 거의 없고 현대적인 생필품이 없는 마이크로네시아·마샬군도 및 팔로도는 계속 미국
의 무상원조가 필요할 것이며, 미국은 향후 5년간 총 1억 달러를 원조할 계획
일부에서는 마이크로네시아의 자치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미국 교육을 받은 인사들을
포함한 인적자원이 있으므로 앞날이 그리 어둡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은 독립 후 일본 등 아시아 인접국에 무역·관광문제 분야에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생각하나 미국과의 유대관계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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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981. 전2권.
V.1 모잠비크-우간다

1981년도 동부아프리카 지역 정세에 관하여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치사노 모잠비크 외상은 1981.3.22. 일본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모잠비크는 남아공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반남아공 게릴라 단체인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으며,
또한 동 외상은 모잠비크는 농업, 공업, 수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상호협력 강화를 희망함.
1981.4.24. 주포르투갈대사는 치사노 모잠비크 외상의 포르투갈 방문(1981.3.23.~26.)이 1975년
모잠비크 독립 이래 외상급으로는 최초 공식 방문으로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호전

2. 남아공화국에서 백인 용병 100여 명이 1981.11.25. 세이셸에 잠입, Rene 정부 전복을 기도했으나
실패하였으며 북한군이 동 용병격퇴에 가담하였다고 보도됨.
3. Barre 소말리아 대통령은 OAU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이지리아, 토고, 세네갈, 감비아, 기니 등 서부
아프리카를 순방 중 1981.6.6. 아비장에 도착, Houphouet 대통령과 양국 간의 협력문제 및 아프리카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7. 로메로 향발함.
4. 수단, 자이르, 우간다 3국은 1981.6.6.~7. 자이르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함.
국경 치안문제, 난민문제, 밀수렵 및 밀무역문제 해결을 위해 3개 분과위 구성
나일강 수자원 기구 설치를 위하여 나일강 유역 국가 정상회담 개최

5.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정상회담(1981.12.21.~23. Lusaka)이 개최되어 지역 내 경제활동과 상품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아프리카 특혜무역지대 설치를 위한 조약에 서명함.
동 서명에는 우간다, 잠비아, 케냐, 소말리아, 말라위 등 9개국이 참가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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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981. 전2권.
V.2 잠비아-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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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도 동부아프리카 지역 정세에 관하여 주케냐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잠비아 정세
1981.3.1. 모부투 자이르 대통령은 잠비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국경문제에 대해 협의한바,
잠비아 측은 양 지도자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카운다 잠비아 대통령은 본건을 OAU 및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기를 고려
1630

1981.6.22. 잠비아 정부는 미국인 외교관 2명에게 Persona Non Grata를 적용, 48시간 내 출국
토록 조치하고 그 외 4명의 미국 외교관도 체류 불허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조치는
미국 CIA가 관련된 카운다 정권 전복 음모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함

2. 지부티 정세
1981.6.12.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Hassan Gouled Aptideon 현 대통령이 84.5%의 지지를
얻어 임기 6년의 대통령에 재선됨. 이번 선거에는 Gouled 대통령이 단독 입후보하였는바, 이는
대통령 선거법상 의회 내 25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만이 후보를 낼 수 있기 때문

3. 짐바브웨 정세
1981.1.10. 무가베 수상은 대폭 개각을 단행한바, Muzenda 외상이 부수상으로, Mangwende
외무차관이 외무장관으로, Mnangagwa가 국군합동 최고사령관으로 임명
1981.2.18. 짐바브웨 정부는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

4. 케냐 정세
1981.12.31. 나이로비 시내 Norfolk 호텔이 원인 미상의 대폭발로 대파되어 15명의 사망자와
85명의 부상자가 발생
케냐 경찰은 동 사건의 범인이 모로코 국적의 과격파 PFLP(Popular Front for Liberation of
Palestine) 당원이라고 발표

5. 탄자니아 정세
1981.2.11. 케냐, 탄자니아 양국은 국경지대 가축 도축, 밀렵, 밀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나이로
비에서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고 국경지대 경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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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984

1984년도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에 관하여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Botha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상은 1984.5.29.~6.12. 영국,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구주
지역을 순방한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남아공은 영국 및 서독에 대해, 앙골라 주둔 쿠바군 철수 전제하에, 2개월 내 남아공군의 나미비
아 철수, 서방 Contact Group 5개국 치안군 감시하 자유선거에 의한 나미비아 독립안을 제의
남아공은 독립 나미비아 및 모잠비크에 대한 서구제국의 경제원조 부담 요청

2. 미국-남아공 관계(1984.12.6.)
미국은 남아공에 대해 경제제재 등 압력수단에 의하지 않고 우호적인 설득에 의해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게 하는 소위 건설적인 개입 정책을 추구
그러나, Lugar 신임 상원 외무위원장은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현 대남아공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는 종래 미국의 남아공 정책이 공화당 보수계의 지지를 받아 왔던
점에 비추어 레이건 행정부에 큰 압력으로 작용

3. 모리셔스 연정 붕괴(1984.2.15.)
모리셔스 수상 Jugnauth가 영도하는 모리셔스 사회운동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리셔스
노동당 지도자들은 정부 구성으로부터 탈퇴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8월 총선 이래 지속되어 온
연정이 붕괴
상기 결정은 노동당 사무총장인 Boowell이 기획 및 개방장관 직위에서 해임된 데 따른 조치

4. 보츠와나 총선이 1984.9.8. 실시된바, 집권당인 BDP 당이 총 34석 중 29석을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둠.
Masire 대통령은 9.11.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
9.18. 전두환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

163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Botha 수상은 남아공의 Constructive Engagement 정책에 대한 서구제국의 참여를 유도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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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도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에 관하여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리비아 외상은 1984.12.9. 감비아를 방문, 감비아-리비아 간 외교관계 재개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감비아 대통령실은 1984.12.29.부터 감비아가 리비아와 외교관계를 재개키로 했다고 발표함.
감비아 정부는 1980.10월 리비아가 감비아 정권 전복을 위해 감비아 청년들을 리비아에서 훈련
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외교관계를 단절
1632

2. 1984.8.31. 실시된 부룬디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 후보인 현 대통령 Jean-Baptiste Bagaza 대령이
99.63%의 득표로 임기 5년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
3. 1984.6.25. 시에라리온에서 개최된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외교관계를 수립키로
합의함.
시에라리온 외무성은 주요 원조국인 미국, 중국(구 중공) 및 서방제국의 입장을 고려, 관계수립
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으나 소련 측의 강력한 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

4. Eyadema 토고 대통령은 1984.8.28.~29. 나이지리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을 발
표함.
ECOWAS의 발전 부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회원국이 동 기구 의정서 및 라고스 행동계획에
따라 경제정책을 조화토록 호소
서부사하라문제와 관련, 양국은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간의 직접협상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19차 OAU 정상회의 결의안 이행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에 합의
차드문제는 모든 외군이 철수하고 OAU 주관하 당사자 간에 국민화합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이라는 데 의견 일치
국제경제구조의 재정비 및 남북협력의 증진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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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북구지역 국가 정세, 1984

1984년도 북구지역 국가 정세에 관하여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노르웨이
Treholt 간첩사건 관련, 1984.1.20. 주재국 외무성 공보과장이며 노동당 당원인 Arne Treholt가
소련 KGB를 위한 간첩 혐의로 체포

- 동 사건으로 주노르웨이 소련대사관 직원 5명을 추방하고 소련대사관 직원 총수를 89명으로 제한
1984.1.31. 서울에서 한·노르웨이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대한 비준서가 교환되어 1984.3.1. 발효

2. 덴마크
정부 측에서 여야 간 전통적인 안보문제 타협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한 Dyvig Committee의
안보정세 보고서가 11.29. 발표됨을 계기로 12월 들어 여야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
주재국은 군축, 인권 문제, 동·서 관계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미·소 강대국 간의
협상, 유엔 및 지역기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
한반도 문제는 1972년 남북한 합의에 따라 당사자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
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3. 스웨덴
스웨덴 정부는 소련 핵잠수함의 스웨덴 영해 침범사건으로 냉각된 대소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외무성 정무차관보 방소(3.5.~7.), 소련 농업상의 소련방문 초청장 전달(3.13.), 3.15. Schori
외무차관의 소련과 안정된 선린관계 희망 언급 등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미국은 미국산 고도기술 장비가 스웨덴을 경유하여 소련에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웨덴의 고도기술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

163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이장춘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은 1984.3.29.~30. 핀란드를 방문, 주재국 외무성 경제국장 및 외무
차관을 면담하고 ICAO, IMO에서 한국 입장 지지 교섭

자이르 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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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이르대사관이 19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모부투 대통령은 1984.2.3. 일부 내각 개편을 단행, 재무·예산·국유재산 관리상 및 경제기획상
등 각료 2명과 외무성 정무차관이 교체되고 MPR 당 중앙위원회 위원 6명이 새로 임명됨.
2. Moubarak 이집트 대통령은 1984.1.31.~2.2. 주재국을 공식 방문, 모부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1634

양국 간 협력 증진문제, 식민지 해방문제, 중동문제, 차드사태 등에 관해 협의함.
3. 1984.5.17.~20. 제2차 MPR 당 특별전당대회가 개최된바,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모부투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입후보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오는 11월 실시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를 7월 말로 앞당겨 실시키로 결정함.
4. 모부투 대통령은 1984.7.28.~29.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99.1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됨.
모부투 대통령의 당선은 1970년 및 1977년에 이어 임기 7년의 대통령에 3선된 것이며 앞으로
국민혁명운동당의 총재,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5. 군인들에 대한 봉급 미지급 등 처우문제로 군부 내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여단 내 중견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 구주 및 미국 순방을 마치고 1984.10.5. 귀국하는 모부투 대통령을 공항에서
살해하려고 기도했으나 주재국 정보부에 의해 사전 발각됨.
현재 행동대원을 중심으로 약 80여 명이 검거되었고 대통령 경호여단 소속 장병들이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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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공관활동보고 - 캐나다 (총영사관) 1984

주몬트리올, 주토론토 및 주밴쿠버 총영사관의 활동보고임.
1.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1984년 1/4분기 사업실천결과 보고

공관장 주간활동 보고

- 국경일 리셉션 등 외교단 행사 참석과 외교단 예방 및 예방 접수
- KOTRA 및 상사대표 초청 경제협의회 개최,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 접촉 등 경제통상 활동
- 퀘벡 주정부, 친한 단체 및 학계 인사 접촉 등 유대강화 활동
총영사 관할지역 출장보고

- New Brunswicks, Nova Scotia 등 4개 주 출장 후 한국 기업인의 캐나다 방문 시 동 4개 주 방문 권유,
한국전 참전용사 방한초청 대상에 출장지역 참전용사 포함, 동 지역 교민단체에 한국 홍보자료 및 한
국어 교육자료 지원 등을 건의

2. 주토론토 총영사관
주정부와 토론토 시 접촉 및 행사 참석, 월례경제협의회(진출상사 대표) 개최, 외교단 행사
참석, 기업인 및 언론·학계인사 접촉, 한인단체 접촉 및 활동 지원, 반한단체 동향 관찰 및
순화 활동, 주재지 방문 한국인사 활동지원 등 공관장 활동 보고

3. 주밴쿠버 총영사관
공관장 활동 보고

- 언론·학계인사, 기업인·경제단체, 변호사·음악인 등 분야별 유력인사 접촉, 문화행사 참석
- 외교단 접촉 및 행사 참석
- 한인단체 접촉 및 지원, 한인 언론인 접촉
총영사관 직원(영사), 1984.4월 Alberta 주의 Edmonton 및 Calgary 시에 출장하여 Alberta
주정부 인사를 면담, 투자이민 정책과 한국에 대한 육우 수출 현황 등 파악하고 순회영사
업무 시행

163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한국의 경제발전상 및 자동차 산업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 한국 소개 문화영화 상영, 문화계 인사 및
언론인 접촉 등 홍보·문화 활동 내역
- 한글학교 교육비 및 교과서 지원, 한인회 관련 행사 참석, 홍보책자 배포 및 교민대상 영사회 개최,
한인단체 접촉 등 대교민 활동 내역

공관활동보고 - 피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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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지대사관의 공관장 및 차석의 활동실적에 관한 보고와 공관장 활동실적 평가 자료임.
1. 공관활동 보고 및 주간 활동보고(1984.2월~1985.1.6.)
(공관장)
수상, 외상 등 정부 및 의회 인사, 외교단, 언론인 등을 상대로 남북관계와 북한의 실체 설명
등을 통한 북한의 대주재국 침투 저지 및 한·피지 유대강화 활동
1636

정부 인사,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과 한·피지 농업 및 어업 분야 협력 논의
키리바시 출장 등 겸임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활동
국정자문위 시찰단 등 국내인사 피지 방문 활동 지원
(차석)
주재국 경제계, 기업인 및 피지 방문 한국 기업인과 건설 수주, 목재 수입, 농업기술자 파견문
제 등 협의
한국의 WHO 이사국 입후보 지지획득 교섭
언론인 접촉, 독자투고 게재 유도, 사진전시회 등 홍보 활동

2. 공관장 활동실적 평가자료(1984.3~7월)
공관장 활동을 9개 주요 시책(전통우방과의 관계강화, 제3세계와의 관계강화, 평화통일 기반조
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 국제회의 외교의 강화, 경제외교, 홍보문화 활동 강화, 재외국민 보호
선도, 외무성 접촉) 분야와 15개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월별 대상자 및 활동횟수를 보고
3월에 전통우방과의 관계강화 33회 등 67회에 외무성 접촉 11회, 4월은 총 활동횟수 51회에 외
무성 접촉 10회, 5월 85회 및 18회, 6월 68회 및 17회, 7월 121회 및 25회 접촉활동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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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공관활동보고 - 멕시코 및 자메이카, 1984

1. 멕시코
친한 단체 활성화를 위한 1984년도 주멕시코대사관 활동 보고로서 공관 대책회의와 공관장 및
공관원 특별활동에 관한 내용
월 2회 개최된 대책회의에는 전 공관원과 KOTRA 관장, 외환은행 소장 및 교민회장이 참석하였
으며 아래 내용을 협의

친한 단체 활성화를 위해 아래 활동을 연중 전개

- 공관장과 공관원이 주재국 정부 고위급 및 실무 인사를 각각 접촉하여 유대 강화하고 업무 협조
- 주재국 내 한국 명예영사 활동을 통한 문화 소개, 경협 강화 방안 협의 시행
- 친한 단체를 재정비하여 친선협회는 양국 문화교류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협력 위원회는 양국
간 합작투자 등 구체사업 추진토록 조치

2. 자메이카
주자메이카 대사관의 1984 1/4분기 사업실천결과 보고

-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입장 지지발언 확보, 섬유류 민간 무역사절단 방문 성과거양, 한국 경제
발전상과 88올림픽 홍보 및 관련기사 게재 등을 활동실적으로 기술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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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 공화국 출범 3주년 계기 홍보를 위해 교민 및 친한 인사 대상 영사회 실시
- 북한의 3자회담 및 올림픽 단일팀 구성 제의 등의 허구성 폭로를 위한 주재국 인사 접촉
- 북한의 김일성 생일 홍보 저지 및 동 효과 극소화를 위한 대응홍보
- 주재국에 임명되어 있는 명예영사 활용을 통한 친한 인사 저변 확대
- 2, 3세 교민이 교민회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계도, 이들을 통해 주재국 유력인사의 친한화 도모
- 수시 접촉 인사의 친한화 방안

공관활동보고 - 파푸아뉴기니,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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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 공관활동 및 경제통상 등 정기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관활동 보고(1983.6월 및 7월, 1984.2~4월)

1638

- 주재국 정부, 의회, 언론계 인사 접촉을 통한 양국 간 유대강화
- 남북관계 및 북한실상 설명·홍보
- 국회의장, 외상, 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의 방한 추진 및 지원
- 정부, 산업단체 인사, 기업인 및 파푸아뉴기니 방문 국내 기업인과 경제협력문제 논의
- ICAO 총회 관련 협의, WHO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등 국제기구 업무관련 활동
- 교민 격려 및 지원
경제통상 보고 (1983.8월 및 11월, 1984.2~3월 및 5~7월)

- 주재국 경제동향과 대주재국 수출진흥 활동 보고
- (주재국 경제동향) 경기부양책 발표, 1984년도 예산안 통과(1983.11. 보고서), 국내선 항공료 인상,
주재국 최대 광산인 Bougainville 동광의 생산량 증가·수익 증대 등 관련 사항, TV방송 1985년 개시
결정, Vanimo 지역 산림개발 후보자로 한라자원주식회사 선정 등을 보고
- (대주재국 수출진흥 활동) 공관원, 주재상사, 교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경제협의회 결과를 보고한바,
한국 상품 수출현황 점검 및 독려, 남양목재의 산림개발 현장에 한국 제품 수입현황 점검, 한라자원의
Vanimo 산림개발 계획 참가를 위한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경과 청취 및 검토 등 협의회 내용을 보고하
고 1984년 중 파푸아뉴기니에서 한국 상품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

2. 그 밖에 파푸아뉴기니 Wingti 부수상 겸 국가기획개발장관의 국가개발계획에 관한 연설문과 재무장관
의 예산연설문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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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공관활동보고 - 아프리카지역, 1984-85

1. 라이베리아
공관장 주간활동 보고서(1984.8.2.~11.7.)

- 외상 등 외무성 인사를 대상으로 유엔총회 대비 교섭 시행
- 건설장관 접촉을 통한 건설수주 교섭, 경제단체장 접촉, 대우회장 활동지원 등 경제외교
- 방송국 총재 등 언론인 대상 88올림픽 홍보, 우리 예술단 공연 지원 등 홍보문화 활동
- 소요사태 대비 한인 직장 순방, 교민안전 대책회의 개최, 한인간부 격려 등 대교민 활동
1984. 3/4분기 및 4/4분기 사업실천 결과 보고

2. 에티오피아
1984. 1/4분기 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

- 정부 및 군 인사 등을 면담, 남북관계와 북한의 실상 설명 등 정무·홍보활동 시행하고 공보상 및
무역상 등 주요인사 방한, 군복 기증 문제 등 협의
1984. 3/4분기, 4/4분기 사업실천 결과 보고

- 북한 활동 견제를 위한 65만 달러 상당 군복 원조 등 정무, 경제, 홍보 등 분야별 활동 내용

3. 우간다
1984. 1/4~4/4분기 사업실천 결과 보고

- 분기별 정무, 경제통상, 홍보, 영사 분야 활동실적 및 성과 총괄표와 홍보문화 활동 내역 상세 및 우간다
언론의 한국/북한 보도 동향

4.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1984. 1/4~4/4분기 사업실천 결과 보고

- 분기별 정무, 홍보문화, 경제통상 분야 실적 및 평가 총괄표와 홍보문화 활동 내역 상세 및 주재국
언론의 한국/북한 관계 보도 동향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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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장 활동을 정무, 경제통상, 홍보문화, 대교민 활동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기술, 총괄표와 함께
제출

공관 경제통상 활동보고 - 벨기에, 1984-85

| 84-145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4-105 / 1 / 1~13(13p)

주벨기에대사관의 1984. 4/4분기 경제통상 활동 보고임.
1. EC와의 관계 확대
1984.10.15. 한·EC 고위협의회 후속조치회의에서 EC의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시장개방, 기술
교류, 양측 중소기업 간 협력증진 및 고도기슬 이전 등 현안 협의
한국산 VTR의 대EC 수출문제 관련, 12.23. 양측 실무자 간 협의에서 한국 입장 설명하여 EC
1640

측 우려를 불식
한국의 대EC 섬유쿼터 이월 및 전용 사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EC 집행위에 요청, EC 집행위
는 회원국과 협의

2. 대주재국 활동
자동차 안전시스템 등 첨단 산업기술 이전을 교섭
경남(창원)과 벨기에의 Brabant 지역 간 자매결연 문제 협의
노동부장관의 벨기에 방문 추진

3. 통상진흥 활동
1985년 Gent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박람회에 한국을 Guest of Honour로 초청토록 추진, 박람회
당국이 한국을 특별 초청국으로 지정
한국산 스테인리스 봉강에 대한 덤핑 협의 타결
벨기에 대형 유통기관 및 공구 구매단 방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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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공관 경제통상 활동보고 - 바레인, 1984

주바레인대사관이 제출한 1984.1~9월 경제통상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경제 분야
1984년도 대바레인 수출목표 3천만 달러 초과 달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 경주
1984.9.18.~10.2. 서울국제무역박람회에 바레인 유력 바이어 유치 노력 경주
1984.4.2. 한·바레인 무역·경제기술협정 서명
섬유사절단 바레인 방문, 섬유제품 전시회 개최
58백만 달러 규모의 걸프대학 공사 한국 업체 낙찰

2. 홍보 분야
바레인·한국 친선협회 임원 국왕 예방, 양국 간 우의 증진
1984.11월 서울 개최 제26회 세계아동미술전에 바레인 참가 추진
바레인 한인회, 바레인 올림픽위원회 후원을 위한 국제바자에 참가, 수익금 및 대사관 보조금을
1984.5.6. 바레인 공보차관에게 전달
한국인 코치가 인솔하는 바레인 농구 국가대표팀 전지훈련차 7.22.~8.20. 방한

3. 영사 분야 및 기타
재외국민 등록, 병역의무자 파악, 근로자 및 단체소속 직원 변동사항 파악
해외진출 업체의 외국인 고용비율 20%에서 30%로 조정
국산품 사용 권장

4. 대바레인 수출 관련 사항
1983년도 수출 실적 분석과 1984년도 품목별 수출 예상을 통한 수출목표 달성 전망 예측
소액, 소량 수주활동 강화, 1984서울국제무역박람회 바이어 유치, 1984아랍건축자재박람회 참가
등 수출 진흥 활동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의 대바레인 수출 현황
1984년도 품목별 대바레인 수출현황 및 바레인 시장 동향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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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Gulf Construction의 한국특집을 위한 제반 협조 제공

공관 경제통상 보고 - 중국 및 Hong Kong 총영사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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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의 1984년 1/4분기 및 2/4분기 경제통상 보고서
대만 경제

1642

-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1984년도 상반기 11.57% 성장이 추정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성장하여
당초 목표인 7.5%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1984 상반기 14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였고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하였으나 수출 증가 속도에 비해 완만한 상태이며 주재국은 수입개방 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
- 통화 측면에서 아직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나 무역흑자, 교통요금 인상, 군인·공무원·
교원 보수 인상 등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당국은 외채의 조기 상환과 수입자유화
확대, 화폐 평가절상 등의 조치를 강구 중
한국의 대주재국 수출

- 1984.1~5월 96백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88% 급증한바, 선박 수리 및 철강제품, 화학원료, 전자제
품, 자동차, 합성섬유사 등이 주요 수출 신장 품목

2. 주홍콩 총영사관의 1984.3~4월 경제통상 보고서
3월 및 4월 상사협의회

- 총영사는 대홍콩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고 한·중국(구 중공) 관계가 스포츠 교
류로 시작하여 경제 분야로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합심하여 대중국 경제·교역 관계
를 발전시켜 나갈 것과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서서히 추진
해야 함을 강조
- 교포상사들은 한국계 은행 지점이 본사로부터의 규제로 현지 교포상사에 대한 융자에 애로가 많은
점과 관련, 별도의 조치를 취해 줄 것과 종합상사가 소규모, 전문 품목은 교포상사를 이용하여 상호
협조하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
- 종합상사들은 본사가 너무 성급히 대중국 접촉을 지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중국 교역 이전에 중국에
대한 각종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
홍콩 경제

- 홍콩의 영국계 최대 재벌인 자르딘사가 지주회사의 법적 주소를 버뮤다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홍콩 방문 중인 영국 외상이 영국은 1997년 이후 홍콩에 대한 주권과 행정권을 완전 이양할 것이라고
1984.4.20. 발표하여 홍콩의 주가 크게 하락
- 홍콩의 장래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 무역은 계속 크게 증가하여 1984.1~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9%, 수입은 42.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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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공관 경제통상 활동보고 - 인도, 1984

1. 주인도대사관의 1984.1~5월 경제통상 보고서
인도 경제정세

대인도 수출

- 1984. 1/4분기 수출실적 266,591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9.4%, 목표 대비 41% 달성
- 시멘트, 철강제품, 섬유류 등이 부진한 반면 기계류가 호조를 보이고(전년 대비 403%) 전자부품이
주종 수출품으로 대두

2. 1984 3/4분기 경제통상 활동 보고서
한·인 무역역조 심화에 대한 인도 측의 불만을 상쇄하고 대인도 경제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경제협력 종합방안 건의
인도 박람회 공사 회장, 인도 농업조사단 등 경제관계 인사 방한 추진
한·인 합동무역위원회 조기 개최 추진
양국 회사 간 전자분야 기술제휴 상담 주선 등 상사 활동 지원

164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인도 경제는 83/84 회계연도 (1983.4월~1984.3월)에 기록적인 농업생산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를
나타낸바, GNP의 40%를 점하고 있는 농업생산은 5월에 이르기까지 호조를 보이는 양상
- 산업생산도 급격한 회복세를 보여 연 6%의 성장이 추정되는바, 회복세 지속여부를 좌우할 에너지
부문(전력 및 석탄)의 전망이 밝지 않아 계속적인 호조는 난망
- 1984년 초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던 물가가 5월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바, 세계은행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재현 위험성을 경고하고 통화량 증가 억제를 권유

공관 경제통상활동보고 - 이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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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란대사관의 1984.1~8월 경제통상 보고서와 1984.1~8월 및 11월 월례 경제협의회 결과 보
고서임.
1. 경제통상 보고서
이란의 경제 일반, 재정 및 외환, 대외협력, 수출입 현황, 원유 생산 및 수출, 개발 계획, 한국
상사 수주활동 등 분야별 기술
1644

이란-이라크 전쟁 등 요인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이며 행정력은 전쟁 수행에 집중
원유수출 부진으로 인한 외환 부족으로 수입이 대폭 감소되어 공장 가동률 저하, 물가 상승,
건설공사 기성고 지급 지연 등이 나타나고 생필품 부족 현상 심화
1984.1~10월 한국 상품의 대이란 수출은 444,283천 달러로 목표 대비 71.7%인바, 1984년도
수출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주재 상사의 수주활동도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10월의 경우 13개 상사 중 5개사만 신용장을
수취, 신용장 개설 실적이 20,925천 달러에 불과하였고 계약액은 18백만 달러에 불과한바, 이러
한 부진은 주재국의 외환 통제에 기인하여 일본 등 경쟁국의 경우도 같은 어려움에 직면

2. 월례 경제협의회 결과 보고서
한국과 주재국의 경제정세 설명, 주재 상사의 애로 및 건의 사항, 공관장 훈시 등
상사의 애로사항으로는 주재국 외환 사정으로 인한 신용장 수취 부진, P-Bond 직접개설의
어려움, 출장자에 대한 입국비자 취득 어려움 등이 자주 제기되었고 상사 주재원 1인당 현지인
3~4명 채용 요구 등 주재국 노동법상의 어려움도 제기
공관장은 신규품목 개발, 시장의 지역적 확대 등을 통한 수출 진흥을 독려하고 상사 간 과당경
쟁 지양, 상사 및 공관 간 협조, 외환관리 철저, 북한과의 대치지역임을 유념한 보안강화, 근로
자 안전 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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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공관 경제통상 보고 - 일본, 1984

주일본대사관의 1984.1, 2, 4, 6월 경제통상 보고서임.
1. 일본 경제 동향
내수를 중심으로 한 착실한 경기회복으로 1984년도 실질 성장률을 4.1%로 전망(명목 성장률
5.9%)하고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를 각각 340억 달러, 230억 달러 정도로 예상

- 1984.6.15. 발표된 1984. 1/4분기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동 기간 GNP는 전기 대비 실질 1.8%,
연 7.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를 위한 포괄적인 대외 경제대책을 결정

- 시장개방 및 수입촉진, 금융·자본시장 자유화 및 엔화의 국제화 추진, 투자교류 촉진, 외국 변호사의
일본 내 활동 조기해결 노력 등
- 표면적으로 개도국도 배려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에 편중된 대책으로 한국의 대일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
일반회계 50조6,272억 엔 규모의 일본 정부 예산안이 1984.4.10. 참의원을 통과하여 확정된바,
전년도 대비 0.5% 증가에 그쳐 ’
55년도 이래 최저의 증가율을 기록한 초긴축 예산

2. 대외 경제관계
1983년도 미국의 사상 최대 대일 무역 적자를 배경으로 미·일 통상마찰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양국 외무차관 간 고위급 협의, 엔·달러위원회, 투자위원회 등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4월에
미국 쇠고기 및 오렌지 수입 확대문제와 일본의 금융·자본시장 개방문제 타결

- 그러나 미 철강업계가 수입 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결정하
는 등 6월 들어 양국 간 통상마찰의 재연 조짐이 나타난 상황

3. 한국의 대일 수출
1983년도 대일 수출은 3,358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목표 대비 87.3%에
그쳐 1982년에 20억 달러로 개선된 무역 적자폭이 다시 29억 달러로 확대
1984.5월말 현재 대일 수출은 16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한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대일 수출이 1983.10월부터 계속 증가 추세인바, 이는 일본 경제의 회복 및 수입증가 등에 따른 것으
로 보이며 종래 대일 수출이 하반기에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할 때 1984년도 대일 수출 목표 40.5
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164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일본 정부는 1984.4.27. 경제대책 각료회의에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금융마찰 완화

공관 경제통상보고 - 말레이시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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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레이시아대사관의 1984.1~6월 경제통상 보고서임.
1. 말레이시아 경제 동향
말레이시아 경제가 세계 경기 회복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침체에서 탈피, 활성화 단계
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

1646

- 해외수요 확대 및 민간부문 지출 증가로 1984년도 실질 국민생산이 1983년도 3.2%보다 높은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수출입 부문에서 1984년도 수입은 1983년도 대비 5.1% 증가한 331억 달러, 수출은 LNG 및 원유수출
호조로 13% 증가한 360억 달러로 약 29억 달러의 흑자 예상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업 육성 우선정책에도 불구,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저조함에 따라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 입안 예정

- 수출 지향적이며 중공업 또는 고도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에게 70%까지의 지분
소유를 허용

2. 진출업체 관련 사항(건설 및 노무)
1983년도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 시공업체 14개사, 진출인원 2,507명, 계약액 578,639천 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에 이어 해외 건설 진출 3위를 점유
1984.1~3월 수주액 54,888천 달러 등 수주활동 현황
공관장은 한국 업체 간 과당경쟁 지양, 노무관리 철저 등 당부

3.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 동향
1983년도 및 1984.1~5월 수출 실적
1984.5월 현재 수출 호조품목 및 부진품목

- 호조품목(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 종이 및 판지 제품, 요업제품, 화공약품, 합성수지 물질 및
제품, 기계류, 전자제품 등
- 부진품목(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 금속제품(소전), 철강제품(중후판, 철구조물), 운반용 기계
류(철도차량 및 동 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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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공관 경제통상활동보고 - 오만, 1984

주오만대사관의 1984.1~7월 월례 경제통상 보고서와 3/4분기 및 4/4분기 경제통상 보고서 등
인바, 동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일반 경제 동향
국민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정부예산, 석유생산량, 물가지수, 통화량, 환율 등 오만의 주요
경제지표

2. 경제 정책 및 제도 변경
1984.4.1.부터 모든 수입식료품의 품질보증서 제출 의무화
정부 소요 물품 구매 및 입찰시 규격 및 품질 면에서 손색이 없을 경우 가격이 최고 10%까지
높아도 자국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화
시멘트의 자국 생산과 함께 종래 무관세이던 동 품목에 1984.3.1.부터 20%의 관세 부과

3. 대외무역
1983년도 총 수입액 2,495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7% 감소한바, 정유공장 가동 및 시멘트 생산
개시로 인한 수입 감소가 주원인이며 수출의 경우 석유 수출액이 공개되지 않아 1983년도 총
수출액이 파악되지 않으나 4,500백만 달러 정도로 추정
1984. 2/4분기까지 수출액은 2,878.9백만 달러이며 이 중 석유 수출이 2,856백만 달러 점유

4. 건의
1984년 1/4분기 말 현재 오만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159백만 달러에 이르는 반면 한국의
대오만 수출은 5월 말 현재 6백만 달러 정도로 커다란 무역역조 상태인바, 한국의 군수물자
수출 또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구상무역 추진을 검토
일본, 서구 국가, 중국 등이 다투어 오만과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년여간
오만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점을 감안, 상공인단 교환방문 및 상품전시회 개최

164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국민총생산 1982년 64.9억 달러, 1983년 68.5억 달러
- 1인당 국민소득 4,300달러(추정인구 150만 명 기준)
- 1984년 정부예산 세입 4,524백만 달러, 세출 5,116백만 달러
- 1984 3/4분기 말 현재 석유생산 112.5백만 배럴(일산 41.6만 배럴), 수출 98.5백만 배럴

공관 경제활동 보고 - 필리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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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관의 1984.1~5월 월례 경제협의회 및 정세평가 연석회의와 3/4분기 수출 진흥
및 정세 평가 연석회의 결과 보고인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필리핀 경제
필리핀 경제기획청은 1984년 상반기 GNP가 사상 처음으로 5.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
였다고 발표한바,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하반기에도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5.5%가
1648

될 것으로 예측
1/4분기 36%이던 물가 상승률이 생필품 및 서비스 요금 폭등으로 2/4분기 44%를 기록하였으
며 7월 말 현재 마닐라 권역의 인플레율은 연율 기준 75%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
마르코스 대통령은 7월 정기국회 개회식 연설에서 구조조정 계획 가속화, 공무원의 실천성·
생산성 및 책임감 증대 조치 등 경제회복을 위한 10개 항의 지침 발표
8월 국회에서 673억 페소에 달하는 1985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바, 이는 1984년도 예산보다
13.1% 증가된 규모
교역은 ’
83년도 수입 6,844백만 달러, 수출 4,440백만 달러로 2,404백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
며 1984년도의 경우 1/4분기 중 수입 14.7억 달러, 수출 1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약
20% 감소, 수출 약 7.6% 증가를 보인바, 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외환 고갈에 따른 중앙은행의
엄격한 외화 배당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

2.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
1984년도 대필리핀 수출이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어두운 편이며 목표액 120백만 달러 달성도
의문시된다고 전망

- 목표 달성이 전적으로 financing 가능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필리핀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1억 달러
정도의 상품차관 공여에 대한 조속한 결론 건의
1984월 말 수출실적은 93,687천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4%의 증가 추세이며 1984년도
목표 대비 78.1%를 기록한바, 필리핀 최악의 경제위기에도 불구, 수출이 신장세를 보이는 것은
한국의 수출 주종품목이 ADB 및 IBRD의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 방식 등으로 수입되는 품목
(기간산업용 화학제품 및 기계류 등 중화학 제품)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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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공관 경제통상 활동보고 - 아프리카지역, 1984

아프리카지역(가봉,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주재 공관의
경제통상 관련 보고임.
1. 가봉(1984. 1, 2, 5월 경제통상 보고서)
1984.2.1. 근로자 최저임금을 35,000세파에서 40,000세파로, 근로수당을 15,000세파에서
20,000세파로 각각 인상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4~88년)

2. 나이지리아(1984.1~7월 경제통상 정세보고)
신군사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 및 시책방향

- 목표: 침체경제 활성화,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 밀수·매점·매석 등 경제악 제거, 물가 안정 및 자원
의 효율적 이용
- 시책방향: 각종 개발사업 축소, 중단, 연기 등, 수입 추가억제, 외환규제 강화 등
IMF 차관협상

- 나이지리아 정부는 IMF 측에 26~32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요청한바, IMF 측이 요구하는 나이라화의
평가절하, 원유생산 보조금 삭감, 무역규제 완화 등 조건의 수락을 거부하여 1984.7월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협상 계속

3.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1984.3월 경제통상 보고서)
주재국의 조세징수액 감소로 1984년도 정부예산 세입목표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4. 세네갈(1984년 3/4, 4/4분기 경제통상 활동 결과)
상담액 3,286천 달러 등 제6회 다카 국제박람회(1984.11.27.~12.10.) 참가 실적

5. 케냐(1984.7월 및 11월 경제협의회 결과)
주재국 및 우간다, 탄자니아 등 관할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실적 분석 및 전망
케냐 정부는 최근 한발 대책 관련 150만 톤의 곡물 지원을 요청한바, 서방 측 동정적 반응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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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생산이 1984년 920만 톤의 최고 수준을 고비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대체산업
및 수출산업 발전에 역점

6.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1984.2~4월 경제통상 보고)
제1차 한국·콩고민주공화국 합동위원회가 1984.4.2.~5. 킨샤사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제반협정
이행상태를 검토하고 민간기업 간 협력 지원문제 등을 협의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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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공관 경제통상 활동보고 - 동남아지역, 1984

동남아지역 4개국(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피지) 주재 공관의 경제통상 관련 보고임.
1. 브루나이(1984. 3, 4, 6월 경제협의회 결과)
브루나이는 원유 및 천연가스가 실질 GDP의 74%를 점하고 있어 국제 원유가 변동에 민감한
경제이나 막대한 외환 보유 및 해외투자로 안정 지속
공관 창설 이후 진출업체간 상호 정보교환 및 협조 강화 기대

외국 노동력 도입 완화 정책이 발표되어 싱가포르 고용주들이 직종에 관계없이 고용할 수 있는
Traditional Labour Source에 1984.2.1.부터 한국, 대만, 마카오, 홍콩 노동력도 포함 (종전 말레
이시아 국민만 동 범주에 포함)
싱가포르 무역공업상 겸 재무상, 1984. 1/4분기 경제운용 실적 관련 5.13. 아래 요지 언급

- 경제성장률 약 10%(전년 동기 5.5%), 대외무역 11% 증가(전년 동기 -5%)
- 소비자 물가 3% 인상된바, 수입식품 가격 상승 및 구정기간 수요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생산성 향상률 7%를 상회, 전년 동기 4.7%에 비해 크게 향상

3. 인도네시아(1984.1월 경제통상 보고서)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와 석유가 인하 및 석유수출 감소 등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
83년도에
세수결손, 외환부족, 대외부채 증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난관을 경험
1984년에는 석유수출 가격의 29달러선 유지, 미국과 일본의 경기 호전 등 몇 가지 전제조건하
에 국제수지 흑자와 4.1% 정도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

4. 피지(1984.1~7월 경제통상 보고서)
1984년도에 GDP 3~5% 증가, 관광수입 전년 대비 6~7% 증가 전망
1984. 상반기 수입 236.6백만 달러, 수출 91.8백만 달러로서 상반기 중 144백만 달러(피지달러)의
무역적자
1984. 1~6월 관광 입국자 110,048명 (1983년도 관광 수입 140백만 피지달러)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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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1984. 1, 2, 5월 경제통상 보고서)

공관 경제통상활동보고 - 중동지역,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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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6개국(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주재 공관의
경제통상 관련 보고임.
1. 리비아(1984.4~7월 및 3/4분기 경제통상 보고)
리비아 정부가 혁명위원회 기관지 등을 통해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외국 회사 또는 다국적 기업
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 외국 업체 배척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국민들의 호응이 약하고 외국 업체
1652

를 대신할 자국 업체의 능력 부족 등으로 외국 업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

2. 사우디아라비아(1984.1월, 2월 및 4~7월 경제통상 보고서)
사우디의 84/85 회계연도(1984.4월~1985.3월) 예산안은 세입 608억 달러, 세출 739억 달러로
적자예산이며 개발예산이 전년 대비 25% 이상 축소
걸프만 긴장사태와 관련, 한국 화물선의 걸프만 운항은 정상적이나 선박 피격 우려와 긴장사태
로 인상된 보험료의 화주 분담문제로 배선에 어려움이 많고 수출업자의 비용부담 가중

3. 이집트(1984.1월, 3~7월 경제통상 보고서 및 3/4, 4/4분기 경제통상 활동 보고)
수요와 공급의 격차, 연 25~30%에 이르는 물가상승,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보조금
증대 등이 이집트 경제의 주요 문제점
이집트 국방성의 군수 관계자 등 접촉을 통한 수주지원 활동과 경제통산상, 기획·국제협력상
등 유력인사 방한 추진 활동 전개

4. 카타르(1984.5월 경제통상 보고)
1983년도 카타르의 총수입액 14.6억 달러 중 한국은 4.9백만 달러로 0.34% 점유
한국 고전가구 및 수공예품 전시회 개최(1984.5.19.~26. 도하)

5. 쿠웨이트(1984.1~3월 경제정세 보고서)
1983년 최악의 불경기를 경험한 쿠웨이트 경제는 1983년 하반기 유류수출 호조로 반등 기미를
보였으나 1983년 말 폭탄테러 사건 이후 다시 침체에 빠진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는 건설
분야 집중투자 등 경기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제안을 국왕에게 제출

6. 튀니지(1984.1, 3, 11월 경제통상 보고서)
1984년도 세입예산 총액 약 21억 달러로서 전년도 대비 8.7% 증가되었으며 3/4분기 말까지
물가 안정 속에 완만한 경기 상승추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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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공관 경제통상활동보고 - 중미지역, 1984

중미지역 3개국(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코스타리카) 주재 공관의 경제통상 관련 보고임.
1. 도미니카공화국(1984.1~7월 경제통상 보고서)
1984.1.24. 환율 자유화 조치 발표
대IMF 차관 교섭

2. 수리남(1984. 4/4분기 경제통상 활동 보고서)
1982.12.8. 정변 이후 네덜란드의 대수리남 원조 중단으로 수리남 경제의 불황과 재정적자
누적, 외환수지 악화 계속
한국의 대수리남 수출도 상기 네덜란드의 원조 중단으로 인한 수리남의 수입통제 강화로 급격히
둔화

3. 코스타리카(1983.12월 및 1984.2~7월 경제통상 보고서와 1984. 4/4분기 경제통상 활동 보고서)
코스타리카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중미·카리브지역 국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CBI 정책의 주요 수혜국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에 관심이 증대
한국 상품 수출 관련, 완제품 수입에는 점차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설비, 원료,
반제품 등의 수출에 주력할 필요
상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통상사절단이 1984.10.18.~19. 코스타리카를 방문, 대통령
및 부통령을 면담하고 경제계 주요 인사를 만났으며 관민 합동경제회의와 민간 경제인 간담회
개최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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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85년 3년에 걸쳐 4억6천만 달러를 분할 지급받는 조건의 대IMF 차관 교섭을 진행, 모든 수입품
(석유 제외)의 시중 환율에 따른 공급 등 공정 환율을 사실상 인상하는 요지의 교섭결과를 4.17. 발표
한바, 동 결과 폭등한 물가에 항의하는 소요 발생 후 5.24. 대IMF 교섭 당분간 중단 발표
- 6.28. 대IMF 교섭 재개 발표하고 7.5.~12. 교섭사절단이 방미 교섭한바, IMF 측은 석유가격 현실화,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계속 요구하였고 도미니카 측은 긴축은 실시하되 물가 폭등에 따른 소요로 민주
질서가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

공관 경제통상활동보고 - 남미지역,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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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지역 7개국(볼리비아,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주재 공관의
경제통상 보고임.
1. 볼리비아(1984.1~6월 경제통상 보고서)
1984.4.12. 화폐 평가절하 및 식료품 가격의 대폭 인상 등 경제조치를 발표한바, 동 조치 이후
노조의 파업으로 정치, 사회적 혼란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제 민간은행에 대한 채무 지불
1654

중지, 기본 생필품 가격 안정 등 노조 요구의 대부분을 수용

2. 브라질(1984.1~7월 경제통상 보고서)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민간은행단과의 채무조정 협상이 난항 끝에 1984.1.27. 타결되어
283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에 합의, 외환위기를 극복
한·브라질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의 개최(1984.4월, 리오) 및 제2차
회의 개최(1984.10월, 서울) 추진

3. 우루과이(1984.1~6월 경제통상 보고서)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984.5월말 현재 물가 상승률 24.66%, 1/4분기
실업률 14.57% 기록

4. 칠레(1984. 4/4분기 경제통상 활동 보고서)
최대 경제문제인 약 18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문제와 16%에 달하는 실업문제 해결에 집중한
바, 실업문제 해결에 다소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5. 콜롬비아(1984.4~5월 경제통상 보고서 및 2/4~4/4분기 자원정세 보고서)
1984.4.16. 2천여 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콜롬비아의 석탄개발 계획과 생산 전망, 새로 발견된 유전 관련 보고

6. 파라과이(1984.1월 및 2월 경제통상 보고서)
화폐 평가절하 및 수입통제 등 조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1984

7. 페루(1984. 1/4분기 경제통상 보고서)
1983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1984년에는 선진국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상황
개선이 기대되며 125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의 지불기간 연장교섭 진행 중

165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3차. 동경, 19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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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 관련, 한·일 양국 외무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3차 고위 실무자 회의 관련 문서와 언론기사 및 자료임.
1. 회의 준비
외무부는 제3차 회의 1984.6.1. 동경 개최와 관련, 주일대사관에 민단 측 요망사항과 재일교포
취업현황 등 회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법무부, 보건사회부
1656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외무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
의제 관련, 제2차 회의(1983.6월) 이후 진전사항 검토, 법적지위 문제, 외국인등록법 문제, 복지
문제, 기타 양국 관심사항(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 등 한국 측이 생각하고 있는 의제안에 대해
일본 측과 절충, 결과를 보고하도록 주일대사관에 훈령하고 동 의제 중 잠재 거주자 문제(법적
지위 문제 내의 세부 의제), 외국인등록법 문제 등에 중점 통보
상기 의제안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제2차 회의 이후의 재일 한국인 처우 검토 및 양국의 관심
사항 등을 일본 측 의제로 제시하면서 한국인의 자격 외 활동 문제 등과 함께 재일 한국인 보
안사범 문제를 일본 측 관심사항에 포함시킨바,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재일 한국인 보안사범 문
제는 한국의 국내문제로서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

2. 회의 결과 요지
제2차 회의 이후 진전사항

- 일본 측이 개정 국적법(1984.5월 국회 통과) 내용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및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 현황
에 대해 설명
재일한국인 후손 법적지위 문제

- 협정영주권자 후손의 법적지위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 조속 개시 제의에 대해 일본 측은 개정 국적법
등의 운용 결과를 지켜본 후 협의 개시 용의 표명
강제퇴거 문제

- 일본 측이 강제 퇴거자 인수를 강력히 요청한 데 대해 한국은 인도적 이유를 들어 거부
외국인 등록법상의 문제

- 지문제도 및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제도 철폐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외국인 등록법이 1982.10월
개정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

- 영주 귀환 또는 가족 일시상봉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가능한 한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 표명

1984

3. 자료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관련 미해결 사항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와 회의
대표단 훈령, 의제별 현황과 문제점, 의제별 발언 요지 등을 담은 실무회의 자료, 민단이 작성
한 재일 한국인의 권익에 관한 요망사항 등 수록

165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V.1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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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압날 등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 유관 사항에 대한 주일대사관 보고와 언론 기사임.
1. 재일 한국인 지문압날 폐지 문제
민단 중앙본부 단장 일행은 지문압날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자민당 간사장, 사민당 위원장, 공명
당 위원장 등 각 정당 간부를 1984.1월 예방함.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일본 법무성 관계과장을 1984.1.25. 면담 협의한바, 일측은 외국인의 신분
1658

관계 및 거주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지문압날 제도는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한바, 대사관 관계관은 지문압날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존속이 부득이
한 경우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하도록 할 것 등 한국 입장을 표명함.

2. 일본 국적법 개정
주일대사관은 일본 법무성을 접촉하여 부모 양계주의 채택, 일본 국민 배우자의 귀화조건 완화,
국적선택제도의 도입(이중국적 해소) 등 요지의 국적법 개정 내용과 추진 일정을 탐문하고 입수
한 개정요강(안)을 1984.1.25. 외무부에 송부함.

3. 재일 한국인의 교원 임용 문제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일본 문부성 관계과장을 1984.2.21. 면담, 재일 한국인의 교원임용 문제를
협의하고 약 9만 명에 달하는 재일 한국인 학생이 일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일 한국인의 공립 초·중·고 교원 임용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함.

4. 재일 한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일본 정부는 25년 이상 보험금을 불입해야 한다는 조건에 미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 못하는
무연금 상태가 가능한 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외 일본인 및 재일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적용을 확대하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연금에서 조정하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함.
보험료 소급 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한국 측이 주장해 온 전면적용에는 미흡하나 1982.1.1. 연금
법상 국적 조항 폐지에도 불구,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서 배제되었던 35세 이상의 재일 한국인
도 수혜 대상자임을 알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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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V.2 6-12월

지문압날 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문제와 취업 문제 등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향상 문제
관련 문서와 언론보도 기사임.
1. 지문압날 문제
재일본 민단 부인회 중앙본부 회장 등 80여 명의 부인회원, 1984.6월 미국을 방문하여 유엔
인권센터 뉴욕 사무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 및 지문압날 철폐 청원서를 전달하고
1984.6.13.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방문 및 청원서 전달, 기자회견 등 활동을 전개하였으
일본 정부가 대만(구 자유중국)의 아동관계 협회 직원 및 가족에게 지문압날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1984.7.14. 주일대사관 관계관이 접촉한 일본 법무성 관계관은 외교
관, 주일 미군 및 유엔군 관계자 등 면제자 외에 직무내용이 일본과의 친선협력에 기여하고 신
분과 거주관계가 확실히 파악되는 경우 면제해 주는데 대만 아동관계 협회의 경우 이에 해당되
어 면제해 주고 있다고 밝힘.
주일대사는 1985년 한국인 등록증 갱신 시 지문압날 전면거부를 일부 간부가 주장하는 등 민단
의 태도가 경색되고 있고 일본 공안기관에서도 관심을 표시하는 점 등을 감안, 민단의 활동이
일본 정부와의 정면 대결 또는 극한적인 방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계도할 필요성을 1984.9.27.
외무부에 보고함.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1984.10월 미, 영, 독,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호주 등 국가의 지문채취
제도를 조사한바, 미국(영주권 신청 시) 및 브라질(내국인: ID 카드 신청 시, 외국인: 영주권 또
는 시민권 신청 시) 외에는 일반적인 지문채취 제도가 없음을 확인함.

2. 취업 문제
주일대사관은 일본 정부가 국적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직종 등과 관련, 법적으로 국적 제
한이 있는 직종은 외교직뿐이나 1953.3월 내각 법제국 의견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
의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일본 국적을 요한다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바, 재일 한국
인 취업문호 개방의 관건은 법적, 행정적 문제라기보다 민족차별 의식의 개선이라는 의견을
1984.7.19. 보고함.
주일대사관은 나가노 현 교육위원회가 1984.11.20. 재일본 한국인을 초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하
기로 결정했다가 문부성의 압력으로 1984.12.27. 동 결정을 취소했다는 신문보도 관련,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 보고함.

16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며 한국의 주유엔대표부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협조를 제공함(영문 청원서 수록).

재일본 한국인 북한 송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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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송 교포 관련 기사
주간 아사히(週刊 朝日)는 1984.4.20. 및 4.27. 북한의 참상과 북송 재일 교포의 실태를 보도한
바, 주고베총영사관에서 동 기사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재일교포 북송(제187차)
외무부는 최근 폭로된 북송교포의 비참한 실상 등에 비추어 인도적 견지에서 북송사업은 중지
1660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1984년도 재일교포 북송을 저지토록 노력할 것을 주일대사에게
훈령하고 북송의 경위, 경과 등을 정리한 북송문제 관련 자료를 송부함.

- 주일대사관이 접촉한 일본 외무성 관계 과장은 북송이 일본 적십자사의 사업이므로 정부가 관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그간 북한의 실상이 널리 알려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북 영주 귀
국자가 없어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함.
주니가타총영사는 1984.6.28. 마감 결과 북송 신청자가 33세대 34명임을 일본 관계기관으로부
터 입수, 외무부에 보고하고 조총련이 북송 25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북송자 모집에
상당한 고충을 겪은 것으로 분석함.
북한 선박 만경봉호가 1984.7.23. 니가타항에 입항, 신청자 34명 중 30명만 승선한 가운데
7.25. 출항함.

- 주니가타총영사는 만경봉호 환영 및 환송집회 상황, 조총련 주최 북송실현 25주년 기념 축하회 상황
등 자료를 입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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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재일본 민단 강화 대책회의. 서울, 1984.8.13

1. 주일대사는 재일본 민단 중앙본부가 조직 강화를 위해 1984.8.5.~7.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민단, 상공
회, 신용조합 3개 단체 연석회의 계기에 국무총리 격려사와 대통령 예방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하
고 예방 실현을 건의함.
8.5.~7. 예방은 대통령 일정상 곤란하나 8.13.은 가능함을 알린바, 민단 측은 회의 일자를 8.13.
으로 변경
참석자 확정, 신원조회 등 대통령 예방(다과) 관련 준비 진행
1661

합의 조직 강화 방안과 서울 올림픽 후원사업 추진 방향 등을 토의하고 교포 단체 간 문제의 중재 조정
기구 설치를 3단체장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대통령 예방, 올림픽 시설 견학 등의 일정을 가짐.
3. 민단 작성 ’
84 조직강화대책회의, 대통령 예방행사 계획 등 자료와 대통령 치사(안) 및 국무총리 격려
사(안)가 포함되어 있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민단조직 강화 대책회의는 예정대로 1984.8.13. 국무총리 참석하에 개최되어 민단, 상공회 및 신용조

재일본 동포 실태조사 자료 및 거류민단 명단,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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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동포 실태조사 자료, 민단 중앙본부의 청원 및 민단 간부 명단이 수록되어 있음.
1. 재일본 동포 실태조사 자료
민단 청년회 중앙본부가 도일 당시 12세 이상인 재일본 동포 1세를 대상으로 1982.10.25.~1983.1.15.
에 걸쳐 조사,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1662

- 연령별 구성: 60~64세 30%, 65~69세 33%, 70세 이상 30%, 기타 7%
- 출신도: 경남 38%, 경북 29%, 제주 13%, 전남 10%, 기타 10%
- 도일 연도: 1926~30년 14%, 1931~35년 21%, 1936~40년 31%, 1941~45년 24%
- 도일 이유: 경제적 이유 40%, 결혼 동거 17%, 징병 징용 13%, 유학 9.5%, 기타 20.5%
- 차별 체험: 있음 63%, 없음 33%, 불명확 4%
- 해방 당시 귀국의사: 있었음 67.5%, 없었음 31.1%
- 민족운동(단체운동) 참가: 참가 75%, 참가하지 않음 25%

2. 민단 중앙본부 청원
재일 한국인의 권익옹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재일동포 청년 보안사범에 대한 특사, 여권법
시행에 따른 보완조치 등에 관한 청원을 외무장관 앞으로 제출한바, 재일본 한국인 권익옹호
관련 청원은 아래 내용임.

- 협정영주권자의 자손에 대한 협정영주권 확보
- 재일한국인에 대한 대우 개선
- 외국인등록법의 지문압날, 상시휴대 등 차별법규 시정

3. 민단 간부 명단
이름 및 생년월일, 직책, 직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민단 중앙 및 지방본부
주요 간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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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재일본 무연골 봉환, 1984

1. 미야기 현 동포 무연고 유골 봉환
민단 미야기 현 지방본부는‘미야기 현 동포 무연불(無緣佛) 본국 이장사업 추진위원회’
를 1983
년 구성, 현 내 각 사찰, 신사 등에 산재해 있는 연고자 불명 유골의 망향의 동산 합동 안장사
업을 추진함.
현 내 20개 사찰로부터 50위의 유골을 인수받아 1984.4.5.(한식) 망향의 동산에 안장키로 결정,
민단 미야기 현 지방본부 단장 등이 유골 휴대 귀국 시 통관, 공항 귀빈실 이용 등 협조를 요청함.

2. 강제연행 희생자 유골 제사 송환협회
일본의 공적기관 등이 한국인 유골 위령제 및 송환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을 우려한 일본인들이 한국인 무연 유골 제사 및 송환사업 추진을 위해 동 협회를 설립하고
1984.3월 발족식을 가짐.

3. 야마구치 현 동포 무연 유골 봉환
민단 야마구치 현 지방본부와 야마구치 현 일한친선협회는 관내 사찰에 안치된 무연고 유골 중
184위를 1984.5.3. 페리 편으로 봉송, 망향의 동산에 안장키로 함.

166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귀빈실 사용은 운영상(당일 귀빈실 이용 내외국인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 문제 등) 곤란하여 엄숙한
분위기하의 봉환절차 별도 검토
- 무연 유골 50위 1984.4.5. 안장 계획을 52위 4.4.로 변경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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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공장에 징용되었던 한국인 유골 확인 등에 관한 내용임.
1. 일본인 후카가와는 1983.1.31. 보사부 의정국장을 면담,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한국인으로 1945.9월
귀국길에 태풍을 만나 숨진 86구를 한국에 봉환하여 망향의 동산에 안치하는 문제를 협의한바, 보사
부 측은 외무부를 통하여 확인 후 일본 정부를 통해 송환 요청하겠다고 설명함.
1664

한편, 고야마(來山哲三)라는 일본인이 후카가와가 공산주의자라는 서한을 보내와 민단 히로시마
지방본부 등을 통해 조회한바, 후카가와가 전후 수년간 일본 공산당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으나
성격이 맞지 않아 탈당, 현재 공산당과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주시모노세키총영사는 고
야마가 미쓰비시 중공업 소속임에 비추어 배상금 문제 등 우려에 따른 모략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외무부에 보고

2. 일본 외무성은 동건 관련 약 10년 전 한국 정부의 사실조사 의뢰가 있었고 한국 내 유족회의 진
정도 있었는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가 애매한 상태이나 외무성이 후생성과 공동으로 현지(나가
사키 현의 이키와 쓰시마)에 조사단을 파견,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임을 주일대사관에 알려왔으며
1983.5.18.~19. 현지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옴.
조사 결과, 발견된 유체 중 이키의 83주(히로시마 인근 사찰에 수용), 쓰시마의 42주(분산 수용)
가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유체의 신원은 물론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공장에
징용되었던 한국인이었는지도 불명확
이키에는 1976년 민간인들이 발굴한 83주 외에 168주 정도가 더 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라 발굴 작업을 하였으나 확인 불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쓰시마의 42주는 쓰시마 내의 적절한 사찰에 모아 집중 수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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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84

1. 유족 진정에 따른 봉환
태평양전쟁 전몰자 유족이 일본 사찰에 안치 중인 전몰자 유골 1위의 봉환을 요청함에 따라 주
일대사관이 일본 정부와 협의, 일본 후생성 및 외무성 직원이 1984.4.24. 입국하여 김포공항에
서 직접 인도하도록 함.

2. 무연고 유골 봉환 문제
일본 외무성은 1984.6월 대마도에서 발굴, 화장 후 사찰에 안치 중인 유골 45주가 종전 후
할 경우 유골을 반환할 계획이라고 1984.7.13. 주일대사관에 알려옴.

- 미쓰비시 중공업에 징용되었던 한국인 노무자들은 1945.9월 귀국 도중 해상에서 조난되었는바,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의 노무반장이던 일본인이 이키와 대마도에서 조난 한국인 가매장지를 발견하고
1976년 유골 83주를 발굴하여 보관 중이고 1984.6월 일본 정부가 대마도에서 45주를 발굴하여 보관
국제민간외교협회는 상기 민간인이 보관 중인 83주를 망향의 동산에 안장할 계획이라고 하고
동 유골 봉환에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외무장관이 일본 외무성과 후생성에 발송해 달라는 요청
서한을 1984.8월에 보내옴.

- 재일 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 임원이 1984.10.3. 주일대사관을 방문, 상기 국제민간외교협회와 공동으로
유골 인수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협력을 요청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원 시민회 등 단체가 동 유골의 민간 차원 봉환
에 반대하고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인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점 등을 감안,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인계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1984.9.22. 외무부에 보고함.

- 한국 정부는 유골의 인도를 공식 요청, 형식상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는 민간에 인도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입장
외무부는 1984.11.29. 안기부, 보사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개최, 동 문제 논의하고 상기
1984.8월 서한에서 요청한 협조제공이 불가함을 아래 요지의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결론과 함께
12.25. 국제민간외교협회에 통보함.

- 태평양전쟁 전몰 한국인 유골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 책임하에 봉환되어야 함
- 일본 정부 책임하에 봉환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연고자가 확인된 유연골은 유족의 뜻에 따라 봉환되
도록 정부로서도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무연골의 경우 기존 방침대로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민간 보관 무연골의 경우 양국 민간 독지가들이 순수 민간 차원에서 봉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는 정부로서 반대하지 않을 것임

166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귀국길에 조난을 당해 사망한 한국인 징용병의 유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한국 측이 요청

한·중공 간 이산가족 재회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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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6.23. 문호개방정책 선언 이후 한·중국(구 중공) 간 서신 왕래가 시작되고 1978년부터는
일부 중국 거주 교포의 일시 또는 영주 귀국이 제한적으로 시작된바, 1984.3월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중국 방문 시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보인 반응과 이에 따른 대책 관련 내용임.
1.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이 한·일 외상회담 및 각료회의 대비 일본 입장을 1983.8.17. 외무부 관계
관에게 알려온바, 한·중국 관계개선 방안으로 한국인과 중국 거주 한국인 상호 가족방문 및 일본에
1666

서의 가족상봉 실현 추진과 재일 한국인의 중국 방문 추진 등 4개 항을 일본이 중국에 타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대한 외무부 검토 자료는 1978년 말 이래 중국이 중국 거주 한국 교포의 영주귀국 및
일시귀국을 허용해 오고 있고 국내 거주 한국인의 방중도 점차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일본 측이 이를 타진할 필요성이나 일본에서의 가족 상봉 필요성이 없고 재일 한국인의 중국방문
실현을 위한 일본의 대중국 타진 필요성도 없다고 평가

2. 일본 정부는 1984.3.29. 나카지마 외무심의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나카소네 수상의 방중 결과를 설명
한바, 나카소네 수상이 한·중 친족교류가 바람직하다고 한 데 대해 중국(조자양 수상)은 이는 인도적
인 문제라고 밝히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전함.
중국 거주 한국인의 모국 방문 문제는 어려움이 없고 신청을 하면 곧 허가하겠으며 일본, 한국
어디서 만나도 좋음
한국 거주 친족의 방중도 중국에게 문제가 없음

3. 외무부는 한·중 이산가족 재회문제에 대한 상기 중국 측 태도와 관련, 아래 기본방향을 포함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의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 지원
중국 내 교포의 귀국은 종전대로 추진하며 한국인의 친족 상봉을 위한 방중을 중점 추진

4. 중국 내 친족 방문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 홍콩 주재 중국외교부 사증발급사무소가 1984.12.12. 입국
사증을 발급하였으며 외무부는 이를 상기 조자양 수상의 반응 이후 중국이 최초로 국내 거주 한국인
에게 중국 내 친족 방문을 허용한 새로운 진전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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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1984

1. 사할린 동포 권희덕의 방일 및 가족 상봉
일본 공명당의 구사가와 쇼오지 중의원 의원은 1984.1.19. 동 의원을 방문한 주일대사관 관계관
에게 1983.10월 권희덕에게 방일 초청장을 보냈으며 권씨가 회신을 통해 날씨가 따뜻해지면 방
일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말함.
주일대사는 권희덕과의 재회를 위해 동인의 동생과 처남 등 가족을 방일 초청하는 구사가와 쇼
오지 의원의 초청장을 확인해주었으며 권희덕 부부가 1984.8.31. 니이가다에 도착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실현까지의 경위, 소련당국의 태도, 출국절차, 출국허가 기간 등을 파악, 외무부에 보고함.

2. 사할린 억류 한국인 귀환 추진 관련 움직임
코와렌코 소련 공산당 국제국 차장

- 일본 자민당 국제국장 면담 시 자민당 국제국장이 구 일본적 한국인 무국적자가 일본에 오고 싶어 하
는데 이들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한 데 대해 무국적자가 출국 신청을 했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하고
방일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
- 아시아 전후처리를 생각하는 회(會) 대표인 오오누마 동경대 교수 등 면담 시 가족상봉 희망자의 사할
린 입국 주선 용의를 표명함.
일본 정부(1984.2.21. 나카소네 수상 및 아베 외상 국회 답변)

- 1984.3월 일·소 외무차관 회의 시 사할린교포 가족재회 문제를 소련 측과 협의 예정
- 소련의 벽이 있어 곤란한 실정이나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임.
국제적십자사(ICRC) 아시아국장

- 1984.1.17. 주제네바대사 면담 시 무국적자로 알려진 한국인의 가족재회 실현을 우선적 사업으로 생각
하고 있으며 이를 인도적 문제로 취급, 소련 적십자 측과의 협조를 위한 분위기 조성 중이라고 언급함.
사할린 교포 귀환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1984.8.12.~13. 동경)

- 동경대 오오누마 교수는 이 문제가 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배의 사후 책임문제이며 일본이 아시아
인 멸시정책에 따라 미해결로 남겨둔 채 전쟁을 끝마쳤다고 일본 사회의 의식을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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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훈령에 따라 1984.10.11. 권희덕 부부를 만나 사할린교포 실태, 일시출국

재불 화가 이응로의 한국 내 예금 국고 환수 조치,
19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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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건우 부부 납치기도
재불 화가 이응로의 처 박인경이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백건우 부부에게 스위스 갑부의 초청이
있다고 하면서 스위스에 가서 연주해 주자고 권유, 백건우 부부는 1977.7.29. 파리를 출발, 취리
히를 거쳐 유고슬라비아의 자그레브까지 갔으나 북한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남에 따라
음모를 감지하고 미국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 1977.7.30. 파리에 귀환함.

- 동 부부는 1977.8.9. 주프랑스대사관에 자진 출두하여 사건 내용을 진술했으나 박인경은 출두를 거부
주프랑스대사는 프랑스 정부에 동 사건의 진상규명과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요청 및 이응로
1668

부부의 여권 몰취 등 대책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동건 각별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동 부부를
프랑스 교포사회 및 예술활동 분야에서 고립시키는 소극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시달함.

2. 이응로의 한국 내 예금 국고환수
이응로는 1975.5월~77.3월 국내에서 3회의 추상화전을 통해 북한찬양 내용의 작품을 판매,
동 대금을 외환은행에 예치한 바 있고 백건우 부부에게 공산주의 선전활동 및 포섭을 기도함.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1977.12월 기소중지 처분되고 상기 예치금 및 개인 보관 금액 등 27
백여만 원 압수되어 국고에 귀속됨.
이응로는 동 예금 반려를 주프랑스대사관에 요청하면서 지불 거부 사유도 문의해 온바, 주프랑
스대사관은 조사 중이라고 대응하는 한편 동인이 과거의 죄과를 사과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는
경우 동인 압수금품 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 법무부는 압수금품 국고귀속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이므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적
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이응로는 자신의 재산 압수를 묵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프랑스대사관이 구두로 통보한 재판결
과에 대한 정식 서면 회답을 집요하게 요청해 왔으며,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서면
통보 경우 한국 비방의 물적 근거로 삼을 우려가 있으므로 구두로 다시 통보하도록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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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이란의 한국 교민 연행사건, 1984

이란 혁명검찰이 1984.5월 한국 교민을 연행한 사건에 대한 특별보고임.
1. 이란 내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이란 혁명경찰이 1984.5.15.~21. 한국교민 8명과 한국교민의
부인 월남 여인 2명을 연행, 이 중에 이란 여인과 동거 중인 교민 2명을 가석방하여 1984.5.31. 현재
8명 억류 중임.
이란 내에서 현지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및 기타 불법체류자 전체를 대상으로 탈세,
외국환관리법 위반, 주류 및 담배 밀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혁명검찰 당국
한국인 피연행자는 월남 패망 후 이란으로 건너간 장기체류 교민 중 현지에서 소규모 무역 및
식품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민과 불법체류 교민이고 상사 지사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

2.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 이란대사관을 통한 관련 조치 시행은 다음과 같음.
주이란대사관은 주재국 외무성에 혁명검찰 당국과의 면담 주선을 촉구한바, 독립기관인 혁명검
찰에서 수사가 일단락될 때까지 대사관과의 면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외무부는 주한 이란대사대리를 초치,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연행 사유를 조속 밝혀 줄 것을 요청
한바, 대사대리는 경제사범 및 불법체류자 단속이며 그 이상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

3. 이란 외무성은 혁명검찰의 강제추방 지시를 번복, 연행 교민 8명 중 6명을 1984.6.4. 자진 출국시키는
데 동의하고 이 중 신분이 확실한 4명의 신병을 1984.5.31. 한국 측에 인도한바, 주이란대사관이 나머
지 2명도 호의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란 외무성은 최대한 협조를 약속함.
4. 외무부는 교민 선도 강화 및 불법체류 교민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주이란대사관에 훈령하고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한국 업체 임직원 및 근로자들이 주재국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함.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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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제 수사 진행

문선명 및 통일교회 활동,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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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세 혐의로 18개월 형을 선고받은 문선명 씨의 재심 요구를 미국 대법원이 1984.5.14. 기각하여 1982
년도 뉴욕 시 연방 배심원의 판결(18개월 복역, 벌과금 2만5천 달러)이 확정된바, 주미대사관은 동
재판과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종교 및 사회단체 반응

- 재판 결과가 종교단체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 통일교 입장 지지
- NCC, 미국 침례교, 연합장로교, 성공회 등 16개 단체가 문선명의 주장을 지지
1670

언론 보도

- 5.25. 뉴욕 타임스 논평, 5.16. 워싱턴 포스트 사설 등 동 사건을 종교 탄압과는 무관한 단순 형사사건
으로 취급
통일교 측 대책

- 하버드 대학 헌법학 교수 등을 동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판결을 번복하려는 시도와 조건부 집행
유예, Community Service 등을 통한 복역 면제 수단 강구 등
교민 반응

- 일반적으로 문선명 목사와 통일교 자체에 부정적

2. 미 상원 법사위 소위원회는 1984.6.26. 종교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바, 문선명이 동 청문회에
서 아래 요지로 증언함(문선명과 여타 증인들의 증언문 수록).
이번 증언은 미 상원에서의 증언이라기보다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증언으로 생각
미국은 자유수호의 마지막 교두보이며 이러한 미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며, 1980년 선
거에서 레이건을 지원한 것은 그가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여 공산주의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인데 레이건 재임 중 종교의 자유가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고 생각
도덕, 언론창달 및 공익사업을 위해 미국에 수억 달러를 투자한 본인이 탈세를 꾀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며, 본인에 대한 재판은 탈세를 이유로 한 재판이 아니라 종교 내부문제에 대
한 침입이며 통일교회에 대한 공격이라 생각

3. 문선명은 18개월 형기 중 13개월 복역 후 1985.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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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재외 반정부단체 및 교포 동향, 1983-84

1. 반정부 교포 및 단체 현황 파악
외무부는 다음 내용을 파악 보고하도록 1984.1월 북미 및 유럽지역 전 공관에 지시함.

- 관내 거주 교포 중 1983년도 방북자, 방북 동기 및 배후, 시기와 방북 후 동향 및 북한의 방북유도 책동
사례
- 관내 반정부 단체명, 조직 시기, 소속원 인적사항과 동 단체들의 활동현황
상기 관련, 주토론토총영사관이 가장 많은 반정부 단체를 보고하고 기타 주미국·독일·스웨덴
대사, 주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이 방북자 및 반정부 단체를

- 주토론토총영사는 1983년도 방북자 4명과 토론토 통일문제연구회 등 14개 반정부 단체에 관하여
보고 (주토론토총영사관에서 1980.10.10. 작성한 토론토 지역 반한단체 현황 자료가 함께 수록)

2. 반정부 활동 관련
팀 스피리트 훈련을 비난하고 한국 내 미 핵무기 철거 등을 주장하는 1984년 평화선언이 로스
앤젤레스 소재 친북언론 신한일보 1면에 1984.1.26. 게재된바, 주미대사는 이를 LA 올림픽을 겨
냥한 친북세력의 교민사회 침투책동의 일환으로 보고 동 선언문이 일반 교포언론에는 보도된
바 없음에 비추어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인상을 주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의
견을 1984.2.11. 외무부에 보고함.
민족자주통일협의회가 미국에게 3자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
체를 요구하는 요지로 북한의 3자회담 제의 지지 성명을 1984.2월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주미대사관은 동 성명에 대응하여 교포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을 교포언론에 강조하
고 주미 여타 공관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적극 대처하도록 1984.2.25. 조치함.

- 한미 타임스 등 워싱턴 발행 교포신문이 상기 민자통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반공동지
회의 반박 기자회견 및 반공 교민단체의 반박성명서가 교포신문에 보도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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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바, 주영국·터키·네덜란드·그리스 대사 등 17개 공관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함.

재외 반한 교포 북한 방문,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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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abama State University(ASU) 김기항 교수 방북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방북 관련 사항 파악을 위해 동 교수를 접촉하였으며 동 교수가 중국
(구 중공) 방문 중 강연한 바 있는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가 ASU 총장 앞으로 보낸 감사서한
에 나타난 방중 일정(1983.6.27.~7.22.)과 총영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동 교수의 북한 방문 시기
(7.5.~19.)를 외무부에 비교 보고함.
동인은 중국 방문 중 받은 환대, 강연 등 주요 일정, 협조한 중국 인사 등에 관한 기술과 함께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현대화를 달성하여 강대국이 될 것으로 본다는 결론을 담은 중국 방문기
1672

(영문)를 보내 옴.

2. 북한 방문 보고대회
토론토 교포언론은 평양을 방문한 친북 교포들이 1983.7.30. LA의 한 교회에서 교포 400여
명이 참석한 방북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함.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상기 대회 개최를 확인하고 주로 북한에 친척을 둔 가족 및 일부
과격 청소년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으나 북한의 농업, 의학, 사회상 등을 과장 선전한 데 불
과하였으며 LA 교포 언론이 북한 선동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하는 등 교민에 대한 영향이 극소하
였음을 보고함.

3. 조총련 등 일본지역 교포 반한단체의 설립일자, 목적, 회원 수, 간부 성명 등 자료도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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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재일본 반한단체 현황 및 동향, 1984

1. 외무부는 1983.12.19. 주일 각 공관에 대하여 공관관할 내 교포단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할 것을
시달함.
민단계 단체(거류민단 제외, 친목단체 포함요)

- 단체명, 설립일자 및 목적, 회원 수 등
조총련계 단체 및 기타 반한 교포 단체

- 조총련 중앙 및 지방본부(주요간부 직위·성명, 단체원 수, 지부 수 등)
- 기타 조총련계 단체 및 반한교포 단체

2. 주일대사는 해외거주 친북인사(학자)들이 소위 제7회 민족통일 심포지엄을 1984.6.30.~7.1. 동경 다이
야몬드호텔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을 1984.7.3. 외무부에 보고함.
참석 인원: 약 180명(반한 재외인사 10, 한민통 계열 50, 조총련 계열 120)
주요 집회내용

- 기조보고: 선우학원 (평화와 통일의 대화로 민족의 활로를 찾자)
- 강연: 최기항, 오석근 등 14명
- 특별강연: 동대 교수 세키 히로하루 (미 대통령 선거에서의 미소관계와 조선 문제)
- 선언문 채택: 3자회담 실현, 반전·반핵·평화운동 추진, 국제연대 강화

3. 주일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 등 주일 공관이 보고한 반한단체 집회(예시)
전두환 대통령 방일 반대 및 북한의 3자회담 지지 집회(1984.7.31. 동경 도시마 구민센터)

- 일본 혁신 노동단체 계열 주최, 약 300명 참석
일본 중핵파의 전 대통령 방일 저지 집회(1984.7.29. 오사카 나카노지마 중앙공회당)

- 중핵파 470명, 부락해방동맹 30명 등 약 500명 참석
관서 한국정치범 구원센터 주최 한국정치범 석방 요구 집회 및 데모 등(1984.12.13. 오사카 시내
중소기업회관, 약 100명 참석)

4. 본 문서철에는 주일 각 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조총련계 단체 및 기타 반한단체 현황 자료 및 기타
반한단체 집회에 관한 공관의 전문 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음.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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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포 언론기관 현황 등

재일본 한국인 간첩사건 및 출국 허가 문제,
19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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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첩 지정관(재일교포, 41세, 프랑스 감마통신 동경주재 사진기자) 사건의 개요
사건 경위

- 1979.3.31. 취재차 부산 도착, 체포
- 1979.4.13. 동경 주재 Bruce Dunning 외신기자클럽 회장, 문공부에 지정관 안부 조회
- 1979.4.20. 치안본부, 통혁당 재건기도 간첩단 9명 검거를 발표(지정관 포함)
재판 결과
1674

- 1979.10.8. 서울지법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언도
- 1980.2.7. 서울고법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언도
- 1980.4.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2. 주일대사는 1979.4.20. 치안본부가 발표한 북한 간첩단 관련자 지정관에 관해 주일 외신기자들의
계속된 문의가 있으므로 지정관의 구속 일시, 사건처리 일정, 면회 가능 여부 등을 외신클럽에 회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1979.5.7. 외무부에 청훈함.
3. 외신클럽은 1979.6.5. 총회 개최 시 지정관의 가족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향후 6개월간 자발적으로
헌금을 갹출하여 매월 10만 엔씩 지원할 것과, 외신클럽의 Bruce Dunning 회장(CBS 특파원)과 John
Slee (시드니 모닝 헤럴드 특파원) 등 2명이 방한하여 지정관이 적절한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방한하는 데 한국 정부가 협조할 것을 희망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동 결의안을 초안한 Murray Sayle은 6.6. 주일대사관 관계관을 만나 이 결의의 순수한 뜻은 외
신클럽 회원인 지정관의 구속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돕기 위한 것이며, 전혀 그 이상의 의도는
없다고 해명

- 이에 대해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동 결의안 통과에 따른 후유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체포된 지 1개
월 반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족이 재정적으로 고생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닌지, 동 결
의가 재판에 줄 영향을 생각했는지를 지적
Dunning 회장 등 2명은 지정관 면회를 위해 1주일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1979.6.10.~12. 방한

4. 지정관은 1982.8.15. 광복절 특사로 형집행 정지, 석방됨.
5. 본 문서철에는 지정관 사건 관련 공관 보고 및 관련 신문기사, 국군보안사령부가 발표한 해외유학생
포섭 간첩 사건 등 4개 간첩 사건의 보도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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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4. 전2권. V.1 1-6월

1. 외무부는 재일교포 보안사범인 서승(무기수로 복역 중)의 스승 미쯔미 동해대학교 교수 등 3인이
1983.12.6. 주일대사관을 방문, 서승의 죄상은 잘 알고 있으나 인도적 입장에서 면회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견해를 회보해 줄 것을 1984.1.25. 국가안전기획부 및 법무부에 문의함.
국가안전기획부는 서승은 전향을 완강히 거부하는 공산주의 확신범이므로 친족 이외의 자에
접견을 허용할 명문이 없음을 1984.2.1. 회신(법무부도 1.27. 동일 내용 회신)

2. 주일대사관은 재일거류민단 중앙본부 단장이 재일교포 보안사범 3명(진이칙, 이승우, 이주광)에 대한

1675

특사청원을 제출하였으나 1983년 말의 특사조치에 재일동포 수감자들이 포함되지 않아 가족들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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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을 겪고 있으므로 금후 특사 조치가 있을 경우 최소한 진이칙, 이승우 양인에게 특사 혜택을 부여
해 줄 것을 청원하여 왔음을 1984.2.2. 외무부에 보고함.
진이칙은 1980.5월 반공법 및 간첩죄로 징역 7년 선고받았으며, 이승우는 1983.9월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3. 외무부가 작성한 재일교포 정보사범 관련 자료의 재소 정보사범 현황(1984.4.1. 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
 형 1, 무기 9, 징역20년 4, 징역15년 3, 7년 1, 미결 6, 보안감호자 2명 등 총 24명

- 기결 18명(학생 8, 일반인 10), 미결 6명(학생 1, 일반인 5), 보안감호 2명(학생 2)

4. 외무부는 보안 감호 처분이 1984.5.27. 종료되는 서준식의 보안감호 처분 갱신 결정 시, 아베 일본
외상의 한국 정부에 대한 호의적 배려 요청을 고려해 줄 것을 국가안전기획부 및 법무부에 1984.4.30.
요청함.
일 외무성 아주국장은 4.25. 주일대사관 공사를 초치, 사회당 부위원장이 4.25. 일중원에서
재일교포 보안사범 서승 및 서준식 형제의 석방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아베 외상이 서 형제
재판은 한국 국내사항이나 인도적인 견지에서 호의적 배려를 요청하겠다고 언급하였다고 설명
하면서, 아베 외상의 관심사항에 대해 각별한 호의적 배려를 희망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보안처분이 5.27. 만료되는 서준식에 대하여 제3차 기간 갱신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가 결정하였으므로, 주일대사가 정부대표라는 주체적 입장에서 동 결정사항
및 배경 등을 일측에 적극 설명할 것을 5.21. 시달

5. 본 문건에는 재일교포 보안사범에 대한 민단의 특사 청원 탄원서 및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4. 전2권. V.2. 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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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 일본 외상은 1984.7.7. 한일 외상회의 직전 비공식 회담 시 이원경 외무장관에게 재일교포 보안
사범 문제는 한국의 국내문제인 것은 알고 있으나, 재일 한국인들의 진정서, 국회에서의 질의 및 야당
의원들의 진정이 있어서 한국 정부의 선처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함.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동
문제는 순수한 국내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일본과는 안보 관련 사정이 다르므로 일측도 이해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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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안전기획부에서 1984.7.23. 안보 관련 사범 특사조치 검토회의가 안기부, 외무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참석하에 개최됨. 동 회의는 당초 8.15 광복절 특사조치로서 특별복권조치를 협의할 예정이었으
나 상부 지시에 의거,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재일교포 보안사범에 대한 특사조치 문제도 함께 협의
한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대통령 방일 계기, 재일교포 보안사범 기결수 18명 중 전향자 12명의 특사를 검토
외
 무부는 대통령 방일 시 사형확정수(1명)에 대한 감형조치(무기) 및 전향 고령자에 대한 감형조
치 등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
참
 석 부처 관계관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표명

3. 일 외무성 고토 아주국장은 1984.8.5. 이기주 주일대사관 공사를 접촉,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재일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하여 다소라도 호의적인 제스처를 보여 준다면 대사회당 대책 등과
관련,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
서 8.15 특사가 있을 경우 고려해 줄 것을 희망함.
4. 외무부는 8.15 광복절을 기하여 일반특사 조치와 함께 재일교포 보안사범 5명에 대하여 사형수 1명의
무기 감형 등 감형 2명과 형집행정지 석방 3명 계 5명의 특사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1984.8.7. 주
일대사에게 통보하면서, 주일대사가 지급 아베 외상을 면담, 동 특사조치는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일
본 정부의 입장을 특별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임을 설명토록 훈령함.
또한,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아베 외상 면담 기회에 대통령의 방일 중 천황의 과거사 언급문
제는 국내적으로 매우 관심이 큰 문제임을 감안, 일측의 성의 있는 대처를 촉구할 것을 지시

5. 본 문건에는 재일교포 보안사범 특사 관련 청원서 등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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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조총련 동향, 1984. 전3권. V.1. 1-4월

1. 주일대사는 조총련 측이 랑군사건에 관한 불온책자를 재일교포 및 일본 인사들에게 배포하고 있음을,
주고베총영사는 조총련이 신정을 기해 민단간부와 교포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연하장 발송
공세를 취하고 있음을 1984.1월 각각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불온책자와 연하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주센다이총영사는 아래 요지의 조총련 관련 자료를 미야기 현 경찰 관계관으로부터 입수, 송부함.
조총련의 1984년도 중점과업

김정일 생일 관련 조총련 지시사항

- 김정일 유일 제도 체제 확립을 위한 조직 정치사업 강화
- 기념행사를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조직
- 김정일의 대외적 권위 제고 사업 강화

3. 주일대사는 북한이 1983년도에 교육원조금 14억2,370만 엔을 조총련에 송금한바, 이는 1982년도에
비해 8억8,400만 엔이 감소한 액수이며 이로써 지금까지 북한이 조총련에 보내온 교육원조금은
총 349억8,292만7,033엔이라고 1984.2.13. 외무부에 보고함.
4. 히로시마 조선인 피폭자협의회(조총련계)가 평화기념 공원 내에 조선인 원폭사몰자 위령비 설립 허가
요청서를 1983.12.12. 히로시마 시청에 제출한 데 대해 히로시마 민단은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가
이미 설립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항의문을 제출하였으며 주시모노세키 총영사는 1984.2.14. 히로시마
시장을 방문, 조총련의 동 신청을 불허할 것을 요청함.
5. 조총련계 해외여행 문제 등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외무부는 조총련계의 미국 여행이 북한의 대미 접근 및 재미교포 사회 내 반한세력과의 연계
등에 악용되어 한국의 안보와 한·미·일 우호관계에 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총련계의 미
국 여행을 가능한 한 저지토록 노력할 것을 1984.3.21. 주일대사와 주후쿠오카총영사 등에 훈령
조총련계 해외여행 동향과 문제점, 대책 등에 관한 실무자료 수록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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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총련 중앙위 13기 11차 회의(1983.12.22.)에서 채택
- 조직의 주체 사상화, 조직 강화, 민족교육과 권리옹호 투쟁 강화, 조국통일사업 강화 등을 중점 항목
으로 선정

조총련 동향, 1984. 전3권. V.2. 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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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총련계 재일교포 괌 입국 체류
미 태평양함대 마리아나 해역 해군사령관 겸 괌 해군기지 사령관이 1984.5.1. 주아가나총영사를
방문, 레이건 대통령 중국 방문 도중 괌 기착에 따른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입국자 동향
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조총련계 교포 입국자 명단을 수교하고 조총련계 교포의 괌 입국
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함.

1678

- 주아가나총영사는 상기 보고와 함께 일본 주재 미국 공관이 조총련계 교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지
하도록 요청하고 일본 외무성에 대하여도 괌에 입국하고자 하는 조총련계 교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및
재입국 허가서 발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
외무부는 주일 각급 미국 공관 및 일본 외무성에 대하여 괌을 비롯한 미국지역 여행 목적의
조총련계에 대하여 재입국허가 및 비자발급 중지 내지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촉구하도록
주일대사와 주고베, 주후쿠오카, 주삿포로 총영사 및 주나하영사에게 훈령함.

2.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조총련 발급 증명서를 가지고 해외 여행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외무부가 이의 확
인을 훈령한 데 대해 주일대사는 1984.5.17. 아래 요지 보고함.
조총련계 동포가 공산권 국가 여행 시 북한의 위임을 받아 조총련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입수한 이러한 신분증 사증란에 중국 및 북한의 출입국 사열 날인이 있는 것
으로 보아 북한은 문론 중국도 동 신분증을 여권 대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
동 증명서를 미국 등 북한과 국교가 없는 국가에는 제시하지 않으며 또한 통용되지 않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 또는 출입국 관계기관도 동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조총련계는 북한 포함 어느 국가를 여행하든 출국 시 반드시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재입국 허가
서를 발급받아야 가능

3. 조총련은 아래 집회 등을 개최함.
외국인 등록법 개정 요구를 위한 집회

- 1984.6.5. 동경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약 3천 명 참석
- 집회 후 조총련 간부가 중·참 양원 및 법무성을 방문하고 양원 의장 및 법무대신 앞 청원서를 제출
6.25 34주년 관련 집회

- 1984.6.22. 동경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약 3천 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
- 집회 후 주한미군 철수, 3자회담 지지, 전두환 대통령 방일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가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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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조총련 동향, 1984. 전3권. V.3. 8-12월

1. 주니가타총영사는 1984.7.19.~20. 조총련 회관에서 개최된 조총련 제13기 제3회 중앙위원회 내용을
분석한 아래 요지 자료를 일본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 외무부에 보고함.
중앙위원 291명 감사위원 3명 등 294명 참석
결정 요지

-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당서기에 대한 충성심 고양, 본회의 강화와 재일 조선인의 조직 결집, 민족교육
활동의 발전과 학생 수 확대, 외국인등록법 시정요구 및 권리옹호 투쟁의 강화, 3자회담 실현과 조선
통일 촉진, 조총련 결성 30주년 기념행사 준비
- 현 부의장인 이진규 지도체제 조기 정착
- 전두환 대통령 방일 반대 선전활동 전개 촉구

2. 주일대사는 조총련이 현재 사용 중인 중앙회관(5층)을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 10층 규모의 회관 신축
을 추진하고 있는바, 신축회관 소요예산으로 30억 엔을 책정하고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고 1984.11.1. 외무부에 보고함.
3. 일조우호 촉진 가나가와 현 의회 의원연맹이 1984.10.5. 결성된바, 주요코하마총영사는 동 연맹이 자
민당의 이와모토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사회당의 이시하라 의원이 주동이 되어 결성한 것으
로 탐문된다고 1984.11.2. 보고함.
4. 주일대사는 조총련이 조총련계 동포들에게 권유하여 모집, 파견하는 조국방문단의 북한 방문 시
사용하는 안내서 양식을 입수, 송부하면서 동 방문단원으로 북한 방문(11일 일정) 시 일반인 151,000 엔,
학생 89,400 엔 징수한다고 1984.11.1. 외무부에 보고함.
5. 주고베총영사는 한덕수 조총련 중앙위 의장이 김정일 세습문제 대두 시 조총련 내부에 동요가 있었
던 데 대한 책임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불원 은퇴 형식으로 거세될 것이라는 첩보를 친 조총련계 인사
로부터 입수, 1984.11.15. 외무부에 보고함.
6. 조총련 등 재일 반한단체 일람과 조총련계 해외여행 동태 및 대책 등 실무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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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조총련계 재일본 교민 모국방문, 1984

| 84-149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14-107 / 8 / 1~230(230p)

1. 외무부는 1984.3.22. 주일 각 공관에 대하여 조총련계 동포 성묘단 사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과거 성묘
단 참가자 중 민단계로 전향한 자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시달함.
2. 주일대사는 1984년도 조총련계 동포의 추석 성묘단 모국방문 사업 일정을 1984.8.2. 외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 왔으며, 외무부는 동 일정을 8.8.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함.
1680

유치 입국계획: 1984.9.3.~5.
유치 목표 인원: 1,000명
지역별 입국일자

- 9.3.(월) 430명: 동경 지역, 니가타, 후쿠오카, 오사카, 삿포로
- 9.4.(화) 390명: 고베, 요코하마, 나고야, 시모노세키
- 9.5.(수) 180명: 오사카, 동경
주일대사관은 중앙본부로 하여금 각 지방본부에 추석 모방 유치인원을 할당하여 목표를 달성토
록 조치

- 민단 각 지방본부는 대한항공 등과 연락하여 필요 좌석을 예약
- 지방 각 총영사관은 관할 민단 지방본부와 협조, 추진 상황을 점검, 독려
- 모방단원에게는 1984.10월초까지 유효한 임시여권을 발급

3. 외무부는 재일 조총련계 동포 추석 성묘단 방한에 따른 보도자료를 1984.8.31. 발표한바, 동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음.
재일 조총련계 동포로 구성된 추석 모국방문단 878명이 추석 성묘를 위해 1984.9.3.~5. 10진에
걸쳐 김포공항으로 입국
이들은 모국 체재기간 중 국립묘지와 망향의 동산 참배, 산업시찰 및 경주 고적지 관광 등 3박
4일의 단체일정을 마치고 일단 해산, 각자 고향 또는 연고지로 귀향하여 성묘와 친지 방문 후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
재일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 방문은 인도적 견지에서 1975년도부터 시작하여 총 36,000여 명이
모국을 방문

4. 본 문건에는 일본 내 각 공관의 성묘단 모집 관련 전문 보고, 모방자 명단 및 신청서 등 자료가 수록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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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조총련의 대민단 파괴책동 대책, 1983-84

1. 외무부는 1983.10.20. 북한 및 조총련의 최근 민단 파괴 책동 동향을 주일 각 공관에 통보하면서
대책을 수립, 보고하도록 훈령한바, 주일 각 공관 보고 중 주일대사관이 보고한 대책방안은 요지
아래임.
대책

건의

- 장기 체류자의 공관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차후 해외여행 제한
- 위해 요소의 사전 제거를 위해 조총련 또는 반한단체 전향자에 대한 여권발급 통제
- 무분별한 친지 초청에 따른 문제의 소지를 감안, 선의의 친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친지 방문 초청을 제한

2. 외무부는 1984.1.27. 상기 주일대사관의 건의와 관련, 공관등록 불이행자에 대한 여행제한은 관련
법개정이 전제로 검토되어야 하나 재외국민등록 업무와 여권발급 제한을 연관시키는 입법조치는
법리상 곤란하며, 전향자에 대한 여권 발급은 소속 민단을 통해 단원으로서의 협조관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안 유해 등 우려자는 신원확인 및 동향 파악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것 등을 시달함.
또한, 친지 방문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공관 확인을 받은 초청장을 제출케 하고 있으므
로 현지에서 초청장 확인 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친지 여부에 관한 철저한 확인이 선행되어
야 함을 통보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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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단의 각급 조직을 총 점검, 부실한 하부조직을 보완하는 등 조직 정비 강화
- 민단 각 지부 단위 관내 반한단체 혹은 불순단체의 특이동향을 파악하여 공관에 연락할 수 있는 보안
망 구성, 운용
- 북한 및 조총련의 동향과 책동 등에 대한 민단 조직요원 교육 연수
- 민단의 각급 조직 역원 선출 관련, 불순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
- 유학생, 주재 상사원, 연수생 등 장기 체류자와 연락망 유지
- 일본 공안, 입관, 해상보안청 등과 협조하여 조총련과 불순단체의 동향, 방북자와 일-북한왕래 선박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

해외 이주 확대 방안,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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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협력위원회가 1984.7.19. 작성한 대외경제전략 작업계획(안)에 포함된 작업과제(11개 분야 25개
과제)들이 해협위에서 토의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데 대해 외무부는 유관
분야인 인력협력(해외이주 기반 확대) 분야의 토의 필요성에 동의함.
외무부는 해외이주 기반 확대 이외에 태평양지역 협력, 특정국과의 무역역조 시정, 해외전문인
력 양성 등 해협위가 제시한 소관과제의 토의 필요성에도 동의
1682

2. 동 과제 추진 관련 해당부처 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실무자 회의가 1984.9.5. 계획된바, 9.30. 1차
시안 완성 및 10.31. 최종안 확정의 추진 일정과 함께 작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검토사항(해외
이주 현황 및 국내외 여건, 제약 요인 및 주요 검토사항, 수민국별 진출대책 등)에 관한 해협위 시안이
제시됨.
3. 외무부는 아래 요지의 해외 이주 기반 확대 자료를 1984.12월 해협위에 송부함.
기본 목표

- 국민외교 및 해외 친한세력 기반 확충, 국가안보에 기여, 해외이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수민국
과의 공동이익 추구
현황 및 문제점

- 종합적, 장기적 이민정책 부재로 일관성 결여
- 이주 제약요인(이주자 적격심사, 이주비 상한) 상존 및 정착 지원, 사후관리 체제 불비
- 이주업무 담당기구 분산과 업무한계의 불명확 및 전문인력·예산의 부족
- 이주 대상국 조사 및 교섭활동 미흡
전망

- 대내적으로 인구 증가와 국민경제의 대외확산 요구에 따라 이주 확대 필요성 증대
- 대외적으로 북, 남미의 문호 억제 등 기존 수민국의 수민정책 경색 가능성과 진출 유망국에 대한 이주
경쟁 가열 예상
대응책

- 이주전담기구(이민청) 신설
- 20~35세의 실업고, 초급대 이상 졸업자를 선발하여 현지 언어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자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해외개발 청년 제도 도입
- 이주절차 간소화, 이주비 현실화, 이주 알선업체 통폐합·육성 등 이주제도 개선

4. 인력협력 분야 중 재외국민 활동지원 과제 자료 재외국민활동지원(안)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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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해외 이주과 신설, 1984

해외 이주 업무가 보건사회부로부터 외무부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 아래 조치가 시행됨.
1. 외무부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보건사
회부 직원 1명의 외무부(법무담당관실)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보사부는1983.11.3. 파견 발령함.
2. 동 업무 이관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해외이주과 사무실 배치, 보사부 이주업무 담당
1983.12.24. 개최함.
3. 외무부는 이주업무 담당 직원의 외무부 전입 추천을 보사부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사부가
1984.1.1. 전출을 명한 직원 10명에 대해 1984.1.6. 외무부 근무를 발령함.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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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입, 예산 이체, 문서 이관 및 이사 문제 등 협의를 위해 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 대책회의를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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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의 일환으로 1977.6월부터 추진해 온 어업이주 사업이 진출업체
대체 등 요인으로 지연되어 오다 1984.6월 최종 사업계획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출한바,
이주 선원의 승선허가 문제 등 아르헨티나 국내법에 따른 장애가 있었으나 1984.10월 시민권
취득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아르헨티나 대통령령 공포 등으로 해결 전망이 밝아짐.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3.8월 제출한 어업이주 사업계획서에 대한 아르헨티나 관계부처 의견을 종
1684

합한 외무성 공한과 아르헨티나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양식을 1984.1월 접수,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이를 수산청에 송부하고 동 양식에 의거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함.
수산청은 도입어선의 선령(5년 이하), 어장 제한 문제, 육상 가공공장 건립시기 등 아르헨티나
측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계획을 외무부에 알리면서 이주민의 승선허가 및 자격인정 문
제는 근본적인 선결요건으로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나 아르헨티나 국내법에 따른 자격
취득은 실현 불가능하므로 정부 간 합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아르헨티나 항해법상 선장과 사관 자격 부여는 아르헨티나 출생자나 귀화자에 한하며 선원의 75%까
지 아르헨티나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

2.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소정 양식에 따른 어업이주 사업계획서를 1984.6.29. 아르헨티나 외무성과
공업성에 제출함.
3.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84.3월 상기 이주민 승선허가 문제 등에 대한 한국 입장을 공한으로 외무
성에 보내고 교섭을 시작함.
주아르헨티나대사는 동 문제와 관련, 항해법 개정이나 동 사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 또는 헌법 등 내외국인 평등 조항에 위배되는 항해법의 법률심사위원회 제소 등 방안이 있
는바,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이며 법률심사위 제소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
동 어업이주 사업이 이루어질 산타크루스 주 출신 의원이 외국인 승선 제한 조항을 동주에
한하여 적용 배제하는 취지의 법안을 1984.9.21. 제출하였으며 동 사업 관련 이주민에 대한
시민권 조기부여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 중임을 주아르헨티나대사가 아울러 보고

4. 주아르헨티나대사는 주재국이 1984.10월 대통령령으로 영주권 취득 2년 경과 후 시민권 부여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확대한바, 새로운 산업 도입이나 유익한 투자, 주재국 내 식민집단 형성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이주민 승선문제 해결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함.

1984

주아르헨티나대사는 또한 해기사 등 자격인정 문제 관련, 해군성 관계관들이 한국의 관계당국이
발급한 자격증을 원칙적으로 인정해 줄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 비추어 곧 사업 추진이 가능시
되므로 동 사업 추진 기업이 조속 현지법인을 설립토록 할 것을 건의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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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이민,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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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봉 이민 추진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가 국내 행사에서 양봉 이민 추진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을 언론이 보도함
에 따라 농수산부는 1984.3.3. 관련 사항을 외무부에 알리면서 동 이민추진의 신빙성과 전망 등
현지 상황 파악을 요청함.
주아르헨티나대사는 농업이민의 경우 난관이 많아 성급하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
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 추후 종합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1984.3.20. 다음과 같은 1차적 평
가를 보고함.
1686

- 주재국은 방대한 국토에 비해 인구가 과소하여 지방 개발을 위한 이민, 특히 투자 및 관련 기술을
동반한 해외인력 유입 환영
- 생활환경의 불편함 및 안정적인 수익 보장 곤란 등 농장경영의 어려움과 안정적 환경 속에 상당한 수익
을 누리고 있는 수도권 밀집 교포들로 인해 영농 이주자들이 유혹을 받아 이탈할 가능성 등 인식 필요
- 규모를 최소화하고 해외 개척의 사명감을 가진 정예 영농인을 선발할 수 있다면 시험적인 수준에서
시도해 볼 만하다 판단
외무부는 상기 공관보고를 농수산부에 통보한바, 농수산부는 성급한 추진을 지양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양봉협회에 촉구하였음을 회신하면서 동 사업 관련 아르헨티나 이민청 결정문 등 자
료를 참고로 외무부에 송부함.

2. 야타마우카 농장 문제
막대한 개발투자 소요경비 관계로 이민이 실현되지 않고 미입주 상태에 있는 아르헨티나 야타
마우카 농장 관련, 동 농장을 대여 받아 대규모 목축사업을 경영할 의사를 표시한 축산전문대
학 교수가 1983.11월 현지조사 보고서를 제출함.

- 외무부는 남미 농업이주 종합대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상기 보고서를 1984.3월 해외협력위원회에 송부

3. 식품가공 합작사업
해외협력위원회는 주아르헨티나대사가 건의한 한·아르헨티나 식품가공 합작투자사업 중 남미
진흥(주)이 추진하는 수프 가공 합작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1984.4.6.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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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V.1 1981

1. 주브라질대사는 1981.3.2. 십자새마을농장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문제점

대사관의 대책방향

- 브라질 외무성 측이 브라질 관계법에 따라 적법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므로 귀화
또는 영주권 소지 교포 28명으로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등록 서류를 1981.2.24. INCRA에 접수

2. 1981.3.31. 남미 농업이주에 관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 국무총리 지시로 십자새마
을농장 사업이 외무부로부터 보사부(해외개발공사)로 이관된바, 외무부는 이를 주브라질대사에게 알
리고 해외개발공사의 아르헨티나 등 소재 협동조합 운영 방법 등을 참고, 금후 농장 운영에 관하여 종
합적으로 검토, 보고하도록 훈령함.
3. 주브라질대사는 1984.2.24. 등록 신청한 십자새마을 농업협동조합을 INCRA가 5.26. 정식 인가하였
음을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나 추가 확인 결과 조합원 일부가 영주권 소지자인 관계로 INCRA는 외무
성에 합의요청하였고 외무성의 회보를 대기 중인 것으로 밝혀짐.
4. 외무부는 농장자금 잔액을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1984.6.1. 주브라질대사
에게 지시하고 6.2.에는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농장 운영의 보류를 지시한바, 인부 노임 등 필수 항목
에 대한 지출에 관하여 외무부와 대사관 간 협의가 진행됨.
5. 채명신 주브라질대사는 이임에 즈음하여 1984.6.27. 제출한 건의서에서 영달된 예산 범위 내에서
농장건설 계속 추진을 건의하였고, 대사 이임 후 대사대리는 대사관이 농장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전제하에 현 단계에서의 무조건 중지, 또는 농협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 후 마무리 등 선택 방안을
7.15. 보고함.

168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사업 추진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승인 관련, 복잡한 절차상의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정부 고위층(법무
상 및 INCRA (식민농지개혁청) 총재)의 구두 양승하에 사업 착수
- 대사관은 동 농장을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 영농 정착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문제 타결을 유도한다는
입장
- 브라질(외무성) 측은 동 농장은 불법이며 이를 불법체류자 문제 타결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6. 신임 신현수 주브라질대사는 1984.10.18. 동 농장사업의 진전경위 및 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기 투자된 약 280만 달러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떨치고 한·브라질 우호협력 증진 차원에서 해결
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주브라질 대사는 1984.12.4. 브라질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한 문제 해결
에 협조를 당부한바, 동 국장은 농장 일과 같은 작은 문제로 양국 협력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것은
1688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관련부서와 의논 후 대사를 초치, 협의하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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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V.2 1982

1978년 이래 한국이 추진한 브라질 십자 새마을농장 사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브라질 정부가 1982.3월 동 농장 토지 취득이 무효라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브라질
양국 정부 간 농장 처리문제에 관한 협의가 계속됨.
1. 주브라질대사는 1982.2.8.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이 농장문제에서 손을 뗀다는 원칙하
에 브라질 귀화 한국인들에게 농장을 증여하고 이들이 농업협동조합을 구성, INCRA(식민농지개혁청)
법적 측면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동 농장사업은 브라질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불법이민)의 농업정착을 통한 법적지위문제 해결
목적으로 추진된바, 브라질 외무성은 1978.11월 토지구입 절차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농장사업의
합법적 추진을 요망하는 공한을 보내온 바 있으며 주브라질대사관은 합법화 방안으로 브라질
교민 28명으로 협동조합을 구성, 1981.2월 INCRA에 인가 신청 처리

2. INCRA는 1982.4.27. 동 농장 토지의 취득과 증여가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라는 1982.3.29.자 국가안
보위 의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인가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음을 조합장 앞으로 통보함.
주브라질대사는 상기 통보내용을 보고하면서 동 결정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 최종 결정인바, 국
가안보위는 외국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토지를 구입한 것을 단순한 농지구입이 아니고
영토침해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취급한 것으로 판단

3. 외무부는 1982.5월 주브라질대사의 건의에 따라 향후 브라질 정부에 대해 농장문제 일체 불거론,
농장 내 영농 농가 4세대 퇴거 등 농장문제의 종결방안을 결정함.
4. 주브라질대사는 주재국 결정에 승복치 않을 수 없으나 자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지권확보 추진을 건
의하고 외무부는 주재국 정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추진토록 훈령함.
5. 브라질 외무성 이민과장은 1982.8.26. 주브라질대사관 관계관에게 농장문제 타결방안으로 농장 기증
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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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가를 신청하였음을 설명하고 조속한 인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바, 아시아 국장은 동 조치 등의

6. 1982.9.29. 한·브라질 뉴욕 외상회담에서 브라질 외상이 농장문제 처리의 시급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범석 외무장관은 브라질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상기 이민과장 의견이 브라질 정부
의 공식 의도라면 농장을 처분해서 적절한 비영리단체에 기증할 용의도 있다고 밝힘.
7. 외무부는 뉴욕 외상회담 후 지권 확보 문제가 상기 국가안보위의 결정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회복 노력을 중지할 것과 영농장비 등 동산은 매각처분하되 곤란할 경우
1690

INCRA에 기증할 것, 보관 중인 농장자금 국고반납 등을 주브라질대사에게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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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V.3 1983-84

1982.3월 브라질 국가안보위가 1978년 이래 추진되어 온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의 토지구입
무효를 결정함에 따라 한·브라질 양국이 동 농장 처리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 기증에
합의하고 1984.1월 각서를 교환함.
1. 1982.9월 뉴욕 외상회담 이후 기증을 통한 농장문제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브라질대사관 측이
농장장비를 처분할 계획임을 브라질 외무성에 알린 데 대해 브라질 측은 농장문제 관련 교섭 시 함
일괄기증 추진하도록 1983.3월 훈령함.
주브라질대사는 농장장비 일괄기증이 불법체류자 문제해결 여건조성 차원에서 제시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고손실 최소화 등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고 1983.9월 뉴욕 한·브라
질 외상회담에서 농장과 장비의 분리처리가 양해된 상황

2. 주브라질대사는 주재국 농무성에서 한국의 십자새마을 농장을 한·브라질 합작 농업개발회사(가칭)
형태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1983.7월 보고하고, 1983.8월에는 외무성이 농장문제
처리방안으로 단순기증, 몰수, 민간 농업개발 합작회사 설립의 3개 안을 국가안보위에 상신할 계획
으로 있다고 하는바, 합작회사 방안이 합리적이므로 그 방향으로 진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포철
과 브라질 CVRD사(포철 철광석 공급회사) 간에 합작회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함.
외무부는 합작회사에 대한 기증 방안의 경우 문제 해결의 장기화와 여타 기관과의 접촉으로
혼선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외무성으로 창구를 일원화할 것을 훈령

3. 1983.11.22. 주브라질대사관과 브라질 외무성 접촉 시 브라질 측은 양국 외상 간 합의 원칙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음을 알리고 기증 접수기관인 INCRA(브라질 식민농지개혁청)가 제시한
아래 요지 기증서안에 한국이 서명 후 정부 간 교환공문 협의를 제의한바, 한국 측은 기증서 서명과
공문 교환을 동시에 할 것을 제의, 양해함.
본 기증은 한국 측 협동조합이 INCRA에 하는 것으로 하며 한국 측은 변호사가 서명
기증 대상은 농장 및 부속 건물 등 부동산으로 합의

4. 주브라질대사관은 농장 및 건물 등 부동산 기증에 관한 교환공문 브라질 측 초안을 1983.11.25. 전달
받고 한국 측 교환공문 초안을 건의함.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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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토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인바, 외무부는 기증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장비를 농장과 함께

브라질 측 교환공문 요지

- 농장 등 부동산 기증에 관한 양해에 만족 표명
- 상기 양해는 1982, 83년 유엔총회 시 양국 외상 간 합의 지침에 따라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유념,
성립
- 기증 후 농장 등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권리, 의무 소멸 및 소송, 과세 등 동 재
산 관련 제반책임 면제
한국 측 교환공문 초안
1692

- 농장 및 부동산의 INCRA에 대한 기증 확인
- 기증 대상 부동산 관련 권리·의무 소멸, 면제에 대한 브라질 측 교환공문 내용 확인

5. 주브라질대사와 브라질 외상대리는 1984.1.10. 상기 교환공문 서명함.
농기구 등 장비는 INCRA에 임시 보관하고 건축 자재 및 가축은 판매 후 국고 반납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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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벨리즈 농업 이민, 1983-84

1. 국방부는 정보본부장의 파나마 방문 시 벨리즈 농산회사 Agro Industrial Co. 관계자를 접촉하여
파악한 아래 요지의 대벨리즈 농업이민 관련 사항을 조사단 파견 의견과 함께 1983.6.3. 보건사회부에
통보하면서 적의 조치 및 결과 통보를 요청함.
개발내용 및 소요경비

해외개발공사 검토의견

- 농사에 적합한 아열대성 기후로 농업이주 가능성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 주도 농업이민 사업의 경우보
다 세대당 소요경비도 저렴
- 대상 지역이 오지인지 여부, 문화시설 정도, 농산물 판로문제 등 고려 필요

2. 보사부는 세대당 정착비는 저렴하나 벨리즈 국내시장이 협소하므로 판로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상기 벨리즈 농산회사의 한국이민 알선 목적, 개간대상 토지의 소유주와 취득 방법, 벨리즈 정부
의 한국 농업이민 접수의사 정식통보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줄 것을 ’
83.6.14. 국방부에 요청함.
국방부는 한국이 사전답사 및 타당성 검토 후 추진 결정할 경우 벨리즈 정부의 이민 접수의사
통보문제 협조 가능 등을 회신

3. 보사부는 제반 여건 검토 결과 조사단 파견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조사단 파견 관련 부처 간
조정과 조사단 파견에 대한 별도 의견 있는 경우 알려줄 것을 1983.7.28. 해외협력위원회에 요청함.
해협위는 벨리즈가 미수교국이므로 외무부와 협의 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보사
부는 외무부에 의견 문의

4. 외무부는 벨리즈와의 관계에 비추어 농업이민 가능성이 의문시 되므로 현지 조사단 문제는 파견 의
사를 벨리즈 측에 사전 통보하고 동국이 협조 의사를 밝히는 경우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1983.9.24. 회신함(벨리즈 농업이민 가능성 조사 보고서 및 벨리즈 자료 등 주멕시코대사관 보고자료
수록).

169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토마토 및 밀감재배를 위한 1만 에이커 개간비용, 200가구 주택 건설, 교육·문화시설 비용 등 총
550만 달러(가구당 27,500달러)
- 미곡생산을 위한 21,000에이커 개간비용, 200가구 주택 건설 및 시설 소요비용 등 총 800만 달러(가구
당 40,000달러)

캐나다 이민,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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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법이 투자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1984.1.1. 발효)된 것과 관련,
대 캐나다 인력진출 확대를 추진함.
1. 캐나다의 이주 관련 전문 변호사가 1984.2.1. 외무부 관계자를 만나 종래 이민 접수 5순위였던 투자
이민의 상향(2순위), 투자기회 파악 및 계획수립을 위해 2년 범위 내 캐나다 입국·체류 허용 등 개정
이민법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도 투자이민의 예비 답사를 위해 이민 희망자가 사전 캐나다를 방문할
1694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함(동 변호사가 작성, 주캐나다대사관에 제출한 캐나다 이민정책 보고
서 수록).
2. 캐나다 각 주정부가 홍콩으로부터의 기업투자이민 유치에 적극적이며 온타리오 주정부는 홍콩에
기업이민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외무부는 동 상담창구 관련 사항과 한국의 동
창구 활용 가능성, 한국 내에 상담창구 설치 가능성 등을 조사, 보고토록 1984.2월 해당 공관에 훈령
하였으며 주캐나다대사와 주홍콩총영사는 아래 요지로 보고함.
캐나다는 1997년 예정된 홍콩의 중국 이양 관련, 홍콩의 자본가 및 기업가 투자이민 유도를
통한 홍콩 자본 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의 홍콩사무소는 1980년 설치
홍콩사무소가 아시아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홍콩사무소에 신청한 예는
전무
한국에서 투자이민 신청자가 급증하는 경우 특별반 등 파견이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고려
하지 않고 있는 상황

3. 해외협력위원 회의결과 대통령 보고(1984.6.11.)를 거쳐 아래 요지의 캐나다 인력진출 확대방안이
확정됨.
해외개발공사가 임명, 무보수로 운용하던 이주사업개발 고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 현지
이주개발체제 강화
10만 달러 한도로 되어 있는 이주비를 캐나나 투자이민에 한하여 2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업종
별로 현실화하고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주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책정토록 추진
이민 희망자의 신체검사 판정을 국내에서 실시토록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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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에콰도르 이민, 1983-84

1. 주에콰도르대사는 동국 거주 교민이 해외개발공사로부터 50세대 투자이민 추진을 의뢰받아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음을 1983.8.19. 외무부에 보고하고 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함.
외무부는 해외개발공사가 상기 에콰도르 거주 교민이 운영하는 회사와 이주알선 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1983.4월 에콰도르를 방문한 해외개발공사 관계자의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300세대의 에콰도르 이주 추진을 승인하였음을 회신 (해외개발공사 작성‘대에콰도르 이민사업
계획’자료 수록)

당했으며 동 고발은 이민국장의 1983.10월 방한도 스캔들화되고 있어 동 국장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
인바, 이 사건은 이민 알선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 및 교민들 간의 알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외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투자이민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을 1984.1.26.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83.6월 모집하여 12월에 신청서류를 접수시킨 35세대의 에콰도르 투자이민 허가 신청이
내무성 5인 심사위에서 보류 조치되었다는 해외개발공사의 보고를 주에콰도르대사에게 알리고, 동
보류조치가 해제되도록 우선 해외개발공사 주재원으로 하여금 교섭토록 할 것을 1984.1.31. 훈령함.
주에콰도르대사는 해외개발공사 주재원을 통한 교섭 결과를 2.3. 아래 요지 보고

- 상기 고발사건으로 단독 처리에 곤란을 느낀 이민국장이 위원회를 구성, 처리코자 하였으나 외무성,
국방성 등이 부정적으로 반응
- 이민국장은 대사관이 이번 투자이민에 대해 외무성 등에 설명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고 하는바,
동 국장이 곤란한 입장을 면하기 위해 대사관을 이용코자 하는 것으로 추론

4. 주에콰도르 대사는 1984.3.15. 외무성 수석차관을 면담한바, 수석차관은 이 문제를 한·에콰도르 양자
관계에 연결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사증발급은 외교교섭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고, 주에콰
도르대사는 외무성이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거부할 입장을 명백히 한 이상 집단 투자이민의 외교
차원 추진은 비관적이라는 관찰을 보고함.
수석차관은 상기 35세대의 투자업종이 에콰도르 국민과의 경쟁업종이므로 환영받지 못하며
한국 교포가 시장에서 행상을 하여 에콰도르 국민들이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고 지적

5. 외무부는 현지 알선인을 통한 개별초청 형식으로 전환하여 2~3세대씩 간헐적으로 조용히 송출할 것
을 희망하는 해외개발공사의 입장을 1984.4.10. 주에콰도르대사에게 전달함.

169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에콰도르대사는 주재국 내무성 이민국장이 업무상 금품수수와 관련 전임 이민국장으로부터 고발

파라과이 이민,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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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파라과이대사는 매월 10명의 범위 내에서 직계 가족 및 인도적 견지에서 합류가 불가피한 가족에게
입국허가를 해 주기로 1982.3월 파라과이 내무차관과 합의한 바에 따라 대사관이 신청을 받아 선정,
1982.4~6월 3개월간 파라과이 측에 제출한 총 32명에 대하여 파라과이 내무성이 입국허가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32명에 대한 이민여권 발급 조치를 요청함.
2. 주파라과이대사는 1983.3.28. 및 4.6. 파라과이 내무장관과 외무차관을 각각 면담한바, 내무장관은
1696

이산가족 결합을 위한 연고이민 문제 관련 최선의 협조를 약속하였으며 외무차관은 한국인 입국 증가
를 우려하는 기운이 일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San Pedro 농장을 탈 없이 잘 운영하고 한국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한국 측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3. 주파라과이대사는 1983.5.10. 업무계획 및 건의서에서 지속적 인력진출을 대파라과이 외교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동 목표 달성을 위해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 초청, 대통령 취임식(1983.8.15.)에 각료급
특사 파견, 국산 기자재 무상원조, 친한 세력 확대를 위한 군부인사와 내무차관 방한 초청 등을 건의함.
4. Stevia(사탕수수 대용식물) 합작재배 문제는 다음과 같음.
주파라과이대사는 주재국 농목성이 한국 해외자원개발 연구원으로부터 Stevia 합작재배를 위한
기술조사단 파견 제의를 받았음을 1983.5.10.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사업 추진경위 등 확인을 요청

- 외무부는 자원개발 연구원이 상기 기술조사단 파견을 제의한 바 없으며 파라과이 방문 예정인 이주알
선업체 직원이 현지 교민을 통해 추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
해외이주알선 법인 범흥공사가 Stevia 합작재배를 위한 파라과이 이주 기업농 모집 계획서를
보건사회부에 제출함에 따라 외무부가 1983.6.28. 주파라과이대사관에 관련 사항 확인과 공관
의견을 요청한바, 대사관은 7.26.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고

5. 파라과이의 한 일간지가 한국인들이 파라과이에 계속 들어와야 하는가라는 1983.10.22.자 사설에서
한국이민 대부분이 상행위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바, 파라과이 정부 당국은 한국 이민자
들이 생산적 분야에 종사할 결심을 가지고 입국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입국 후 계약 이행 여부를 감
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고 주파라과이대사가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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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남미지역 농업 이민, 1984. 전2권. V.1 1월-2월

남미지역 이민 관계 그룹회의를 위한 관련 공관 보고자료 및 외무부 자료 초안과 해외개발공
사의 남미 농장 현황 자료, 해외개발공사 주파라과이 지사의 산페드로 농장 개발현황 및 향후
대책 자료 등 수록됨.
1. 공관 자료 요약
주에콰도르, 파라과이 및 브라질 대사관의 1984.1월 보고자료로 주재국별 이민현황, 수민정책,
이민 가능분야 개척방안, 이민정책 방향, 기존 농장 영농현황 및 대책 등 포함
주도형 농업이민 송출을 지양하고 선별적 기업이민 추진을, 주브라질대사는 정부 주도 농업이
민 지양과 주재국 관심분야 민간 합작회사를 통한 이민을 제시

2. 외무부 작성‘남미농업이민종합대책’초안(수기)
남미 이민 현황, 농업이민 추진 과정과 실패 요인 및 문제점, 남미지역 농장별 현황 및 문제점,
향후 해외 인력진출 방향 등을 기술
농업이민 실패요인으로 사전조사 및 계획의 결여, 정부지원 미약, 이주자 선발과 사전교육의 결
함, 사후 관리의 불철저 등을 지적하고 기계화된 대규모 영농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제2, 3차
산업에 비해 불리한 농업의 위치, 원시림 개척 등 영농 입지조건의 불리, 생활환경적 조건의 불
리 등 문제점 제기
향후 해외 인력진출 기본 방향으로 기업 진출과의 연계 등 상호 보완적 경제이민, 이민 대상국
과의 이주교섭 강화, 해외개발공사 및 민간 알선기관 육성 강화, 정부 주도 농업이민 지양 등을
제시

3. 해외개발공사의 공사유관농장현황 자료는 남미지역 농장별 면적, 주 작물, 입주세대 등 현황과 융자
금 상황,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술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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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방향으로 주에콰도르대사는 집단 기업이민, 특히 어업이민을, 주파라과이대사는 정부

남미지역 농업 이민, 1984. 전2권. V.2 3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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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협력위원회 제2협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남미 농업이민 농장문제 대책 수립 및 남미지
역 투자이민 진출 분야 조사를 위해 1984.3.26.~4.10. 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을 방문하
고 아래 요지로 보고함.
현황

1698

- 총 11개(민간주도 6, 정부주도 5) 농장 중 5개소 영농 중, 2개소 미입주, 3개소 소멸, 재입주 예정 1개소
- 총 투자액 10,747천 달러
- 최초 입주 155세대 중 현재 18세대 입주
문제점

- 민간주도 농장: 농장 소멸, 이농으로 융자금 회수 불능 및 현 영농인 융자금 상환 기피
- 정부주도 농장: 수민국 정부와의 마찰 및 개발비 과다소요로 이민 미실현 농장 상존 등
해결방안

-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민간주도 농장의 미회수 융자금 전액 결손 처분 및 상환의무 면제
- 정부주도 농장: 미입주 농장은 당초 목적대로 이민 계속 추진, 입주 농장은 이농인과의 관계를 청산하
여 현 영농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2. 해협위는 상기 보고에 기초한 남미 농장 처리대책을 1984.6.11. 대통령에게 보고, 확정하고 이를 외무
부에 통보함.
대통령은 미회수 융자금 전액 면제 처분과 이농인에 대한 연고권 불인정 등을 지시

3.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브라질 등 해당 공관은 동 처리대책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세부 처리계
획을 보고하였으며 해협위는 1984.9.7. 동 세부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4. 해협위는 기존 농장은 추가 이민 진출 거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 주도 신규 농업이민은 가급적
지양하면서 수민국과의 농업합작회사 설립, 현지 진출 기업 및 교민의 농업투자 등을 통한 농업이민
추진을 향후 대책으로 하는 내용의 중남미 인력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작성함(198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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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남미지역 이주 잠정 제한조치 (5.4 조치) 완화,
1983-84

1. 1983.8월 부모 초청 여권 발급에 대한 남미지역 공관 의견을 문의한바, 주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 대사는 불법체류 가능성 희박, 인도적 사유 등에 비추어 방문 초청장 확인 및 여권 발급 찬
성 의견을, 주볼리비아대사는 동국의 경우 비공식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부작용이 우려되므
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고함.
2. 외무부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4개국에 대한 잠정 이주제한조치(1977.5.4. 조
극 개방, 장려한 결과 이민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악덕 브로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변칙이
민 방지 및 질서 있는 이민을 위해 초청장 공관 확인제도 부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1984.7월 관련
공관에 문의함.
공관 확인제가 존속되어 온 파라과이와 공관장 건의에 따라 잠정 부활 실시하고 있는 볼리비아
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에콰도르 및 코스타리카 주재 공관장 모두 공관 확인제
도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

3.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4.8월 한국 교민과 아르헨티나인으로 구성된 이민 브로커단이 문제를 야기
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초청장 등 이주허가 신청서류에 대한 공관 확인제 부활을 긴급 건의하였으
며, 외무부는 대책 수립을 위해 남미지역 공관과 캐나다지역 총영사관을 통해 동 지역 이민 브로커
명단을 파악함.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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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1983년도에 거의 전면 완화하고 1983.12월 해외이주 업무의 외무부 이관 이후 남미 이민을 적

브라질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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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 정부의 신외국인법 개정
브라질 법무장관은 1983.11.3. 주브라질대사와의 면담에서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현재까
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외에 모든 임시거주허가 소지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브라질 정부
가 결정하였다고 밝힘.

- 1981.12.11. 발효된 브라질 신이민법에 따라 1981.12.11.~1982.4.10. 브라질 내 불법체류자의 등록을
접수하고 동 신고기간 내 등록한 자는 2년간의 임시 거주권을 취득
상기 임시거주허가 소지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외국인법 개정안이 1983.12.2. 브라
1700

질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12.20.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됨.

- 1984.5.31.까지 법무성에 영주권 취득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영주권 취득 후 90일 이내에 연방
경찰에 신고하도록 영주권 취득 절차를 규정

2. 한국 교민의 영주권 취득
상파울로 교민회장은 개정 신외국인법에 따른 영주권 신청 시 구비서류의 하나인 무범죄 증명
발급 관련, 본국 조회를 거치는 현행 절차의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출국 시 이미 신원조회
를 거친 점 등을 감안, 현지 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문을 주브라질대사를
통해 제출함.

- 주브라질대사는 대사관 관계관이 1984.1.16. 면담한 브라질 법무성 관계관에 의하면 상기 무범죄 증
명을 생략하고 임시허가증 소지자가 작성한 무범죄 진술서로 대체키로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범죄 증명 발급은 불요
주브라질대사는 임시거주허가 소지 교민 4,811명 중 영주권 신청자는 3,550여 명으로 추산되는
바, 신청자 중 아직까지 영주권 취득이 불허된 경우는 없으며 임시거주허가 소지자 중 1,300여
명은 브라질인과의 결혼 등으로 영주권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다고 1984.12.23.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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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조난 중공 선원 구조·송환, 1984

1. 법무부는 1984.10.31. 홍콩으로부터 회항 중이던 제1도남호가 중국(구 중공) 본토 60마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중국 선원(진우효)을 구조, 11.5. 부산항 입항 예정임을 11.3. 외무부에 알리고 다시 홍콩으
로 출항하는 제1도남호 편으로 동 선원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중국 선원 송환 계획에 이의 없음과 주홍콩총영사관이 중국 측과 동 인도관련 절차를 협의
토록 조치 중임을 1984.11.6. 법무부에 회보함.
차를 협의토록 훈령하면서 중국 측과의 접촉 선례 마련 차원에서 총영사관 직원이 직접 중국
측 관계관에게 동 선원을 인도하는 것을 추진토록 조치

3. 주홍콩총영사는 신화사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홍콩 소재 중국여행사(중국 국무원
산하)와 접촉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됨.
1984.11.10. 접촉에서 총영사관 측이 재난인 송환 시 양 당사자 정부기관 또는 단체 대표 간의
직접적인 인계인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중국여행사 측은 이 문제는 다시
협의하자고 제의하고 사견임을 전제로 홍콩 이민국을 통한 간접적 방법을 거론
중국여행사는 중앙당국의 지시에 의거, 인수인계는 홍콩 이민당국이 주선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11.13. 총영사관에 통보

- 주홍콩총영사관 관계관은 11.14. 중국여행사를 방문, 송환절차에 관해 협의키로 하였음에도 일방적
으로 홍콩 이민당국으로부터 인수키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동 선원의 양측 대표 간 직접 인수인
계, 송환 시 문서교환 등을 주장
중국여행사는 홍콩 이민국을 통한 간접 인수인계 및 문서교환에 대한 한국 측 제의(서명 후
직접 교환) 수용 등 입장을 11.14. 전화 통보해 왔으며 주홍콩총영사관은 동 제의에 동의
동 선원 인도문서 내용 중 인수인계 주체 표시와 관련, 대한민국 주홍콩총영사관에 상응하는
중국 측 국명 및 기관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한국 주장에 대해 중국여행사 측은 중앙정부의
지시라고 하며 중국여행사 표기만을 주장

- 주홍콩총영사관은 외무부 훈령에 따라 중국여행사 뒤에 on behalf of the PRC Government 삽입을
제시하였으며 중국여행사 측과의 절충 결과 under the authority of the PRC 표기에 합의

4. 주홍콩총영사관 관계관은 1984.11.15. 동 선원을 홍콩 이민당국에 인도하였으며 11.16. 중국여행사
접견실에서 상기 인수인계 문서에 서명하고 정본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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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주홍콩총영사에게 중국 외교부 비자발급사무소 또는 신화사 측과 직접 접촉, 인도절

5. 외무부는 양국의 정식 국호가 명기된 문서에 중국 측이 서명한 것의 의미를 평가하고 동 선원 송환문
제가 중국 측과의 협의통로 수립에 유익하였다고 1984.11.20. 대통령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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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이란·이라크전 관련 삼보해운 소속 Banner호
피격사건, 1982-84

1. 이란의 반다르 호메이니 항에 하역(철제품 및 잡화) 완료 후 페르시아 만을 향해 항해 중이던 삼보해
운 소속‘삼보 Banner’호가 1982.8.9.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선원 30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선박은 전소됨.
2. 외무부의 동 사건 검토서에는 이라크 측이 국제법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림.
삼보 Banner호와 거의 동시에 그리스 선박 1척이 이라크의 공격으로 침몰된 것과 관련, 그리스가
생각이 없다는 해당 선박회사의 반응과 이라크가 선포한 작전구역 항행 여부는 각 선박회사의
책임이며 외교교섭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리스 외무성의 반응을 주그리스대사가 보고

3. 주이란대사관은 대사관과 삼보해운 및 이란 국방성 관계관이 1982.8.18.~22. 실시한 현지조사 보고
서를 제출함.
4. 삼보해운 사장은 영국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동의했음에도 대한재보험(주)사가 사고 일자에 대한
정부의 확인서 추가제출을 요구하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1982.12월 대통령 앞 탄원서를
제출함.
외무부는 주이란 및 영국 대사를 통해 동 사건 발생 일시 확인하고 주그리스대사를 통해 그리
스 선박 피격 일시 확인
Lloyd’
s 및 그리스 측 기록과 당시 외신 보도는 사건 발생이 8.9.인 반면 주이란대사를 통해
입수한 이란 측 기록은 8.10.로 상이 (동 선박의 전쟁피해 보험기간은 8.10. 12:00부터 7일간)

5. 상기 보험료 문제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서울 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1984.6.27. 동 사건
관련 서류 일체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함.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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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것인지를 확인한바, 보험수속 중이며 정부에 외교교섭을 요청할

한·일본간 대륙붕 공동개발 종사자에 대한
회수사증 발급 문제, 19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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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 관계관이 1980.4.7. 대사관 측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 중 일본 석유개
발에 의해 금명 시작되는 제5소구역 시추작업 관련, 부산시에 자재보급 기지, 제주시에 인원보급 기지
가 설치되어 시추작업 관련 인원이 빈번히 한국에 출입할 필요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회수
사증 발급문제 검토를 요청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상기 빈번한 출입이 필요한 기술자들에게 상호주의 전제하에 회수사증을 발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하도록 1980.4.18. 주일대사에게 훈령
1704

2.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회수사증 발급문제 관련, 발급대상과 제출서류, 발급장소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입장을 1980.5.6. 주일대사관 측에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한국 측이 이의 없으면
문서교환 형식 없이 상호주의로 곧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3. 외무부는 회수사증 발급문제 관련 정부 입장을 1980.6.5. 확정하고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제시
토록 하였으며 합의 형식으로는 우선 구두로 양해, 시행하되 차기 한·일 대륙붕 공동위원회 등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할 것을 아울러 일본 측에 제의토록 함.
4. 1980.7.14.~15.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대륙붕 실무회담에서 양국 대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합의함.
직접 개발에 종사하는 인원 외에 관계 공무원, 기타 사람들도 발급 대상에 포함
직접 종사자에 대해서는 개발권자의 추천으로 발급하고 관계 공무원 및 기타 사람들에 대한
추천 및 신원보증은 정부 또는 개발권자가 시행
사증의 최장 유효기간은 1년, 1회 입국 시 체재기간은 60일 이내
사증 신청 장소는 원칙적으로 한·일 양국에 있는 타방국의 공관
발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한·일 양국 국민으로 합의

5.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곧 시추가 시작되는 광구에서 기지 건설에 종사할 일본인 관계자들이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의거, 회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1984.4.5. 주일대사관 측에 요청함.
외무부는 상기 1980.7월 한·일 대륙붕 실무회담에서의 합의를 감안, 일본 대륙붕 종사자들에
게 입국자격 7-3,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토록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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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한국 선원의 소련 및 중공 여행 결과보고서, 1984

1984.11월 주오사카총영사관이 접수한 공산권(소련, 중국) 기항 보고서임.
1. 석탄 적하를 위해 1984.10.25.~27. 소련 Nakhodka 항에 기항한 M/V Crest 2호 선원 15명의 감상문과
소련 무선국과의 교신 내용 등이 있음.
선원들은 삼엄한 감시 속에 딱딱하고 통제된 분위기라고 기항 경험을 묘사하고 공산국가의
일면을 목격하였다고 기술
1705

께 동 선장과 기관장 및 통신장의 감상문을 제출한바, 감상문 내용은 상기 M/V Crest 2호 선원의 감상
문과 유사함.
3. 194.10.9.~31. 중국(구 중공)의 상해와 청진, 대련항에 기항하여 적재 화물(펄프)을 양하한 바 있는 M/
V Crest 1호 선장이 감상문을 포함한 기항 보고서를 제출함.
선원들은 감상문을 통해 기항한 항구가 모두 활발한 모습이었으나 많은 선박이 외항에서 오래
대기하는 등 해운행정이 낙후한 것으로 관찰하고 현지에 한국이 잘 알려져 있어 긍지를 느꼈다
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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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4.11.18.~20. 소련 Nakhodka 항에 기항한 바 있는 M. V. Pioneer Sea 호 선장이 기항 보고서와 함

미국 반한인사 입국 문제,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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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ward J. Baker 하버드대 옌칭 도서관 부소장
Baker 부소장은 옌칭 Program 초청 학자 인터뷰 목적으로 1982.11.18.~12.1. 방한을 희망하여
주뉴욕총영사관에 입국사증을 신청함.
주뉴욕총영사는 동인이 입국 금지자로서 1981.11월 상기 목적의 입국 신청이 거부된 후 재심을
신청, 허가 받아 입국한 바 있는데 현재도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으나 종전보다 온건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하버드 대학과의 관계를 고려, 입국을 허가해 줄 것을 건의함.
1706

2. Nancy L. Langston ABC 방송 임시특파원
Langston이 다른 한 명의 기자와 함께 출국 조치되었다고 뉴욕 타임스 등 언론이 AP를 인용,
1982.11.12. 보도한바, 미국 국무성은 동건이 언론자유 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요지의 Press
Guidance를 작성하였다고 주미대사가 11.12. 보고함.

- 동인의 국내취재 및 보도활동 관련한 행정조치 등 협의를 위한 회의자료 수록
Langston은 1982.11.16. 주홍콩총영사관을 통해 임시 취재사증을 신청하였고 주홍콩총영사관은
이를 불허한바,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사와 참사관이 11.18. 외무부 제1차관보와 미주국장을 각각
방문, Langston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거부 이유를 문의함.

- 외무부 제1차관보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Langston이 당초 입국 목적인 취업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하다 거의 1년 후에 입국자격 변경을 신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음을 11.26. 주한 미국
대사관 공사에게 설명
Langston은 한국에 두고 온 짐 정리를 위한 통과 또는 관광사증을 11.23. 주홍콩총영사관에
신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체류기간 10일의 단수통과 사증을 발급하도록 훈령

3. Michael J. Taylor 신부
국가안전기획부는 선교 목적으로 입국사증을 신청한 미국인 Taylor 신부가 과거 한국 체재 시
입국 목적 외 활동(학생데모 선동 및 체제비판)을 한 바 있어 사증발급을 거부토록 할 방침임을
알려오면서 이로 인한 외교적 문제 야기 가능성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외무부는 동 신부의 사증 신청 사실과 과거 행적을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알리고 (미국 측이
구체적 처리 방향을 문의할 경우) 사증 발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여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을 관계당국과 협의키로 함.
1983.5.31.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면담 기회에 상기 내용을 알린바, 미국 측 관계관은 처리방
향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반응함.

1984

4. Pharas J. Harvey 목사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1982.6.14. 방한 예정인 Harvey 목사의 입국(사증 기 획득)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해 온바, 이를 통보받은 안기부는 동 목사의 사증 취소를 요청하
고 외무부도 동인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입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함.

- 6.10. 동 목사의 입국금지 조치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하고 북미지역 전 공관에 동 목사 입국금지
토록 훈령하였으며 6.11. 동 목사에게 사증 무효를 통보
동 목사는 1984.3.9. 주미대사관에 재차 사증을 신청한바, 외무부는 체류기간 7일의 단수사증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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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을 훈령하고 동 결정이 주한 미국대사관 측의 간곡한 요청을 감안한 것임을 참고로 알림.

국유재산 가격 재평가,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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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기부채납 재산 포함, 관할 국유재산의 1983.10.1. 현재 재평가액을 공인 감정기관(공인 감정기
관이 없을 경우 부동산 소개업자 등)을 통해 파악, 보고할 것을 1983.11.15. 해당 재외공관에 훈령함.
2. 해당 공관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멕시코, 페루, 모로코,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인도, 스리랑카, 우간다, 바레인 대사, 주유엔 및 제네바 대사, 주뉴욕, 샌프란시스코,
1708

홍콩, 요코하마, 후쿠오카 총영사 등 대부분 공관이 공관 청사와 관저 모두 취득가보다 높은 재
평가액을 보고
덴마크(관저), 스웨덴(관저), 벨기에(관저), 포르투갈(관저), 그리스(관저), 요르단(청사 및 관저)
등의 경우 취득가 대비 재평가액이 주재국 화폐가치로는 상승했으나 미화 기준으로는 하락했으
며 인도네시아는 청사는 상승, 관저는 하락했음을 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청사 및 관저 부지가 외교공관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평
가액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대만(구 자유중국)은 청사 재평가액이 취득가보다 낮은
바, 국유재산은 건물뿐이며 대지는 주재국 소유로 임차하고 있음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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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4

1. 1984년도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예산이 1,762만 달러로 책정된바, 외무부는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한 일부 계획사업의 보류 또는 지연 및 대북한 우위 확보를 위한 일부 공관 국유화 필요성 등을 감안
하여 청사 10, 관저 13, 직원주택 41세대의 신축, 매입, 증·개축을 내용으로 하는 1984년도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추진계획을 1984.1.17. 확정함.
2. 주독대사 관저 매입대상 건물의 수리비 소요가 과다하여 주독대사가 매입계획 보류를 요청하였고 주
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바, 이에 따라 동 매입예산 일부를 각각 주카타르대사관 청사, 관저 신축 및 주
바레인대사관 청사, 관저 신축 추가 소요경비로 전용함.
3. 주브라질대사관 청사 및 관저의 증·개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비, 주나이지리아 및 바레인 대사
관 청사·관저 신축 소요경비, 주가봉대사 관저 신축부지 매입비, 주세네갈대사 관저 신축설계 및 감
리용역비, 주인도대사관 청사 개축비, 주모로코대사관 청사 매입비, 주바레인대사관 청사·관저 신축
추가 소요경비 등의 배정 및 외환은행 해외지점을 통한 차입조치 시행함.
4. 부지 매입 불가 등으로 인한 사업의 보류 또는 지연, 기 국유화 공관의 증·개축 사유 발생 등으로
1984년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계획을 청사 7, 관저 9, 직원주택 37세대로 1984.8월 수정하였으며 또한
1984.12월에는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등 4개 공관의 신축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불용액을 주모로
코대사관 등 5개 공관 국유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화사업계획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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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구 버마)대사는 주재국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

주가봉 대사관 청사, 관저, 직원주택 부지 매입,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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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가봉대사는 재외공관 국유화 계획과 관련하여 1982.10월 아래 요지 보고함.
매입의 경우 대상은 현 임대 청사 입주 건물의 1개 층, 관저는 현 관저 매입, 직원주택은 현
청사 입주 건물의 상층부 아파트 등이며 매입 총 소요예산 180만 달러
신축의 경우 외국 공관이 희망 시 주재국 정부가 부지를 기증하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어
지가가 비싼 선진국은 응하지 않으며, 가끔 매물로 나오는 시내 중심지 부지를 구매,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바, 부지면적 3천 평 규모의 경우 매입비, 건축비 등 총 소요예산이 295만 달러 예상
공관 사무실이 매물로 나와 있으므로 최소한 청사 매입 시급
1710

2. 외무부는 상기 보고에 기초하여 청사건물과 관저 등 신축부지 매입을 추진키로 하고 매입 대상 건물
및 부지를 물색, 보고하도록 훈령함.
3. 주가봉대사는 청사 매입대상 건물로 현 청사 입주건물 1개 층(소요예산 53만 달러)을 보고하고 관저
등 신축 대상 부지는 적절한 대상이 나타나지 않아 시간을 가지고 물색 예정임을 1982.11월 보고함.
청사 매입 관련,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소유주 부재, 신축 가능성 모색 등 사정으로 지연되었으
며 주가봉대사는 1983.10월 현 청사를 계속 임차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주가봉대사는 관저 및 직원주택을 위한 적절한 부지(10,000평방미터, 가격 약 75만 달러)를 발
견하였음을 1983.8. 보고한바, 외무부는 시간을 가지고 물색하겠다는 1982.11월 보고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 바 있어 당장 매입 추진은 어렵고 연말에 국유화 계획을 재조정하는 경우 검토
예정임을 회신 후, 1983.11월 동 부지 중 6,000평방미터 매입을 검토 계획임을 주가봉대사에게
통보

4. 외무부는 매입가격 인하 교섭을 거쳐 총 소요비용 439,495달러의 상기 부지 매입을 결정하고 이를
1984.4월 주가봉대사에게 통보하였으며 주가봉대사는 1984.8.14. 매입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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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주삿포로(札幌, 일본) 민단건물 국유화 문제,
1983-84

1. 재외공관 국유재산 재평가 과정에서 주삿포로총영사가 1983.11.22. 동 공관 청사 및 관저와 함께 민
단 북해도 지방본부 청사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동 부지의 취득경위, 취득가
격 등과 함께 그간 국유재산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훈령함.
2. 주삿포로총영사는 1984.1.10. 아래 요지로 보고함.
부지(281.15평방미터)는 1961년 당시 민단 북해도 지단장으로부터 북해도 민단자금 800만 엔
정부가 매입한 것으로 됨)
건물(연면적 2,638.35평방미터)은 민단원 기부금 4,300만 엔 등 1억6백만 엔으로 1972년 완공하
였으나 공사비 잔액 2,000만 엔 미지불로 보존등기를 못하다가 1983년 공사비 잔액을 차입, 지
불하여 언제든지 등기 가능한 상황인바, 일부 젊은 층에서는 민단 명의(단장 개인명의)로 하자
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원로 교포 및 민단 집행부 내에는 동 청사를 민단이 영구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 국가 명의로 하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
부지의 기부절차와 사용허가 절차가 취해지지 않아 공관의 국유재산 등록에서 누락되어 왔고
보고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

3. 외무부가 국가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의 득실 등을 추가 문의한 데 대해 주삿포로총영사는 국가명의
등기 시 민단 내분이나 조총련의 공작에 의해 소유권이 농간당하거나 건물이 강점되는 사태를 제도
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민단원들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관이 세금
문제 등에 형식상 개입되는 불편 등이 있다고 1984.2.2. 보고하면서, 일본 전 지역의 민단 부동산을
조사하는 한편 주일대사관이 국가명의 등기 문제와 면세 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의, 민단 부동산 문
제에 일률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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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평가액 1,500만 엔)으로 구입,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 (실제 기부채납이었으나 형식은 한국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980-84.
전2권. V.1 80.6-83.7

| 84-1517 |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4-109 / 14 / 1~310(310p)

1. 나이지리아 외무부는 나이지리아의 수도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각국이 신수도에 공관 및 관저용으
로 필요한 부지의 면적과 공관·관저의 동일 장소 건축 희망 여부 등을 1980.6.13.까지 회신해 줄 것
을 외교단에 회람공한으로 요청한바, 주나이지리아대사는 청사와 관저를 같은 장소에 건축하는 것
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2에이커 정도의 부지가 적당하다는 판단을 보고함.
외무부는 이에 대해 대사관 청사·관저 외에 직원주택 10동을 동일 부지 내에 건축한다는 계획
하에 약 4에이커를 신청하도록 훈령하였으며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6.13. 공한으로 신청
1712

2. 한편, 1986년으로 예상되는 수도 이전 후에도 라고스가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
되어 각국이 영사관과 상무관실 등을 라고스에 잔류시킬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1982.8월 나이지
리아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이 엄청난 임차료 등을 감안, 라고스에 즉각 대사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바, 주나이지리아대사는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 등 신축용으로 라고스 시내 1~2
에이커 부지의 장기 임차(외국인의 토지 소유권 불인정)를 라고스 주정부에 요청, 확보함.
3. 주나이지리아대사는 상기 라고스 시내에 신축할 대사관 청사·관저의 설계 및 청사 감리와 직
원주택 기본설계 관련 한양 엔지니어링이 제의한 321,587달러 규모의 설계 및 감리계약 내용을
1982.12.22. 보고(추후 설계 및 감리용역비 260,000달러로 인하 조정)한바, 외무부가 1982.12.27.
이를 승인하여 동 일자로 계약 체결함.
청사 우선 신축 방침에 따라 체결된 동 계약에 관저의 감리와 직원주택의 실시설계 및 감리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4년 도래하는 직원주택 임차 만료기간과 공사비 절감 등을 감안, 직원
주택 공사도 필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동 직원주택 설계·감리 및 관저 감
리에 관한 계약 체결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 승인을 거쳐 369,600달러의 보완통합 계약을
1984.4.8. 체결함.

4. 주나이지리아대사는 한국 건설업체 중 (주)한양만이 주재국 정부의 건설업체 허가를 취득하였고 시
공 경험이 풍부하여 빠른 시일 내 완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동사와의 신축공사(청사, 관저, 직원
주택) 수의계약 체결을 승인해 줄 것을 1982.12월 요청한바, 외무부는 계약서(안), 수의계약 사유서,
공사비 단가 검토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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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980-84.
전2권. V.2 83.8-84.11

1. 외무부는 주나이지리아대사관(청사, 관저, 직원주택) 신축 시공계약(안)을 1983.8.1. (주)한양으로부
터 접수하여 이에 대한 주나이지리아대사의 의견 문의 결과, 이의 없음을 확인 후 동 계약을 승인하
였으며 1983.8.19. 주나이지리아대사와 (주)한양 간 아래 요지의 계약이 체결됨(계약서 수록).
계약 조건

- 계약 금액: 5,639,717달러
- 공사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주)한양과의 수의계약 사유

2.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1984.4월 승인한 감리비용 포함, 동 신축공사 자금차입과 집행내역 및 매월
말 현재 건축공사 진척 현황을 보고함.
3.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4.4월 신축 공관에 무역관 수용여부 문제를 제기, 당초 라고스에 신축하는
청사는 공관의 신수도 이전까지 사용할 임시 청사로서 공관 이전 후 한인센터로 활용한다는 생각에
서 무역관 입주도 고려한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주재국 신군사정부의 수도이전 계획 무기연기 등에
따라 동 무역관 문제의 재검토기 필요하고 무역관 수용의 장·단점을 교량할 때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함.
KOTRA와 상공부가 1982년 대통령 방문 시 신축 공관의 대사관 및 무역관 공동 사용 지시,
무역관의 안전문제, 외화 절약 등을 들어 라고스 무역관의 신축 공관 입주를 요청하였으나
무역관이 입주하는 경우 중·소상인 등의 출입에 따른 보안상의 취약점 등을 감안,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

4.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1984.7.27. 신축 청사로 이전하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서류를 외무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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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공사 경험이 있는 유일한 한국 업체로서 인원, 장비의 동원이 용이하여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약
- 한국 업체 시공으로 보안유지 용이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이전에 따른 청사 및
관저 신축, 1978-84. 전3권. V.1 19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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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주재국 정부가 외무성 및 외교단의 1982~83년 리야드 이전계획을 수립하
고 있는바, 외교단지 Master Plan이 확정되고 토지수용이 완료되면 외국 공관은 각국 실정에 따라
이동 계획을 추진하게 되며 외교공관을 공관원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한국은 22~36명 공관인
C그룹에 속하게 되었다고 1978.1월 외무부에 보고함.
1978.8월 외국 공관의 리야드 외교단지 내 부지위치 추첨이 완료된바, 한국은 C그룹에서 E그룹
으로 변경되었으며 할당 면적 10,800평방미터, 가격 3,240,000리얄(1달러=3.381리얄)임을 보고
1714

1980.7월 사우디 정부의 부지매매 계약안 접수

2. 주사우디대사는 1980.8월 청사와 관저 신축을 위한 451,000달러 규모의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주)도화 종합설계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것을 건의하면서 동사의 풍부한 경험과 사우디 내 용
역업무 수행실적 등 수의계약 사유서와 계약서(안)를 송부함.
외무부는 각국 공관의 건축미가 비교될 외교단지 내에 건축되는 점을 고려, 설계 응모를 통해 추진
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주사우디대사는 설계 과정에서 주재국과 협의가 필요하여 현지에 주재하면서
설계에 임해야 하는 점과 시간 및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

3. 외무부 고문 건축사가 (주)도화는 주로 토목 분야를 설계해 온 회사로서 전통미를 살리는 고도의 조
형미와 기능성이 요구되는 공관 건물을 설계할 역량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보인 가운데 외무부가 건
설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건설부는 고문 건축사와 유사한 평가와 함께 한국적 전통미를 살린 건축물
의 설계 및 감리 실적이 있는 3개 업체를 추천하면서 (주)도화와 3개 추천업체 중 1개 회사와의 공동
설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외무부는 (주)도화와 단독 수의계약 체결하고 도화가 3개 회사 중 하나와 사업 분담계약을 체결하는 방
법, 도화와 3개 회사 중 하나가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 전문 분야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
을 두고 고문 건축사, 건설부, 주사우디대사 등과 협의 결과 토목과 건축 분야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며
건축 분야 계약 대상자는 3개 회사 중에서 객관적 능력평가표에 의거 선임하는 방안으로 결정, 추진함.
5. 상기 절차에 의해 선임된 (주)정일 엔지니어링 및 (주)도화 대표와 주사우디대사 간에 청사 및 관저
신축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이 1980.12.13.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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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이전에 따른 청사 및
관저 신축, 1978-84. 전3권. V.2 1981-82

1. 주사우디대사와 리야드 주지사, 부지면적 10,969평방미터(당초 배당 면적보다 69평방미터 증가),
매입액 3,433,297리얄(1,028,647달러) 내용의 외교단지 내 대사관 신축용 부지 매입 계약을 1981.5.20.
체결함.
2. 주사우디대사는 대사관 신축을 위한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 주재국 내에서 원천 수주가 가능한 34개
한국 업체 중 우수하고 실적이 많은 몇 개의 회사를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하는 방안을 1981.10.10.

3. 상기 관련, 1982.3.2. 8개 회사에 입찰 초청장 발송 4.5. 입찰서를 마감한바, 6개 회사는 회사 사정상
응찰을 포기하고 2개사만 응찰함.
최저 응찰가가 당초 산정된 예산보다 높게 나온바, 주사우디대사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건축
면적, 건축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설계회사의 견적액보다는 낮은 금액임을 강조하고
동 응찰가에 의거한 계약 승인을 건의
외무부는 공사비용에 포함된 비품과 시설설치비는 건축공사와 분리, 별도 처리키로 하고 동
비용을 제외한 계약 체결을 1982.10.26. 승인

4. 주사우디대사는 1982.12.5. 대사관 청사·관저 신축 시공계약을 체결함.

171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건의하고 외무부는 이를 승인함.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이전에 따른 청사 및
관저 신축, 1978-84. 전3권. V.3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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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우디대사관은 리야드 외교단지 내 청사·관저 신축을 위한 주재국 외무성의 건축허가서를
1983.1.9. 접수하고 3.1. 신축공사를 착공함.
2. 주사우디대사관이 신축공사대금 잔액 전체를 1983.6.2. 차입(외환은행 바레인 지점)한바, 외무부는 이
자차액 상당의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공사비 소요액을 단계별로 차입해야 함을 주지시키고 당장의
소요액 외에는 즉시 반납할 것과 자금 집행 상황 및 공사 진도 상황 보고를 지시하였으며 주사우디대
1716

사관은 신축공사의 매월 말 진행상황과 자금집행상황을 보고함.
3. 리야드 외교단지 내 직원주택 지역에 대사관 직원숙소(단독주택 2동, 아파트 2동 등 16가구) 신축을
위한 172,536달러 규모의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청사·관저공사 설계 및 감리업체인 (주)정일 엔지
니어링과 1983.9.25. 체결함.
4. 청사 및 관저 신축공사가 1984.5.21. 완공되어 대사관 관계관이 리야드에 출장, 5.28. 준공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7.22. 최종분 기성금을 시공회사에 지불함.
5. 주사우디대사관은 1984.9.27. 리야드 신축공관으로 이전 완료하고 10.15. 대사관 직원 및 교민 대표
등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관 및 국기 게양식을 거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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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주모로코 대사관 청사 매입, 1984-85

1. 주모로코대사는 1984년 말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주모로코대사관 청사의 건물주가 동 건물을 매각
하기로 결정한바, 동 건물은 노후 협소하여 공관 청사로는 부적합하므로 새로운 공관 건물을 구입할
것을 1984.6.11. 건의함.
외무부는 1984년도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 시행되고 있는바, 연말에 국유화사
업 추진현황을 점검, 소요자금 확보가 가능한 경우 상기 건의를 검토할 것임을 6.27. 주모로코
대사에게 통보한 후 10.27. 청사 매입을 검토 예정이니 적정 건물의 연내 매입 가능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훈령

매입 대상으로 보고하고 시기적으로 주재국의 부동산 경기, 환율 등 조건이 유리한 때인 만큼 동
건물을 매입할 것을 1984.11.22. 건의함.
3. 외무부는 상기 건물 매입 가계약 체결과 관련법규에 따른 서류 제출을 훈령하였으며 주모로코대사는
1984.11.24. 가계약 체결하고 가계약서와 평가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
4. 외무부는 1984.12.8. 동 건물 매입을 승인한바,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에는 모로코 정부의 승인
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모로코대사는 매입자금을 계약 체결 시 지불하지 않고 주재국의
매입승인과 동시에 지불토록 하는 조항을 매매 계약서에 삽입하고 12.24. 동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85.2.24. 모로코 정부의 매입 허가서를 접수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모로코대사는 대지 7,430평방미터, 건평 1,153평방미터, 가격 815,217달러 규모의 건물을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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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멕시코 대사관 청사 매입,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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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주멕시코대사관 청사 매입 검토 예정임을 1983.6.1. 주멕시코
대사에게 알리고 매입대상 건물을 물색, 보고할 것을 훈령함.
2. 주멕시코대사는 공관 밀집지역인 REFORMA 소재 대지 1,590평방미터, 건평 1,400평방미터 규모의
3층 건물을 매입대상 건물로 1983.6.11. 보고하였고 외무부는 동 건물이 공관 청사로 타당하다는
검토의견하에 관련 법규에 따른 필요서류 송부를 지시함.
1718

주멕시코대사는 동 건물 매입을 위해 제반 서류 검토 결과 건물 서류의 부재 및 미등록 등으로
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많아 매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9.29. 보고

3. 주멕시코대사는 상기 1983.9.29. 보고에서 REFORMA 소재 건물 매입 추진 중단과 함께 새로 물색한
대지 1,396평방미터, 건평 2,200.34평방미터 규모의 Lope de Armendariz 소재 3층 건물의 매입을 건
의하였으며 매입 부대비용 관련 외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고채 예산 599천 달러 배정을 요청하고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10.12. 송부함.
외무부는 동 건물 매입을 11.4. 승인하고 경제기획원에 477,163천 원(599천 달러 상당)의 국고채
무부담행위 예산 배정을 요청

4. 주멕시코대사는 1983.12.1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24. 신청사 입주 예정임을 보고하고 소유
권 증명 공증서 등 관련 서류를 1984.2.1. 외무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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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주미국대사관 청사 신축부지 매입, 1983-84

외무부는 대사관 청사용 부지 매입 추진일정, 가격인하 교섭 결과, 건축허가상 문제점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보고할 것을 1983.2월 주미대사에게 훈령하였으며 이후 청사 부지 매입 문제 관
련, 주미대사관과 외무부 간 협의가 계속됨.
1. 주미대사는 Georgetown 지역 Reservoir Road에 있는 약 3.5에이커의 부지에 대해 소유주가 3백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바, 대사관이 240만 달러를 제시한 데 대해 1차적으로 긍정적 반
무성 승인 및 동 승인 후 90일 이내 대금 완불)의 변경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 후 조건 없이 240만 달
러를 제시한 제3자(사립학교 재단)에게 매각 결정하였음을 3.25. 보고함.
2. 이탈리아 정부 소유로, 주미대사관이 이탈리아 측과 교섭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
다는 통보에 따라 1982.11월 교섭이 중단되었던 Massachusetts Ave. 소재 5에이커 상당 부지 관련,
한국이 아직도 동 부지 구입에 관심이 있는지 1983.3월 이탈리아 측이 문의하여 교섭이 재개됨.
이후 주미대사관, 외무부, 주이탈리아대사관이 함께 교섭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동 부지 매입
희망 의사를 이탈리아 외무성에 통보한바, 이탈리아는 동국 외상이 기회 있는 대로 동 부지를
직접 답사하고 주미 이탈리아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는 반응

3. 주미대사는 1984.11월 주미 캐나다대사관이 통합청사 신축을 진행 중이며 동 청사 완공 시 현재
소유하고 있는 2개의 청사 건물 중 하나를 매각한다고 하는바, Massachusetts Ave. 상의 동 건물이
외교공관 위치로 최적이며 규모나 내부구조도 적당하다는 평가를 외무부에 보고함.
동 건물 매각 시 1차적으로 한국과 교섭할 것을 주미 캐나다대사관 측에 제의한 데 대해 캐나
다 측은 동국 국내 법규상 공매가 원칙이므로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주미대사는
외무부 본부의 가능한 측면 지원을 건의

4. 주미대사는 Fox Hall 지역에 16.17에이커를 갖고 있는 소유주가 그중 13.67에이커를 판매할 의사가
있으며 6백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고 1983.9월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기 책정된 예산을 감안, 3백
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지(약 7.5에이커 추정)만의 분할 매입 교섭을 훈령한바, 소유주는 분할 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임.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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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보이고 있다고 1983.3.5. 보고하였으나, 소유주가 대사관의 여타 조건(90일 이내 본국정부와 국

주미대사는 13.67에이커 전체 매입 시 가격 인하 가능성 있으며 청사용 적정 부지가 희귀한
상황 등을 감안, 본격적 매매교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1983.10월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건의대로 추진하되 최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훈령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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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저 증·개축, 1984

1.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4.7.4. 아래 요지의 관저 증축 및 보수 공사를 건의함.
공사 필요성

- 1974년도에 44만 달러에 매입한 관저는 빈민촌에 접하고 있어 관저로서 부적합하고 항상 경비에 신경
을 써야 하는 실정이며 주차장의 협소, 내부구조상의 문제 등이 있어 이전을 검토해야 하나 소요예산 등
을 감안, 우선 현 관저를 증축, 보수하여 관저로서의 품위유지와 외교활동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공사 내용(총 경비 47,250달러)

2. 외무부는 상기 경비를 국고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에서 차입토록
1984.9.25.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통보함.
3. 주인도네시아대사는 대사관 구청사의 신관을 직원주택으로 증·개축하는 공사의 설계·시공을
성실하게 수행한 바 있는 현지 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건의하고 1984.10.10. 수의계약 허가 요청
서와 계약서(안) 및 견적서를 보내옴.
4. 주인도네시아대사는 관저 증·개축공사 수의계약을 1984.10.25. 체결하였으며 10.29. 공사를 시작
하여 60일 이내 완공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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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의 일부에 Dining Room 증축: 26,950달러
- 응접실 커튼 교체, 전기·에어컨 공사 등 내부 보수공사: 11,490달러
- 정원, 연못, 배수공사 등 외부 보수공사: 8,810달러

주자메이카 대사관 관저 매입, 19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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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자메이카대사는 동 공관 관저 임차기간이 1981년 말 만료되는바, 현지 주택 사정상 새로운 관저 임
차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보고하고 현 임차계약 갱신, 새 관저용 임차 또는 매입 후보건물 물색 등 가능
한 방안 중 조치 방향을 청훈하였는바, 외무부는 매입을 추진키로 했음을 통보하고 적합한 후보건물
을 물색, 보고하도록 1981.7.6. 훈령함.
주자메이카대사는 현 관저 포함 3개의 후보건물을 보고하고 대지 1,600평, 건평 250평 규모로
소유주 측의 매도 의사가 확인된 현 관저 매입 추진을 8.11. 건의
1722

외무부는 동 건물 매입에 대해 예산당국이 동의하였음을 알리고 건물 사진 등 필요자료를 조속
제출할 것을 8.26. 훈령

2. 주자메이카대사는 동 건물 소유주 측이 돌연 매각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하고 추가 물색
한 대지 1,430평, 건평 197평, 개축·수리비 포함 소요예산 50만 달러 규모 건물의 매입을 1981.9.12.
건의함.
외무부는 부동산관리위원회 심의 시 동 건물이 구조나 규모, 건령 등 측면에서 관저로는 문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공관장의 입장을 문의한바, 주자메이카
대사는 동 건물이 외교행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을 10.28. 보고

3. 외무부는 동 건물 매입을 승인, 1981.12.12. 이를 주자메이카대사에게 통보하고 매입 추진 및 매입 후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훈령하였으며 주자메이카대사는 12.30.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서명함.
4. 주자메이카대사는 매입한 신관저 개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회사와 협의 결과, 건물의 균형 및 미관
손상 우려와 대부분의 연회를 옥외에서 개최하는 현지 상황 등을 감안, 현 건물 개축 대신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연회용 별관을 별도로 증축키로 하고 외무부의 승인 후 1982.9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1983.6월 관저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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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냐 대사관 관저 매입, 1983-84. 전2권.
V.1 1983.3-1983.11

1. 주케냐대사는 대지 6,195평방미터, 연건평 879평방미터, 가구 구입비 포함 매입가격 67만 달러 규모
의 관저 국유화 후보건물을 물색, 1983.3.6. 보고하였으며, 이후 건물 소유주와의 교섭으로 60만 달러
상당의 현지화 지불 조건으로 비공식 양해하였음을 6.20. 보고함.
외무부는 외교활동을 위한 식당과 응접실 등의 규모 협소를 지적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공관
거래은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바, 주케냐대사는 식당 및 응접실이 공식 행사에 지
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평가조서의 경우 현지에 정부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 평가업체 외에 공공
감정기관이 없다고 보고, 부동산 평가업체의 조서로 대체키로 결정

존 가구는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의 경비로 건물과 함께 매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존 가구 구입을 최
소화할 것과 가구의 추가 구입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주케냐대사는 가구 구입 취소 등을 통해 매입
가를 인하함.
3. 외무부는 동 건물 매입을 승인, 1983.11.26. 주케냐대사에게 통보하고 경제기획원에 요청하여 국고채
무부담행위 예산 563,400달러 상당을 배정받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주케냐대사가 보고한 매입비 중 가구 구입비 비중이 큰 점을 지적, 건물 매입 시 건물 내 기

1723

주케냐 대사관 관저 매입, 1983-84. 전2권.
V.2 1983.12-1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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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3.11.26. 승인 통보한 관저매입 계약 체결 결과보고를 훈령한바, 주케냐대사는 1984.1.9.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해당 법률사무소 앞으로 지불했음을 보고함.
2. 주케냐대사는 동 부동산 매매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동의과정에 문제가 감지된다는 보고와 함께
소유주가 가정 사정을 이유로 상기 매매계약 해약을 간청하고 이 경우 보상용의가 있음을 알려왔으며
이에 대해 해약은 절대 수락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1984.2.23. 보고함.
1724

주케냐대사는 상기 해약 요청 내지 변심의 이유를 계약 대상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아래와
같은 이권 관계로 파악

- 동 소유주가 과거 관여하였던 회사가 동인에게 사장직을 제의하고 대상 부동산을 회사가 매입하여
사장 관저로 제공키로 내약
- 외무성은 대외 공신력 차원에서 동 부동산이 계약대로 양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나 주재국 정부 실력
자인 동 회사 이사장의 개입으로 동의서 발급을 보류

3. 계약 취소가 외교 쟁의 및 법적 소송 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감지한 소유주가 계약 이행 방향으로 선회,
케냐 외무성은 계약대로 이행될 것임을 1984.3.8. 통보해 옴.
주케냐대사는 한국 정부 명의로 4.18. 등기이전되었음을 보고

4. 매도, 매입 양측 변호사 및 소유주는 조명시설 등 부대장치 설치와 수영장 및 정원 개수 등 계약서상
양도인(소유주) 책임하에 시공하게 되어 있는 공사와 관련, 케냐 외환관리법상 소유주가 관련 자재를
수입통관 할 수 없으므로 수입 관련 비용을 대사관이 직접 지불하고 이를 반영, 계약서상 총 계약금액
을 일부 수정할 것을 제의함.
주케냐대사는 변호사 측이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이 문제를 간과했음을 사과하면서 계약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양해를 구해 왔음을 1984.3.9. 보고하고 계약 수정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대사 판단하에 처리토록 훈령

5. 주케냐대사는 1984.5.31. 새 관저로 이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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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주파나마 대사관 관저 매입, 1981-84

1. 외무부는 1981년도 국유재산 매입계획을 수정, 국유화 대상에 주파나마 대사관저 포함문제를 검토하
면서 일체의 부대경비 포함 70만 달러 이내 구입 가능한 적절한 건물을 물색 보고하도록 1981.7.11.
훈령하였으며, 주파나마대사는 주파나마 아르헨티나대사가 관저로 임차 사용 중인 대지 2,700평방미터,
건평 633평방미터 규모 부동산의 매입을 건의하고 소유주와 협상 결과 매입 총 경비를 97만 달러에
합의하였음을 보고함.

매입을 승인하고 경제기획원에 요청, 매입비를 배정받음.
주파나마대사는 11.30. 매매약정서 서명하고 매입비 97만 달러 중 45만 달러를 매도·매입 양측
공동명의 구좌에 공탁(소유주가 이자를 취득)하였으며 잔액 52만 달러는 1982.4월 부동산 양수
시점에 지불 예정임을 보고

3. 주파나마대사는 상기 매매계약서상 소유주가 1982.4.15.까지 양도하고 등기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
나, 현 임차인인 아르헨티나대사가 새 관저를 물색하지 못하여 소유주와 동 대사 간 분규가 있음을
1982.5.4. 보고함.
잔금 지불이 보류된 가운데 소유주는 1982.5월부터 상기 공탁예금 이자를 주파나마한국대사관에
송금

4. 주파나마대사는 주파나마 아르헨티나대사의 강제퇴거 추진은 외교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상기 계약 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후보건물을 물색, 보고함.
아르헨티나대사가 임차계약상 계약갱신 권리(1회, 3년)를 원용, 1985.3.20.까지 연장 임차한바,
주파나마대사는 잔금을 지불하여 등기이전하고 1985.3월 이후 입주하는 방안과 다른 후보건물
매입 방안 중 전자를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를 승인

5. 1984.1.5. 매매계약 재체결하고 1.13. 등기이전함.
6. 주파나마 아르헨티나대사는 1984.10월에 관저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공한을 1984.8월 보내왔으며
주파나마대사는 1984.10.16. 새 관저로 이전 완료함.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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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주파나마대사가 제출한 매매계약(안) 내용 일부를 수정토록 한 후 1981.11.4. 동 부동산의

주포르투갈 대사관 관저 매입, 1980-84. 전2권.
V.1 1980-8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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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포르투갈대사는 1980.6월말까지 현 관저를 명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 관저용 건물을 계속 물색하
고 있으나 대상 건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임차 건물이 희박한 현지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 적절한 건
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3동의 매입후보 건물을 1980.5월 보고함.
외무부는 예산 사정 등으로 매입은 어려우니 다른 임차 건물을 계속 물색해 보도록 훈령하고
주포르투갈대사는 현 관저도 매입 후보로 건의하는 등 외무부와 공관 간 협의 계속
1726

2. 1981년도 국유화 계획 수정 및 1982년 이후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1981.1월 조사에서 주포르투갈대
사는 현 관저를 포함, 4개의 후보건물을 보고하고 관저 매입 교섭을 조속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
3. 외무부는 상기 4개 후보 중 현 관저 등 2개 건물 가운데 하나를 일체의 부대경비 포함하여 1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매입 가능한지 보고토록 훈령하였으며 주포르투갈대사는 현 관저를 대상으로 가격을 절
충 결과 약 48만 달러에 합의하였음을 1981.5.20. 보고함.
외무부는 수리비 및 가구비의 가계약서 포함 필요 등 매입 교섭 및 절차상의 유의점을 알리고
주포르투갈대사는 가계약서(안)와 건물 사진 등을 제출

4. 외무부 부동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들이 동 건물은 구조적 부적합, 수리비 과다 소요, 건물 골조상 개
조에 한계 등 문제가 있어 관저로 매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외무부는 이를 공관
에 알리고 여타 건물 매입 추진을 훈령한바, 주포르투갈대사는 자문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견
해를 제시하고 건물의 위치와 환경, 예산 등 고려 시 현 관저만 한 건물의 물색이 쉽지 않으므로 매입
을 승인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함.
5. 외무부는 현 관저의 매입은 승인 곤란함을 재확인하고 여타 적정 건물 물색과 현 관저의 계속 임차를
교섭토록 훈령하였으며 주포르투갈대사는 기 보고한 후보건물 중 대지 1400평방미터, 건평 680평방
미터 규모로 수리비 등 포함하여 65만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건물의 매입을 1981.8월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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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주포르투갈 대사관 관저 매입, 1980-84. 전2권.
V.2 1981.9월-84년

1. 주포르투갈대사는 관저용으로 매입 예정 건물의 소유주와 1981.9월 가계약(안)에 합의하고 동 건물 원
매자가 또 있음을 감안, 우선 가계약 서명 여부를 지급 알려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정부의 최종
승인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서명토록 1981.10.7. 훈령하고 10.13. 동 건
물 매입 승인을 통보함.
2. 주포르투갈대사는 본 계약을 1981.11.30. 이전 체결하고 대금은 본 계약 체결 시 지불한다는 요지의
소유주가 4개월 이내에 완전 입주 가능한 상태로 건물을 제공하며 잔액은 수리 및 가구 비치
등 공사 진전 상황에 따라 분할 지불 합의

3. 상기 수리 및 내부 장식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약속한 4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아 주포르투갈대사는
1982.8월 우선 입주하여 공사를 독려한바, 고질적 파업과 내부 장식 제작 지연 등으로 1984.1월까지
공사가 계속되었으며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1984.1.18. 수리비 잔액을 지불, 자금 집행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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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10.21., 본 계약을 11.30. 체결하였으며 매입가격 일부를 지불함.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V.1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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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스리랑카대사는 추진 중이던 기존 임차 관저 매입 대신 좋은 조건의 부지를 매입, 신축하는 방안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경매 처분 예정인 주재국 정부소유 부지 매입 및 관저 건축을 1981.10.30.
아래와 같이 건의함.
주재국 정부에 대한 교섭 결과 한국 정부에 대한 특별배려로 약 1,440평 규모의 동 부지를
748,000달러에 한국에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언질 획득
건축비는 현지 진출업체(경남기업)에 의뢰, 추정 결과 약 695,000달러 소요
1728

2. 외무부는 기존 건물 매입 대신 신축을 건의하는 상기 계획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견해를 문의하였으며
경제기획원은 1981.11.23. 동 계획에 동의 회신함.
3. 주스리랑카대사는 1981.11.26. 및 11.27. 부지매입, 설계와 감리 용역계약 체결 승인을 각각 요청한바,
부지 매입의 경우 당초 주재국 측 부담으로 되어 있던 조경 및 관련 수수료를 한국 부담으로 조정하면
서 가격이 701,250달러로 인하되었으며 설계 및 감리용역의 경우 경남기업의 자매회사와 용역기간
10개월, 금액 50,200달러(추후 12개월, 43,200달러로 각각 조정)로 체결하는 내용임.
4. 주스리랑카대사는 주재국의 시공 수준이 초보단계이고 외국 회사의 경우 한국 설계회사 및 대사관과
의 협조체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한국 회사가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경남기업이 스리랑카 내
건설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우수인력을 보유하여 적절한 회사로 사료된다는 수의계약 체결 사유서와
함께 동 회사와의 시공계약(안)을 1981.12.5. 제출함.
5. 외무부는 재외공관 부동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부지 매입을 결정하고 1981년도 소요예산(부지
매입 및 설계비) 744,450달러를 경제기획원에 요청, 배정 조치하였으며 이를 1981.12.9. 주스리랑카대
사에게 통보함.
6. 외무부는 관저 신축을 위한 43,200달러 규모의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 체결을 1981.12.21. 승인하였으
며 주스리랑카대사는 12.28. 동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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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V.2 1982년

1. 주스리랑카대사는 1981.12.28. 및 12.31. 각각 체결한 관저 신축 설계 및 감리 계약과 부지 매입 계약
관련 아래 요지 보고함.
자금 차입 및 집행

- 12.28.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744,500달러 수령
- 12.28. 설계 및 감리용역비의 50%인 21,600달러 지불하고 12.31. 부지매입비 657,901.15달러 지불
부지매입 차액(당초 매입 건의 시 부지매입비 701,250달러) 발생 경위

2. 주스리랑카대사는 설계회사가 작성한 실시설계도 및 예산서, 시방서 등을 1982.3.12. 제출하고 승인
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부동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4.26. 동 설계안을 승인함.
3. 주스리랑카대사는 공사비 740,000달러, 내부시설 108,800달러, 조경 설계 및 시공 42,000달러 등
890,800달러의 관저 신축공사 시공 수의계약(안)을 1982.6.11. 제출한바, 외무부는 현지 사정상 경쟁
계약은 적합지 않다는 공관장의 의견을 타당하다고 평가, 수의계약에 대한 재무부의 동의를 득함.
4. 외무부는 1982.8.11. 계약금액 740,000달러의 시공계약을 승인하고 조경 설계 및 시공은 별도 건의,
추진토록 훈령하였으며 주스리랑카대사는 8.19. 시공계약을 체결함.
5. 조경 설계 및 시공과 관련, 주스리랑카대사는 현지 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건의한바, 수의계약에 필
요한 서류 보완 등 지시에 대해 주재국 업체들이 한국 법령상 제반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
고 설명하고 주재국 총리가 추천한 다른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건의하였고 외무부는 이에 대해 복수의
조경공사 업체가 있는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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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계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지 소유주인 도시개발청 측이 부지 가격을 인하해 주면서 대사관이
매입가의 4.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도시개발청이 지정하는 중개인에게 지불해 줄 것을 요청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V.3 1983-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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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신축 중인 주스리랑카 대사관저의 완공이 1983.3월말로 예정되어 조경공사가 시급함을 감
안, 동 공사비의 우선 지급을 위한 28,250달러의 1983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 배정을 경제기획원
에 요청, 1983.1.24. 배정받음.
2. 주스리랑카대사는 관저 정초석에 사용할 대통령 휘호를 요청한바, 대통령 휘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을 통보함.
1730

3. 주스리랑카대사는 주재국 관계 당국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현지 조경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명
경쟁 입찰 결과 선정된 업체와의 시공계약 체결을 건의하였고 외무부는 1983.3.12. 동 계약을 승인함.
4.4. 조경공사 계약 체결

4. 주스리랑카대사는 1983.4.30. 신축 관저에 입주하였으며 1983.12.28. 조경공사 자금 최종분을 지불하
여 관저 신축 관련 경비 집행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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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국대사관 관저 신축, 1984. 전2권. V.1 1-6월

주미대사 관저신축(부지 1,771평, 건물 530평, 소요예산 4,517,804달러)을 위한 설계 및 감리,
시공업체 선정 등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84.1.17. 관저 신축 기본설계도면을 원칙적으로 승인함.
2. 주미대사는 신축 관저의 실내장식, 가구, 조경설계를 공관 건축·설계 실적과 평가가 가장 좋은 회사
1984.4.13. 건의함.
일반 경쟁 입찰의 경우 행정의 번잡과 예산 낭비, 부실업자 개입 우려
노조 비가입 회사로 제한하여 15~20% 정도의 예산 절감 기대

3. 외무부는 용역계약 금액 67,500달러 규모의 실내장식 및 가구, 조경설계 수의계약과 신축 시공의
지명경쟁 계약 방안을 1984.5.25. 승인함.
주미대사는 9개 업체에 지명사실을 통보한 데 대해 5개 업체는 진행 중인 사업관계로 신규
사업 수주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알려왔고 4개 업체가 지명을 수락했음을 보고

4. 외무부는 주미대사가 건축부분 예정 공사비 견적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데 대해 이는 공관에서 결정
할 사항임을 회신하면서 동 원가 계산서가 관계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예산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것을 훈령함.
5. 주미대사는 신축사업 추진현황과 함께 부지 내 기존건물 철거공사 계약 및 철거·건축허가 취득을
위한 변호사 채용계약을 체결했음을 1984.6.12.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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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할 것과 아래 현지 실정을 감안, 시공업체는 지명 경쟁 입찰로 추진할 것을

주미국대사관 관저 신축, 1984. 전2권. V.2 7-12월

| 84-153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4-111 / 4 / 1~262(262p)

1. 주미대사 관저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입찰 결과(1984.7.10. 개찰) 4개 업체의 응찰
가격이 모두 주미대사관의 예정가격과 승인예산을 상회하여 낙찰자가 없었는바, 주미대사는 일부 자
재의 변경과 공법 단순화 등 공사비 인하 방안을 검토, 최저가 응찰 업체와 건축비 감축을 교섭하고
계약 체결을 건의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1984.10.12. 동 업체와의 교섭 결과 당초 본부 승인 예산범
위 내인 3,616,771달러에 합의하였음을 보고, 승인을 건의함.
1732

2. 외무부는 상기 승인 건은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반하므로 재입찰 후 낙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의 승
인을 신청하도록 훈령한바, 주미대사는 아래 현지 실정상 재입찰이 불가하니 최저가 응찰 업체와의
계약을 승인해 줄 것을 재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를 수용, 수의계약 추진을 훈령함.
현지 관례상 재입찰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의 본질적인 수정이 있어야 가능
일단 유찰된 사업에는 응찰을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
재입찰 절차에 최소 3~4개월이 추가 소요될 것인바, 그 사이 공사비 단가 앙등으로 현 예산범
위 내 응찰 기대 불가

3. 주미대사는 1984.10.22. 계약서(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 외무부의 승인 후 11.1.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공계약 선급금 860,000달러가 12.13. 배정됨.
4. 현장 감리, 설계도 및 시방서 준수여부 감독, 공사 진척 보고서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공사현장
감독 채용계약을 1984.11.1.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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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주 앵커리지(미국) 총영사관 관저 매입, 1984-85

1. 외무부는 청사 또는 관저용으로 적정 건물이 있을 경우 소요액, 규모, 연내 매입 가능 여부 등을 보고
하도록 1984.10.27. 주앵커리지총영사에게 훈령함.
주앵커리지총영사는 시내 중심부에서 약 4마일 거리의 상류급 주택지에 소재한 대지 약 1,600평,
건물 약 119평, 부대경비 포함 소요금액 55만 달러 규모의 건물을 물색, 보고

2. 외무부는 55만 달러 범위 내에서 가계약 추진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승인 요청하
도록 1984.11.7. 훈령하였으며 주앵커리지총영사는 동 건물 건물주와 매입 잠정합의서를 체결하고

3. 외무부는 상기 건물 매입을 승인, 1984.12.8. 주앵커리지총영사에게 통보하고 매입자금 55만 달러를
외환은행 뉴욕지점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
4. 주앵커리지총영사는 1984.12.27. 매입계약 체결하고 1985.1.30. 관저를 이전함.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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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를 송부해 옴.

주베네수엘라 대사관 관저 매입,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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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임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주재국 통화가 평가 절하되어 건물 매입 적기임을 감안, 적절한 후보건물
이 있을 경우 매입을 검토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983.4.8. 관저 또는 청사 매입 검토
를 위해 대상 건물의 규모, 가격 등 제원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훈령함.
2. 주베네수엘라대사는 대지 2,000평방미터, 건평 600평방미터, 가격 112만5천 달러의 건물과 대지
2,170평방미터, 건평 1,057평방미터, 가격 950만 볼리바르(108만 달러) 건물 등 2개 건물을 보고하고
1734

공히 입지조건, 외관 등이 관저로 적합하나 후자가 가격 및 실용 면에서 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3. 외무부는 주베네수엘라대사가 최적 후보로 보고한 건물 매입 추진 방침과 부대경비 포함, 108만
달러의 매입자금을 확보하였음을 통보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필요서류 제출을 훈령한바, 주베네수엘라
대사는 1983.7.29. 매매계약(안) 등 필요서류 제출함.
계약서상 매입가 일부(450만 볼리바르)를 미화(50만 달러)로 지불하는 이유에 관하여 주베네수
엘라대사는 당초 500만 볼리바르를 미화(625천 달러)로 지불해 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건물
소유주와 교섭하여 합의한 결과임을 설명

4. 외무부는 동 건물 매입을 승인, 1983.8.24.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통보하였으며 주베네수엘라대사는
9.26. 계약 체결 후 9.28. 대금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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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주일본대사관 별관 과세문제, 1978-84

1. 일본 동경도는 1978.1.11. 주일 한국대사관 별관 중 대사관 사용부분을 제외한 부분(민단 사용)과 공
유부분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주일대사관에 송부하고 2월 중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
세 추가 부과 예정임을 함께 통보함. 주일대사는 동 과세 사실과 함께 지방세는 지방 세무당국이 부과
하므로 중앙정부로서 관여할 입장이 못 되며 대사관 별관이라도 민단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면세
조치는 곤란하다는 일본 외무성 측 반응을 1978.1.31. 보고하고 처리지침을 청훈함.
외무부는 본부에 지원할 재원이 없으므로 꼭 납부해야 할 경우 1979년도 민단 자체예산에 반

2. 동경도 관계관이 1982.4월 주일대사관을 방문, 한일 양국 외무부 간 타협이 되어 별관 전체 건물을
대사관용으로 인정하게 되면 과세문제는 소멸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주일대사관은 동
문제 검토서에서 주일대사관이 비 대사관 사용부분에 대한 과세에 양해하고 별관의 불가침 범위를
구획하여 1977.2월 외무성에 구상서로 제출한 바 있어 다시 원칙의 문제로 면세조치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주일대사는 민단이 과세문제의 전면적인 재교섭을 요청해 왔으나 상기 1977.2월 구상서 교환에 비추
어 더 이상 현지에서의 실무 레벨 교섭이 어렵다는 의견을 1983.4월 외무부에 보고함.
4. 1983.6월 주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관계관 면담 시 일본 측은 한국이 기 부과된 세금을 정리하면 민
단 사용 부분에 대한 금후 과세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조총련 건물이 동경도 지사의
특별 감면조치를 받고 있는바, 민단 사용 건물에도 그러한 혜택이 가능하도록 연구는 하겠으나 기 부
과 세금이 정리된 단계에서 협의코자 한다고 말함.
5. 1984.2월 주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관계관 면담 시 한국 측은 조총련은 과세를 하지 않는데 민단만
세금을 내게 되면 국내적으로 설명이 어려우니 민단과 조총련과의 균형 등을 고려, 일본 측이 해결방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6. 1984.5월 외무성 측이 주일대사관 관계관에게 동경도의 면세조치 결정을 알렸으며 1984.6.5. 동경
도 관계관이 주일대사관을 방문,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부동산취득세의 면세결정을 설명하고
1984.7월 면세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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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납부토록 조치할 것을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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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9

재외공관 회계 사무처리 규정, 1962-79

1. 외무부는 예산회계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재외공관의 회계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안) (외무부령)을 작성, 1962.2.27. 재무부에 송부하고 이에 대한 검토, 합의를 요청함.
재무부는 부령으로 제정할 법적 근거가 희박한 점 등을 감안, 훈령으로 제정할 것 등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규정(안)에 대한 재무부의 합의를 거쳐 1962.4.17.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외무부 훈령 제12호)을 제정, 시행

2. 외무부는 각종 재정 보고서에 수입 및 지출 증빙서류 사본 첨부 규정을 삭제하여 회계사무의 번잡을
후 1964.6.10. 외무부 훈령 제33호로 제정, 시행함.
3.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을 아래 요지로 개정, 1968.6.8. 외무부 훈령 제
47호로 제정, 시행함.
도급경비 사용 시 목별 제한을 없애고 통합경리
도급경비 재정보고서 중 목별 보고는 생략하되 공관장이 경비 사용내역을 파악, 감독할 수
있도록 지출명세서는 목별로 작성, 첨부

4.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 중 개정령을 1972.7.15. 외무부 훈령 제73호로 제정, 시행함.
5.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 개정에 따라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외무부 훈령 제73호)의 아래 요지
개정을 검토 중 재무부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급경비 취급규칙(재무부령)의 확정 후 재검토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을 보류함.
수입금 징수보고서 제출을 월별에서 분기별로 규정
출납 공무원은 계산증명규칙에 따라 소관 출납계산서를 제출

6. 전도자금 재정보고서와 월별 수입금 보고서 폐지 등 회계보고제도 간소화 요지로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을 개정, 1979.1.15. 외무부 훈령 제120호로 제정,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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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파우치 요금을 절약하는 취지의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작성, 재무부와 협의

김대중 납치 사건, 1979. 전4권. V.1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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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1979.2.1.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 일본 국회 대비를 위한 본국정부 훈령
에 따른 것이라 하고 형집행 정지 조치를 받은 김대중의 출국 전망, 잔여 형기, 형집행 정지 중 공민권
문제 등 김대중 신병에 관하여 문의한바, 외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현재 형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취급되며 형집행의 종료나 면제 시까지 자격정지라는 요지로 일본
측에 통보하기로 함.
1740

2. 주미대사는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 발신 비밀전보가 실수로 일본 교도통신에게 전달
되었다고 미 국무성 한국과장이 1979.5.11. 알려왔음을 보고함.
워싱턴 주재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1978.2월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
국무성이 관련문서 243건을 검토하여 분류,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계직원의 실수로 Sneider
주한 미국대사와 김동조 외무장관 간의 1975.1.9. 면담에 관한 아래 내용의 1975.1.10.자 비밀전보
를 제공

- 외무장관은 김대중 사건에 책임 있는 중앙정보부 직원이 조용히 해직 조치될 것이라고 언급
- 중앙정보부장은 외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동 조치를 취했으나 법적 조치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고 느낌
- 외무장관은 본 언급 내용을 비밀에 부쳐 줄 것을 요청

3. 외무부는 1979.5.12. 일본 외무성과 선후책을 협의하도록 주일대사에게 훈령하고 미국 측이 외교기
밀의 보안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강조하였으며 이후 한·미·일 정부
간 확인 및 협의가 진행됨.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한 일본공사의 질의에 대해 1975.1.9. 스나이더 대사가 외무장관을 만났
다고 하는바, 한국 측에는 그와 같은 기록이 없으며 김동조 전 장관도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중앙정보부 직원이 김대중 납치사건에 관여하였다고 외무장관이 말했으리라고는 상식적으로 납
득이 가지 않는다고 대응
이문용 외무장관 대리는 1979.5.16. Gleysteen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 미국 국무성의 김대중
사건 관련 기밀문서 유출사실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
미국 국무성은 상기 전문에 대한 국무성의 평가 등 일본 측이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4개의 질의와 미국 측 답변 내용을 1979.5.18. 주미 한국대사관에 전달

1962-79

4. 미국 국무성은 또 다른 국무성 문서가 실수로 요미우리 신문에 전달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바, 아래
내용이 포함된 1973.8.11. Habib 대사의 극비전문으로 부분 삭제키로 한 전문이 삭제되지 않고 전달
되었다고 1979.5.21.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관에게 알려옴.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정보수집에 집중한 결과, 중앙정보부를 지목하는 damning evidence라고
볼 수 있는 정보를 취득

5. 일본 외무성이 국회 질의 대비라고 하면서 상기 damning evidence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문의
대응함.
6. 주일대사는 이미 정치적으로 결착시킨 이 문제를 재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 대사관에서 접촉한 일본
자민당의 입장이라고 1979.5.31. 보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바, 미국 측이 무엇을 두고 damning evidence라고 하는지 한국으로서는 알 바 아니라는 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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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뉴질란드, 19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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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질랜드 외무성은 1977.4.1. 이춘성 신임 주뉴질랜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에 동의함을 통보해 왔으
며 7.5. 주뉴질랜드대사는 주재국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겸임국인 서사모아 정부는 1977.6.15., 통가 정부는 1977.6.22. 각각 이춘성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에
동의함을 통보해 옴.
1742

3. 주뉴질랜드대사는 1977.9.6. Taufaahau Tupou IV 통가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국왕은 9.19.부터 1주간 대만(구 자유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에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아직 가보
지 못했음을 아쉬워함.
4. 주뉴질랜드대사는 1977.9.8. Tanumafili 서사모아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면담한바, 동
국가원수는 1976.9월 방한 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깊이 감명 받았으며 서사모아도 이를 도입하려
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새마을운동 실천과 경공업 분야 개발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함.
5. 정부는 1978.11.15. 투발루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주뉴질랜드대사를 투발루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주재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1979.1.26. 투발루 정부는 주뉴질랜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에 동의함을 통보
주뉴질랜드대사는 5.30. Teo 투발루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석한 Lauti 수상과 면담한
바, 동 수상은 6.13. 예정된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의 방문은 취소하기 어려우나 아직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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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한ㆍ미국 외교대책, 1979

1979.8.30. 주미대사는‘80년대 한국 외교’라는 제목으로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
부해 옴.
1. 카터 대통령은 도덕주의를 표방하고 탈관료적 공개행정, 백악관에의 권력집중 방지 및 효율적 행정
을 강조하면서 출범했으나, 취임 3년차인 1979년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문제, 인플레 문제 등 국내 경
제문제 해결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지도력을 결핍하고 있다는 이미지

2. 1980년 미 대통령 선거경쟁 양상은 민주당 내에서 케네디 추천 움직임이 표면화됨에 따라 민주당 내
후보경쟁은 카터 대 케네디로 압축될 전망임. 카터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
나 지도력 문제와 관련, 케네디 의원보다 불리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인플레 문제 등이
대통령후보 지명전까지 해결될 전망이 어두울 뿐 아니라 측근인 Bert Lance가 20백만 달러 은행 부
정대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3. 미국은 인권 도덕외교를 그 정신적 지주로 하여 무기판매 제한, 핵무기 제한정책 등 자유주의적인 외교정
책을 추진하면서, 미·일·서구 간 3각 협력관계를 기축으로 하여 서구와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소련과는 SALT II 협정 체결과 화해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하여 대소 견제
등 세계적 세력균형 유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1979.6.29.~7.1. 카터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은 1981년까지의 주한 미 지상군 전투부대
감축 중지를 결정하였으며, 이로써 미국의 한반도 및 나아가 동북아에 대한 안보 결의를 분명
히 하고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 면에 있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보다 건설적인 이니셔
티브를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

4.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SALT II 협정 비준문제에 대해 행정부 측은 협정 원안대로의 비준을 강력 설득하고 있으나,
상원 내 일부에서는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협정 개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
미·소 간 전략균형 유지를 위해 미국은 전략군 현대화 계획과 크루즈 미사일 개발, Trident
미사일, MX 미사일 등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노력하면서 SALT II 협정을 통해 핵무기에 상호
규제를 가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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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으로 국내 인기 면에서 저조한 상태임.

한·미국 정무 일반, 1979

| 84-1544 |

생산연도

197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4-112 / 7 / 1~324(324p)

1. 외무부는 1978.11월 대미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1978.12.14. 주미대사관은‘대미 외교정책 및 시책방안’제하의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
동 보고서는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 대북한 정책, 중·장기 대미 외교방향과 주한 미
지상군 2단계 철수문제, 군원문제, 인권문제등 주요 당면문제에 관한 대처방안을 포함

2. 박정희 대통령은 1979.1.13. 카터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미국·중국(구 중공) 간의 수교로 인한 동북
1744

아 지역정세 변화, 북한의 오판 우려 등을 설명하면서 1월 하순 개최될 등소평과의 정상회담 시 한반
도 평화정착 및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관한 확고한 결의를 재천명해 주도록 요청함.
3. N. Y. Times지는 1979.3.15.‘미국은 아시아에서 새 정책을 구상한다.’라는 제목하에 백악관, 국무성
및 국방성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국은 아시아 공산국가 간의 분쟁을 당사자인 공산국가에 국한시키고 비공산국가에 대하여
동 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최근 중·월 간 전투와 중·소 간 분쟁을 인용
비공산국가에 대하여는 경제, 군사원조를 증가하며, 한반도에 있어서는 미군 철수를 중지할
것이라고 보도
미국이 아시아에 남아 있음으로써 공산국가 간의 분쟁이 비공산국가에 전파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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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설치 - Tripoli(리비아) 총영사관, 1978-79

1. 한·리비아 양국이 1978.1.23. 영사관계 수립에 합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1978.3.25. 허승 경제협력
1과장을 주트리폴리 영사로 발령함.
3.5. 주튀니지대사는 Jerbi 리비아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한국 측이 총영사를
임명, 협조를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해 주면 리비아 측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써 총영사관 개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을 제의
4.20. 허승 영사는 총영사관 개설 임무로 부임한다는 외무장관 명의 소개 서한을 휴대하고
현지에 부임
4월, 정부는 주트리폴리총영사에 이복형 주코스타리카대사를 내정

2. 주튀니지 리비아대사관은 1978.4.22. 공한을 통해 한·리비아 간의 합의가 총영사관 급이 아니고
영사관 급임을 통보해 옴.
외무부는 주튀니지대사, 주트리폴리영사를 통해 현재의 한·리비아 영사관계가 총영사급으로
격상되도록 교섭 지시
주튀니지대사는 총영사관 승격문제는 리비아 측이 선 관계증진, 후 국교수립을 검토하고 있으
므로 시간을 두고 제반관계 심화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건의

3. 외무부는 1979.10.2. 공한을 통해 민수홍 영사(총영사로 표시)의 트리폴리 부임을 리비아 외무성에
통보하였으나, 리비아 외무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
정부는 리비아 정부가 한국의 총영사 접수 의사를 문서로 희망하기 전까지는 지위 격상 문제를
재거론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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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리비아 외무성 의전장 면담 시 수교

고상문 실종 [납북]사건, 1979. 전2권. V.1 기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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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네덜란드대사는 동국 소재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에서 지형학을 연수 중이던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이 핀란드 여행 후 1979.4.19.까지 귀교 예정이었으나 4.25.까지 귀교하지 않고 있다고 외무부
에 보고하는 한편 주재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스웨덴 및 핀란드와 동인이 여행할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 이탈리아 등 주재
공관에 동인의 소재 파악을 지시
1746

2. 핀란드 관계기관이 동인의 핀란드 입국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등 소재 파악에 진전이 없던 중 동인
의 여행 가방이 1979.4.16. 오슬로 시내버스에서 발견되어 6.20. 오슬로 경찰로부터 네덜란드 경찰에
송부되었으며 금명 대사관에서 인계받을 예정임을 6.28. 주네덜란드 대사가 보고함.
3. 북한은 동인이 스웨덴과 핀란드를 거쳐 노르웨이에서 북한으로 자진 입북하였다고 1979.6.30. 방송
하였으며, 외무부는 주노르웨이대사에게 북한 방송 내용을 통보하고 피랍 가능성 등을 확인, 보고토
록 훈령함.
4. 동인이 강제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재국 당국에 아래 협조를 요청할 것을 주노르웨이 및
네덜란드 대사에게 1979.7.4. 각각 훈령하였으며 주네덜란드대사에 대한 훈령 내용을 7.6. 주노르웨
이대사에게도 훈령함.
주노르웨이대사

- 피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 문제에 대한 조사를 조속 진행시켜 줄 것
주네덜란드 대사

-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동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
- 납북이 확인되면 동인을 한국에 돌려 보내도록 주선하여 줄 것

5. 북한 중앙방송은 오슬로 소재 북한 대사관을 찾아감으로써 의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 고상문
의 기자회견 내용을 1979.7.5. 보도한바, 외무부는 이를 주노르웨이대사에게 알리고 북한 대사관이
자진 귀순 관련 주재국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할 것과 북한에 의한 주권 침해가 있었을
경우 노르웨이 정부가 북한에게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토록 하는 것이 본건 처리방향임을 유념토록
훈령함.

1962-79

노르웨이 외무성은 7.17. 북한 대사관에 고상문의 입북 경위를 문의하는 공한을 발송한바, 북한
대사관은 동인이 4.17. 북한대사관을 방문, 입북의사를 표명하고 승낙을 요청하였으나 신분 확
인이 불가능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입북하라고 했다는 요지로 8.3. 회신

6. 노르웨이 외무성은 고상문이 분실한 수첩이 1979.6.10. 입수되었으며 동 수첩을 통해 발견된 사실
등을 근거로 그가 자의에 반하여 떠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한을 1979.10.4.
주노르웨이대사에게 전달함.

현재까지 북한의 거부로 동인의 귀국 전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인의 신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회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7. 외무부는 고상문의 신분처리에 관한 문교부의 1982.8.30.자 질의에 대해 사건 발생 후 3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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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문 실종 [납북]사건, 1979. 전2권. V.2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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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9.7월 국내외 언론은 네덜란드에 유학 중이던 서울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이 지난 4월 부활절 휴가
중 노르웨이에서 실종되었으며 북한에 의한 납치임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함.
1979.6.30. 북한 방송은 고상문이 오슬로를 통해 의거 입북했다고 보도

2. 정부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정부와 인터폴에 고 씨의 납치경위 조사를 의뢰했으며 이들 정부가
고 씨의 자유의사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함.
1748

1979.7.9. 수도여고 학생 일동은 대통령 앞 진정서를 통해 고상문 교사의 의거 입북은 어불성설
이며 동인의 조속한 본국 송환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
1979.7.4. 고상문의 모친, 누나, 동생 등 가족도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송부

3. 외무부는 1979.7.27. 주노르웨이대사에게 상기 진정서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고상문의 조속 송환을
위해 대주재국 외교교섭 등 적극 노력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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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9

박정희 대통령ㆍCarter 미국 대통령 간의 친서
교환, 1977.2.15-79.3.6

1977.2월~1979.3월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미국 대통령 간에 교환된 친서가 편철되어 있는바,
친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977.2.15. 카터 미 대통령 서한

- 주한 미군 철수는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하에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한국
내 인권 개선에 관심 표명

-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억지력 역할을 해 왔는바, 북한의
남침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한 상당기간 동안 철군이 실현되지 않기를 희망
- 일부 과격하고 불법적인 반정부 활동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이는 국가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바,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이러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은 비상시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 개인의 권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설명
- 따라서, 긴급조치 위반자는 인권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관련 법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될 것
임을 언급
1977.7.21. 카터 미 대통령 서한

- 주한 미군 철수와 미국의 한·미 공동 방위조약상 의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미군 철수는
4~5년에 걸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언급
1977.8.5. 박 대통령 회한

- 미군 철수를 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상호 보완조치 이행 희망
1977.9.12. 박 대통령 회한

- 박동선 사건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정부가 동인에게 도미를 강요할 수
없음을 설명
1978.1.30. 박 대통령 회한

- 박동선 사건 해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 공고히 되기를 희망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미군 철수
일정의 일부조정은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임을 강조
1978.5.3. 박 대통령 서한

- KAL기 승객 및 승무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미국의 협조에 감사

174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7.2.26. 박 대통령 회한

1978.5.25. 카터 대통령 서한

- 철군 보상조치 및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유지를 위해 철군 일정 일부 연기
- 한국의 참여 없이는 북한과 접촉치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 표명
1978.6.8. 박 대통령 서한

- 의회에 대한 대한국 군사장비 이전 촉구 및 철군 일정 일부 수정에 감사
- 미국의 대북한 직접 접촉 거부 입장에 감사
1750
1978.11.2. 카터 대통령 서한

- 미 의회의 미군 장비이전 승인은 미국의 대한국 안보에 대한 명백한 증거
- 한·미 연합사 창설 의의 및 박 대통령 상봉 희망
1978.11.22. 박 대통령 회한

- 철군 보완조치에 사의표명 및 카터 대통령과의 상봉 희망
1978.12.15. 카터 대통령 서한

- 미·중국(구 중공) 수교 발표 통보
1978.12.23. 카터 대통령 축전

- 박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축하
1979.1.13. 박 대통령 서한

- 미·중 수교에 따라 소련의 무기지원으로 북한의 군사력 강화 가능성 주시 필요
- 등소평 도미 시 한·미간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중국(구 중공)측에 표명 희망
1979.2.18. 카터 대통령 서한

- 인도차이나사태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우려
-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군 철수 및 베트남으로부터 중국군 철수 주장
- 북한군 증강여부에 대한 분석 완료시까지 주한 미군철수 유보 지시
1979.3.6. 박 대통령 회한

- 인도차이나사태에 대한 미국의 노력평가
- 철군 유보결정 환영 및 남북대화 노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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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정책협의회, 제1차. 경주, 1979.5.7-8.
전3권. V.1 사전준비

1. 외 무부는 1972.1월 주미, 주일 대사관에 미·일 간의 정책기획관계자회의(Policy Planning Staff
Meeting)에 관해 조사 보고토록 지시한바, 공관의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동 회의는 196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71.12월 14차 회합을 개최
회의는 관례적으로 연 2회, 미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
미측에서는 국무성의 정책기획 조정실장(Director of Planning and Coordination)을 수석으로
6~7명 정도가 참석
회의 의제는 비밀로 하며, 양국 간의 공동 관심사인 정책문제 중 미리 합의하여 결정

미측과 교섭토록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5.26. Ranard 미 국무성 한국과장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지 않고서도 양국 외교실무자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협의를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
7.11. 외무차관은 Stern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한·미 정책협의회 발족에 관한 미측
의 구상을 문의한바, Stern 공사는 미국도 이러한 협의 기구 발족을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국무성 정책기획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3. 미 국무성 Rich 한국과장 및 Breckon 정책기획관은 1979.4.20. 제1차 한·미 정책협의회를 5.7.~8.
양일 간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하여 옴.
4.26. 1차 정책협의회에 참가하는 한국 측 대표단(대표: 박쌍용 외무부 정무차관보)을 임명

4. 본 문건에는 한·미 정책협의회 준비와 관련, 경제기획원,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공문이
편철되어 있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상기 보고를 참고하여 1972.1.12. 외무부는 한·미 외교실무자정책협의회(가칭)를 개최키로 하고,

1751

공관장회의, 1979년도 - 아ㆍ중동지역. 서울,
1979.2.5.-9. 전2권. V.2 공관 개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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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2.5.~9. 서울에서 개최된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24개 공관별
예산, 건물, 차량, 인원 현황 및 공관 건의 사항과 본부 방침을 정리한 개별 자료철인바, 동 자
료 중 공관의 건의 사항 및 본부 방침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회의 참석 공관(24개 공관)
1752

(대사관 20)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튀니지, 수단,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이란, 오만, 케냐,
우간다,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가나,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코트디부아
르, 에티오피아, 카메룬, 세네갈
(총영사관 2) 카이로, 트리폴리
(통상대표부 2) 쿠웨이트, 베이루트

2. 공관별 주요 건의 사항 (본부 방침)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 고위인사 교류 (우호 경협 관계상 적극 추진)
주모로코대사관

- 기술 및 경영 제공, 장기적 합작투자 (적극 추진, 지원)
주카이로총영사관

- 정식 수교 추진 (실질관계 강화로 기반 조성)
주튀니지대사관

- 경제계 유력인사 방한 초청 (관계부처와 협의 후 조치)
주요르단대사관

- 건설업체의 과당경쟁 지양 (기 진출업체와 경합 시 신규업체 불허 계획)
주이란대사관

- 친한세력 구축 노력 (적극 지원)
주케냐대사관

- 원조 대폭 증대 및 개발원조 강화 (1980년도에 고려)
주가나대사관

- 육군사령관 및 외상 방한 초청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민정 이양 후 검토)
주에티오피아대사관

- 의사 증파 및 의약품 기자재 지원 (1979년 중 의약품 지원 증진)
주카메룬대사관

- 외상, 수상 등 방한 초청 (외상 4.30.경 방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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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9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1 사전교섭

1. 한국일보는 1978.7.8. 한·미 정상회담 설에 관해 지난 5월 브레진스키 방한 시 카터 대통령의 친
서를 전달하였으므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터전이 마련되었으며 시기는 국내 문제를 고려,
1979.5~6월이 적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함.
7.20. 카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나 아직 초청장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
11.2. 친서에서 카터 대통령은 1979년 중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되기를 희망
1753

수락하며 시기는 동경 개최 선진국 경제정상회담 직후인 6.30.~7.1.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3. 미 국무성 홀브르크 차관보는 1979.5.24.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공동성명 문안에 포함될 미국
측 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언급함.
대한 방위공약에 관한 미국 측의 확고한 의사 표명
주한 미군 철수 문제에 관한 미국 측 입장 설명
대북한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 재확인
한·미 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사 표명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Gleysteen 주한 미국대사는 1979.4.12. 외무장관을 면담, 카터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3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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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79.7.11. 카터 대통령의 방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공동성명 요지

1754

- 상호신뢰의 재확인
- 한반도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및 한국군의 전력 증강계획 및 방위산업 발전지원 확약
- 한·미 간 단결 강조, 남·북한·미 고위 당국 대표회담 개최 제의
- 한·미 간 경제·문화 교류 증진
- 박 대통령에 대한 방미 초청
3당국 회의

- 3당국 회의의 주역은 남북한이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협력자로서 참여
- 3당국 회의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과 합치되며 미국의 역할은 월남평화협상이나 중동평화
협상 시와는 다름

2. 카터 대통령을 위한 만찬에서의 대통령 연설문 요지는 아래와 같음.
한·미 양국은 오랫동안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맹방으로서 공통의 이상을
추구
한반도는 4강의 이해가 교차되는 곳인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한 미군은 전쟁 억지력으로 오랫동안 큰 공헌을 해온바, 평화는 이를 뒷받침할 군사력이 필요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평화, 정의, 자유 등 공통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하고 협조할
것을 다짐

3. 외무부는 1979.7.1. 한·미 공동성명을 종합평가한 해설 자료를 배포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차원 높은
유대관계로 발전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군의 한국 주둔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
한·미 양국 관계가 상호 존중 및 신뢰에 입각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평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미 고위당국 대표회의를 공동 제안
한·미 간 경제, 문화교류 증진 및 박 대통령에 대한 방미를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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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9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7 정상회담 토의자료

1. 1979.5월 외무부는 한·미 정상회담(1979.6.29.~7.1. 서울) 토의자료를 작성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국의 대소 긴장완화 정책은 평가하나 북한이 이를 역이용할 위험성 상존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군사력 증대, 소련-베트남 조약을 기축으로 한 세력 확대 위협, 중국
(구 중공)의 반발 위험 등 상존
카터 대통령의 중동평화 노력에 대한 치하
선진 공업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우려
한반도 정세 설명
한·미 간 통상 및 경제협력 확대
한·미 안보협력 강화방안 협의

2. 1979.5월 외무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개최될 양국 경제각료회담 시 언급될 주요 내용을 정
리한바, 아래와 같음.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 대미 수입 증대 언급과 관련 미국이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규
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미국시장의 개방이 긴요
원자력 발전 7, 8호기 국제입찰 건은 경제성, 기술성이 주된 검토 대상이나 그 이외에도 공급국
가와 한국과의 경제, 통상관계 전반과 다른 요소도 포함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
에너지 협력과 관련, 한국 에너지 개발을 위한 종합적 조사, 연구 사업에 미측의 협조가 요망되
며, 특히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하여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요망
MTN(다자간무역협상)의 비관세 장애 협약 가입 문제는 여타 개도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신중한
검토 필요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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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등 세계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영도력 발휘 기대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8 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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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부처는 1979.5월 한·미 정상회담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해 온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국방부

-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의 중지 또는 보류 요청
- 한국군 전력증강을 위해 매년  2~3억 달러 정도의 FMS 차관 지원제공 요망
- 북한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 필요
상공부
1756

- 자유무역 체제의 창달을 위한 미국의 협조 요청
- 산업기술의 이전, 제3국 진출을 위한 한미협력 희망

2. 외무부는 5~6월 한·미 정상회담 관련 각 실국의 자료를 정리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아주국

- 일본의 대한반도 인식 및 정책
- 한·일 관계 현황과 문제점
국제기구국

- 유엔 사무총장의 남북대화 재개 촉진 협조 제의 문제
아중동국

- 한국 업체의 대중동 진출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조방안 모색
- 원유의 장기 확보를 위한 미측의 협조 요청
- 한·이집트 관계개선을 위한 미측의 협조 요청
정보문화국

- 최근 북한정세 및 북한의 대외동향
통상국

- 한·미 무역현황 및 무역 불균형 시정방안 검토
국제경제국

- 미수교국에 대한 한·미 합작진출 검토
- 석유 공동비축 협정 체결 제의
- 환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창설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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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9

Tolbert, William R. 라이베리아 대통령 방한 초
청계획, 1977-79

1.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1977.1월 김우중 대우사장이 라이베리아를 방문(1.4.~6.) 주재국 국방장관,
대통령담당 국무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상공장관 등과 면담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0만 벌 이상의 대라이베리아 군복 수출 상담
한국으로부터 2~3대의 경비정 수입을 희망하고 대금은 연불로 할 것을 제의
국방장관은 방한 시 한국의 경제발전에 감명을 받아 톨버트 대통령의 조속한 방한 실현 희망

2. 중앙정보부는 1977.1월 재미 한국인 무역상사 회장 오철호 목사가 1.8. 라이베리아 방문 예정임을 알려
라이베리아 외무성 측은 대통령의 방한문제는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
라이베리아 국방장관은 톨버트 대통령이 금년 중 동남아 순방이 있을지도 모르며 동 순방 시
한국 및 일본도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주라이베리아 일본대사관 측은 톨버트 대통령 부인 및 경제기획원 장관이 미쓰비시 상사 초청
으로 9월경 선박 인수식 참석차 일본 방문 예정이라고 언급

3.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1978.4월 톨버트 대통령이 중국(구 중공)을 방문하기 위해 현재 중국 측과 협
의 중이며 북한도 동 대통령의 공식방문을 요청 중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동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명의 공식방한 초청을 건의해 옴.
4월 Dennis 라이베리아 외상은 한국 정부가 톨버트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초청하여 줄 것을 요청
1979.9.26. 외무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톨버트 대통령과 면담한바, 동 대통
령은 신속한 경제개발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을 배우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자국의
한국입장 지지는 일관된 정책이라고 말함. 아울러, 국산 경운기, 트랙터 지원을 요청하고 양국
간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11월경 경제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언급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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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서 한국 정부가 4월 중 톨버트 대통령을 방한 초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해 옴.

Karamanlis 그리스 수상 방한 초청계획,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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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그리스대사는 주재국의 Karamanlis 수상이 1979.10.2.~7. 소련 및 폴란드 방문, 귀국 후 중국(구 중
공)을 공식 방문(일자 미정) 예정이므로, 동 수상이 중국 방문 기회에 한국도 방문할 수 있다면 방한 초
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교섭하여도 좋은지 회시해 줄 것을 1979.7.21. 청훈함.
2. 이에 외무부는 상기 시기는 본부 형편상 적절치 않다고 7.25. 회신함.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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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9

후꾸다(福田赳夫) 전 일본 수상 방한, 1979.6.19-23.
전2권. V.1 기본문서

1.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인 이병희 의원은 1978.6.27. 후쿠다 수상 예방 시, 후쿠다 일본 수상의 방한
을 초청함.
7.13.~19. 방한한 에자키 마스미 일 자민당 정무 조사회장은 박 대통령 예방 시 기회가 되면
박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는 후쿠다 수상의 의향을 전달
9.30. 후쿠다 일본 수상은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가까운 장래에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

5.22. 대통령 비서실은 후쿠다 전 수상의 방한을 초청하는 박 대통령의 친서 송부
5.29. 주일대사는 동 친서를 후쿠다 전 수상에게 직접 전달

3. 외무부는 1979.6월 후쿠다 전 수상 방한(6.19.~23.) 관련 홍보지침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홍보 방향

- 후쿠다 전 수상의 방한이 과도하게 홍보됨으로써 현 오히라 수상을 자칫 자극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
- 후쿠다 전 수상 자신도 이번 방한을 통하여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박 대통령에 대한 우의와 한국에 대
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므로 인터뷰 등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
후쿠다 전 수상의 한·일 관계에 관한 기본인식

- 한·일 양국은 항구적인 우호협력 관계의 수립이 필요 불가결
-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일본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1977.3.22. 후쿠다-카터 공동성명)
- 한·일 간의 사소한 분규에 관계없이 한국의 번영과 한·일 우호협력의 유지발전을 위한 대한국 협력
자세는 확고부동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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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일대사는 1979.5월 후쿠다 전 수상이 1979.6.16.~20. 방한을 희망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7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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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동진 외무장관은 1978.2.11. 아·중동·구주지역 공관장회의(2.24.~27. 런던) 개최 및 일본, 벨기에,
미국 및 유엔 방문 활동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미국 방문 시 협의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첨
부 자료 중 한·미 외상회담만 편철되어 있음).
군사

1760

- 철군 보완조치 이행 촉구
- 군사 차관법안(FMS)의 지속 요청
- 국방과학기술 이전 및 무기판매의 우선 취급
통상 및 경제협력

- 대한 수입규제의 완화 요청
- 어획 쿼터 증가 및 대한 기업투자 권고
정치

- 한·미 관계의 정상화
- 제33차 유엔총회 대책
- 미국의 대북한 정책

2. 박동진 외무장관의 유럽, 유엔 방문 시 주요 인사와의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음.
1978.2.20. 드 기랭고 프랑스 외무장관과 면담, 프랑스 측 언급내용

-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투자 및 통상량이 증가하고 있는 등 양국 관계에 만족
- 중국(구 중공) 방문 시 중국 지도자들의 대한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감지하였으나 과격한
반대는 느끼지 못하였으며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지지
- 중동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에 관심이 있으며 대중동 진출에 있어 양국 기업체 간 합작의 여지가
많은바,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한·프랑스 합작을 적극 지원할 것
-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프랑스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요청
2.22. Tindemans 벨기에 수상과의 면담, 벨기에 측 언급 내용

- 한국의 경제발전에 감명 받았으며 한국이 후진국 개발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을 평가
- 벨기에는 한국과의 각종 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3.3. 외무장관의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 유엔 사무총장의 언급 내용

- 한국이 한국문제 토의 지양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정책
- 대화를 통하여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하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

3. 외무장관 방미(1978.3.2.~8.) 참고자료도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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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79.9.24.10.4. 전2권. V.2 자료집

유엔총회 계기 외무장관의 미국 방문 관련 자료이며 아래 내용 등이 수록됨.
1. 언론의 예상 질문 목록
박동선 사건, 인권 및 국내정치, 남북대화, 미·북한 접촉문제, 국방 등 관련 예상되는 질문 요지

2. 아래 내용을 포함한 외무장관 방미 자료
총회 운영위 입후보 현황 및 표세 분석

- 북한이 하바나 비동맹정상회의 결과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세를 몰아 유엔총회에 한국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필요한 대책방안을 정리
-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골자로 하는 추가안건 제기 시 한국도 결의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표세 분석 결과 양측 결의안 동시 통과를 예상
면담 자료

-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의 남북대화 중재 제의 관계 자료
- 태국, 스리랑카, 네덜란드, 멕시코,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각국 외상 면담에 대비한 해당국과의 현안
문제 자료

3. 총회 문서
유엔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제34차 총회 조직 및 의제와 의제의 위원회별 배정 등에 관한 사무총장 메모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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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한국문제 토의에 대비한 대책

Kissinger, Henry A. 전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79.5.11-13.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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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뉴욕총영사는 1979.2월 Kissinger 전 미 국무장관이 5월 싱가포르 방문 후 귀로에 5.11.~13. 한국을
방문,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3월 주미대사는 방한 예정인 키신저 박
사와 면담한바, 동인의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중국(구 중공)이 한반도에 무력위협을 줄 정도로 강력해지려면 앞 으로 10~15년이 필요한바,
그 전에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력위협은 없을 것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무력위협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1762

이며,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무력위협 사태까지 발전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
한반도에서의 남북대화는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며 성공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

2.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1979.5.12. 박 대통령 접견 시 언급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당황하고 있는 듯하며,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방
대한 관료조직임. 화국봉과 등소평 사이에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상호 알력 내지 암투관계가
있다는 느낌이고 중국은 소련과 베트남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바, 군의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
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
중국의 현 기술수준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후진적이며 아마도 1950년대에 한국이 당면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
주한미군 철수 반대 입장을 설명

3. 한·미 경제협의회는 키신저 박사의 체한 동정에 관한 보고서를 외무부에 통보해 옴.
오는 6월 카터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미 지상군 철수의 잘못을 부각시킴으로써 카터 대통령도
한국 안보현실을 인식하고 철군정책을 시정하리라고 강조
미·중 및 일·중 국교정상화에 따라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한·미·일 3국은 공동방위
추진에 협력해야 함을 제안
미국은 애치슨 발언으로 한국동란을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공산진영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이 한국으로부터 철군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지적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시에는 즉각 보복행동을 취했어야 함에도 고위 간부 간에 협의하는 동안
시기를 놓치고 말았음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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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대표단 튀니지 PSD 사회당 전당대회
참석, 1979.9.4-7

1. 주일 튀니지대사관은 1979.7.12. 공화당 사무총장 앞으로 자국의 PSD(Parti Socialiste Destourien)
사회당 전당대회(1979.9.5.~8.) 참석을 요망하는 초청장을 주일대사관을 경유, 외무부에 송부해 옴.
7.21. 주튀니지대사관은 상기 초청장은 주재국 수상이 PSD당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으므로 이에
서명, 자국 주재 각국 대사를 통하여 전달토록 하였으며 왕복 여비는 피초청자 부담이며 주재
국 체재비는 당에서 부담한다고 보고

2. 주튀니지대사관은 1979.7월 튀니지 입헌사회당 개요를 외무부에 보고해 옴.
중앙당은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있으며 정치국은 당의 집행기관으로서 당의 모든 조직을 통할
하며 전당대회를 소집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 정책결정 기관으로서 매 5년마다 소집되며 당 총재, 당 중앙위 위원,
당세포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1979년 전당대회는 제10차 대회이며 11월의 총선거에 대비

3. 민주공화당은 1979.7.31. 상기 PSD 전당대회에 정일권 총재 상임고문, 김창근 의원, 조용직 선전부장
등 3명을 대표단으로 결정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8.2. 외무부는 상기 한국 대표단 명단을 주일 튀니지대사관에 통보하도록 주일대사관에 지시

4. 정일권 단장 일행은 1979.9.6. 부르기바 튀니지 대통령과 환담한바, 동 대통령은 한국과 튀니지 간 모
든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에 기쁨을 느낀다고 말하고 관저를 안내하면서 설명하는 등 한국 대표
단에 대해 최대한의 성의를 베풀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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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독립 후 단일정당으로 튀니지의 정치를 주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단 방한, 197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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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는 1978.11월 미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단이 1979.1월중 한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음을 외무
부에 보고함.
2. Sam Nunn, John Glenn 등 미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단은 국무총리와 1979.1.13 면담 한바 국무총리
의 주요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캄보디아사태 관련, 베트남은 소련의 지원을, 캄보디아는 중국(구 중공)의 지원을 받고 있어
1764

베트남에 의한 캄보디아 점령은 아시아에 있어 소련 세력의 증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한국의 참여 없이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음을 강조
북한은 한국전쟁을 대미 전쟁으로 보고 한국 정부를 미국의 괴뢰로 간주, 한국 문제를 처리하
는데 주 대상은 미국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생각

3. 미 상원 의원단의 1979.1.14 기자회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한국은 주한미군의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만약 철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이 한반도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
주한미군 철수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군사력의 균형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북한
으로부터의 남침 위험이 상존하는 한 철군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

4. 미 상원 군사위가 발표한 1979.1.23 특별 보고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주한미군 철수는 중지 필요
북한 군사력에 관한 미 정보기관의 새로운 평가는 한국의 전투력이 계획대로 증강된다 하더라
도 미 2사단 철수를 상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
새로운 평가는 1977.5월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기초가 되었던 한반도 군사 균형의
성격과 안정에 대한 종전의 판단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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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 의원단 방한,
1978.1.4-8

1. 주미대사관은 1977.12.21. 미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 소위원회 의원단(위원장: Stratton 의원) 일행이
1978.1.4.~8.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동인들은 체한 중 외무장관, 국방장관 면담 및 가능
하면 대통령 예방을 희망함.
2. 미 하원 군사위 조사 소위원회 방한단은 1978.1.5. 미8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미 의원들의 주
요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카터 대통령의 철군 구상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번
방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밝혀지면 그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인바, 2사단
철수에 따른 장비이양이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임을 설명

3. 박동진 외무장관은 1978.1.5. Stratton 미 하원 군사위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일행과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군 계획이 의회에서 논의될 때, 의회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과 조건
을 첨부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방한의 주요 과제(Stratton 의원 언급)
한반도에 군사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미 지상군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쟁 억지
력이며, 이러한 억지력은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음.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일방
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북한을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외무장관 언급)
철군 계획에 관하여 미 행정부는 의회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현재 분위기로는 미 의회가
행정부의 철군 계획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름(Stratton 의원 언급)

4. Stratton 위원장은 1978.1.9. 일본 방문 시 자민당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한반도는 전략상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언급
주한 미군의 완전 철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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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지상군 철수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미 의회의 조정에 따라 수정이 가능

Kalicki, Jan H. 미국 의회보좌관 방한, 1979.8.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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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는 1979.8월 Edward Kennedy 상원의원 외교담당 보좌관인 Jan Kalicki 등 의원 보좌관 일
행 10명이 8.24.~29. 국제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참석차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동 대사
는 Kalicki 보좌관 등이 세미나 참석 외에 군사안보, 경제 분야, 북한 문제, 남북한 문제 등에도 관심이
있으므로 관계인사 면담 기회를 주선하여 케네디 의원이 한국 사정을 이해하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동 보좌관 일행을 위해 중앙정보부의 북한 브리핑, 경제기획원 방문, 외무장관 면담,
1766

창원, 경주 지방시찰 등 일정을 주선

2. 1979.8.24. 미 의회보좌관 일행과 외무장관과의 면담 요지는 아래와 같음.
외무장관

-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일방적인 후퇴하기보다는 힘의 우위를 항상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
- 남북한에 대한 중·소의 지원과 미국의 지원을 비교하면 공산권 국가들은 항상 북한에 밀착하여 긴밀
한 협조를 하고 있는 데 비하여 미국은 그러하지 못한 상황
Kalicki 보좌관

-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수감자 석방조치를 환영하며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계속되기를 기대
- 긴급조치 9호와 같은 조치가 어떤 단계에서는 해제되기를 바라며 정상적인 법조치하에서 한국 국내
질서가 다스려지기를 희망
- 한국의 인권에 대해 언급할 때 한국이 완전 독재체제를 갖춘 북한으로부터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

3. 1979.8.25. 미 의회보좌관 일행의 국무총리 면담 요지는 아래와 같음.
Kalicki 보좌관

- 케네디 의원은 긴급조치 9호와 같은 법조치가 빈번히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헌법과 기타 법규에 의
하여 한국의 국내 질서가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있음. 한국이 정치적 분야에서도 경제 분야와 상응한
발전을 가져와 국민생활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있기를 희망
국무총리

- 서울에서 불과 25마일 북방에 FROG 유도탄을 위시한 소련제 최신무기의 위협하에 있는바, 이러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국의 국내 정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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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9

북한·쿠웨이트 관계, 1979

1. 주쿠웨이트대사는 1979.2월 북한이 최근 쿠웨이트 청소년 축구선수단을 초청(1978.10월)한 데 이어
각 종목별 북한 선수단 및 체육 코치의 파견과 육상을 비롯한 4개 부문(수영, 체조, 축구 등)의 상호교
환 경기 합의 등 쿠웨이트에 대한 스포츠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동 대사는 북한은 앞으로 체육외교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쿠웨이트 원유도입선 확보
및 건설 진출시도를 위한 경제외교를 집요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평가
1979년 초 북한은 주이라크 북한대사를 통하여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쿠웨이트 외무성
은 북한 측 협정안과 함께 동 제의를 검토 중
으로 통보하여 온바, 동 공한은 한국 측으로부터 문화협정 체결제의를 접수 후 남북한 제의를
동등한 차원에서 검토하려는 의도로 판단

2. 주쿠웨이트대사는 1979.3.15. 한·쿠웨이트 간 스포츠 협력증진 협의를 위하여 쿠웨이트 축구협회장
겸 올림픽위원장인 Sheikh Fahad를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979.3.10. 쿠웨이트를 방문한 북한 축구팀은 3회에 걸쳐 쿠웨이트 선발팀과 친선경기를 개최하
였으며 금년 중 쿠웨이트의 4개 팀이 북한을 방문 예정
동인은 한국과도 북한과 같은 내용의 스포츠 교류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1979.9월경에 방한,
양국 간의 스포츠 교류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언급
Fahad 위원장은 남북한 혼성 단일축구팀을 구성하여 Gulf 연안국을 순방하며 친선경기를 개최
토록 주선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

3. 주쿠웨이트대사는 주재국 정부 당국이 한국의 국가원수 모독, 체제비방 및 총선거 비난을 골자로 한
반한기사(1979.1.10. Al-Watan지)를 매수 게재토록 한 북한 공관원 장명순을 추방키로 결정함에 따라,
동인이 1979.3.27. 출국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장명순의 추방은 쿠웨이트 언론계에 점차 유포되어 금후 북한 책동에 의한 이와 같은 반한기사
의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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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외무성은 1979.3.11. 공한을 통하여 한국과도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할 수 있음을 정식

북한·미국 관계,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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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78.6.30. 워싱턴 소재 미국정치학회(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연차
총회(1978.9월) 시 예정되어 있는 한·미 관계 Panel Meeting에 관해 파악, 보고하도록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1978.6.30. 주미대사관은 동 총회 시 각종 Panel Meeting이 구성되어 국내외 정치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며‘Group on East Asian Studies’
에서 United States and Korea 제하의 Panel을 구성하
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
1768

United States and Korea 제하 Panel은 임창영 교수(뉴욕 주 소재 New Palt College)와 J. Noumoff
교수(캐나다 Mcgill University)가 Co-Chair할 예정

- 1978.9.1. 상기 Panel은 예정대로 개최되었으나 북한 학자나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의 참여 없이 진행

2. 미 국무성 Rich 한국과장은 1978.7.31. 박건우 주미대사관 참사관에게 미국의 대북한 정책 및 북한 공
관원과의 접촉 지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두로 설명함 (미 국무성은 8.7. 아래 내용을 전 재외공관장
에 송부하고 동 내용을 한국 측에 통보함).
북한 공관원이 접촉을 시도해 올 때에는 의례적인 인사 교환에만 국한하여야 함
제3회담은 유고 측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변함이 없음
북한 공관원이 초청하는 파티 또는 북한 대표를 주빈으로 하는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며 북한
공관원과의 Social Gathering까지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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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국 관계, 1979

1. 워싱턴 발 공동통신은 1979.2.15. 미 국무성의 한 대변인이 미국은 일·북한 간 관계정상화를 환영할
것이라는 논평을 하였다고 보도함.
주미대사는 미 국무성 한국과에 확인해 본바, 상기 공동통신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동통신 기자가 오보한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
Cannon 국무성 동아태국 대변인은 상기 기사가 공동통신 기자의 언어장벽으로 인해 발생된
오보이므로 동 기사를 정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

철수 중지와 한국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함.
최근 북한의 대미 평화접근 시도는 군사력, 경제적 취약성, 정치적 고립 때문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이 미·일 양국과 화해를 하고 있는 차제에 평양의 호전적인 세계
관은 난센스
김일성의 공산주의는 너무 왕조적이어서 중국(구 중공)과 소련도 이념적으로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바, 북한은 이제까지와 다른 외교적 선택이 필요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일보전진으로는
볼 수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못 된다고 언급

3. 주뉴욕총영사는 1979.5.11. Zagoria 교수(Hunter대 정치학)와의 면담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계획이 중지되면 한반도에서는 당분간 Stand Off 상태가 지속되고
한국은 경제개발이 지속될 것
동아시아에서 자유지역의 결속을 위해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오세아니아, 미국, 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국가 간 경제, 문화적 기구의 신설이 필요
동 교수는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을 시도해 봄이 어떨지 문의한바, 주뉴욕총영사는 미국의
한국방위에 관한 신뢰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히 위험한 시도임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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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ltimore Sun지는 1979.5.9. 최근 북한의 통일문제에 관한 일련의 평화공세를 비판하고 주한미군

북한·중미 관계, 1979

| 84-1568 |

생산연도

197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4-113 / 16 / 1~198(198p)

1. 평양방송은 1979.5.21. 북한과 그레나다가 1979.5.9. 그레나다 수도에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동 성명은 이준옥 주가이아나 북한대사와 모리스 비숍 그레나다 혁명정부 수상
간에 조인되었다고 보도함.
북한은 그레나다의 쿠데타 직후 신정부를 승인하고 이어서 외교관계를 수립

2. 외무부는 1979.7.24. 북한이 7.20. 수상 이종옥 명의로 니카라과 신정부를 승인하였으며 동국과의 관
1770

계개선 및 수교교섭을 위해 사절단 파견, 경제협력 제의 등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현지 공관에 통보하
고 북한의 동향을 파악, 보고토록 관계공관에 지시함.
7.24. 주마이애미총영사는 Miguel D’
Escoto 니카라과 혁명정부 외상, 기획원장관, 보건부장관등
과 면담한바, D’
Escoto 외상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 두 번째로 니카라과를 승인해 준
데 감사하고 경협 제의, 방한 초청에 대해 사의를 표함. 경협은 의료기구, 특히 외과 수술시설
과 앰뷸런스를 희망

3. 1979.8.23. 북한 중앙통신은 8.21. Managua에서 서명, 발표된 공동성명을 인용하여 북한이 니카라과
와 외교관계를 수립, 상호 대사 교환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함.
주멕시코대사는 12.10.~12. 니카라과에 출장 신임장을 제정하고 주요 인사 면담한바, D’
Escoto
외상은 원조에 사의를 표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방한을 희망함. 또한, 동 외상은 내년 1, 2월경
주일대사를 임명, 한국을 겸임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

4. 북한은 카리브 영연방 도서국인 세인트루시아 및 도미니카 영연방과 1979.9.13. 및 9.18. 각각 외교관
계를 수립함. 이로써 북한은 그레나다, 니카라과를 포함, 중남미 4개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중남미에
서 남북한 수교현황은 29개 독립국 중 한국은 26개국, 북한은 10개국이 됨.
5. 기타 중남미 주재 공관에서 북한의 대중미 침투 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979.4.19. 주수리남대사는 수리남-북한 친선협회 주관으로 북한관계 전시회가 개최되었는바,
동 전시회는 각종 사진, 책자, 필름 등 보잘것없는 규모였으며 관람자도 거의 없었는바, 북한은
동 전시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오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함.
주과테말라 북한대사는 1979.4.16.~21. 겸임국 온두라스를 방문, 대통령, 외상서리 등 주요 인
사와 면담한바, 대통령은 3월 중 불법 입국한 북한 일행에 대해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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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미 관계, 1979

1. 베네수엘라 영자지 데일리 저널지는 1979.9.7. 기사에서 북한이 비동맹회의에서 미국의 한국 내 핵무
기 배치를 비난하면서 미군 철수 중지 결정에 대해 카터 대통령을 비난하였다고 보도함.
동지는 1979.9.17. 기사에서 IPU 북한 대표단장이 Gonzalez 의장서리에게 평양 방문을 요청하여
Gonzalez가 이를 수락, 내년 5월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확인한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

2. 브라질 주요 신문은 1979.4.12. 브라질이 10월경 북한과 관계수립 예정이며 베트남, 캄보디아 및
브라질 외무성은 동 보도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부인

3. 콜롬비아 국회의원 5명 및 수행서기 1명 등 6명은 1979.6.25. 북한을 방문한바, 이들은 북한의 초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폐회 기간 중 외유계획에 따라 쿠바, 소련 및 중국(구 중공) 방문 후 평양을 방문한
것임.
4. 주페루대사는 1979.4월 주재국 쿠바 대사가 북한 통상대표부 대표 김찬식을 대동하고 정부 고위인사
를 면담하면서 수교공작을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주재국산 아연 및 동 구매교섭도 추진하고 있음
을 보고하면서 친한 인사 확보를 위한 방한초청 등을 외무부에 건의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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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와도 관계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주체사상 국제 세미나, 제5차. New Delhi,
1979.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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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9.2월 주인도대사는 4.14.~16. 뉴델리에서 제5차 주체사상 국제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임을 외무부
에 보고함.
Hedge 주재국 하원의장이 동 세미나를 사회할 예정이며 수상 또는 부통령이 개회연설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주인도 북한대사관이 배후에서 조종,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동 세미나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친북 인사이며 하원의원인 Joshi 의원이며, 사무총장은 북한의
선전광고를 전담하는 Interad사를 경영하는 Vishwanath인바, 이번 세미나는 이들을 앞세운 북
1772

한의 지원하에 획책되고 있음이 확실
3.12. 정부는 동 세미나가 북한의 통일정책 홍보, 반한 분위기 조성 및 반한 세력 부식을 기도
하려는 북측 저의에서 추진된 것임을 각국 정부에 설명하고 세미나 참석 또는 대표 파견의 저
지를 교섭하도록 재외공관(북한 대치 공관)에 지시

2. 주인도대사는 1979.3.12. Hedge 하원의장을 면담, 동 세미나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에게 비
우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확하다고 설명한바, 동 의장은 세미나 사회 수락을 즉각 철회하겠다
고 약속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인도대사는 1979.4.14. 뉴델리 개최 제5차 주체사상 국제세미나 개최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외국 대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바, Ram 부수상은 개회연설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개인
숭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개인숭배를 간접 비난
세미나 의장 Joshi 의원은 동 세미나가 학술적인 것이므로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Zionism, 미국 제국주의 및 Sadat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의장 자격으로 금지시켰으며
이에 대해 아랍 대표들의 반대로 회의 벽두부터 회의가 무질서하게 진행
주재국 언론은 정부 지시에 따라 동 세미나를 일체 보도하지 않았으며 공산당 기관지 Patriot
외 2개 신문만이 Ram 부수상의 발언 내용을 1단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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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국회의 [남북한·미국 고위당국자대표회
의] 1979. 전5권. V.4 한·미국 실무협의회의.
서울, 10.22-23

1. 외무부는 1979.8.22. 한·미 실무협의회에 대비, 3당국회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3당국회의는 정체되고 있는 남북한 대화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노
력의 일환임을 재확인
3당국회의가 개최되면 한·미 간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은 한국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 양국 간의 쌍무적 문제이므로 3당국회의에서 토의되지 않는 방향
북한과의 모든 접촉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미국의 북한과의 직접접촉에 반대
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접촉에 있어서도 양국은 사전·사후 협의 필요

2.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1979.9.13. 3당국회의 제의와 관련한 최근 북한의 태도에 관한 미국 정부
의 평가서를 외무부에 전달한바, 요지는 아래와 같음.
한·미 양국이 제의한 3당국회의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으나 단정적인 거절은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이 기회를 휴전협정의 대체를 위해 대미 직접협상을 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다시 거론하는 기회로 활용
북한은 미·북한 간 직접회담이 불가결한 첫 단계라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할 것이나, 북한에서
중요한 정책 수정이나 정치적 개편이 없는 이상 이 문제의 진정한 진전은 없을 것으로 생각

3. 1979.10.22.~23. 서울에서 3당국회의 안에 대한 한·미 간 실무협의회(Gleysteen 주한 미 대사/박쌍
용 외무부 정무차관보)가 개최된바,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3당국회의에 있어서의 주역은 한국, 미국은 조역이며 미국은 한국의 완전 동등한 참여 없이는
북한과 어떠한 접촉도 거부
미국은 한국이 정치, 경제, 외교 등 분야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중단
되었음에 비추어 한국이 대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
미측은 북한의 경제적 곤경 및 군비 부담을 고려, 경제문제를 촉진제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미측은 균형감군 및 미국의 대북한 금수조치의 부분적 해제 문제를 주요 토의대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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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력

3당국회의 [남북한·미국 고위당국대표회의]
1979. 전5권. V.5 홍보 및 각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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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79.7.1. 3당국회의에 대한 아래 홍보지침을 전 재외공관에 타전하고, 주재국 반응을 수시로
보고토록 지시함.
3당국회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의 진정한 평화노력과 결의에
의하여 양국 정상회담에서 제의하게 된 것
평화통일의 대도는 남북대화에 있으며 남북대화는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 대화에 의해 촉진
되어야 하며, 미국은 어디까지나 맹방으로서 협력자로 회의에 참가하는 것
1774

3당국회의는 중·소 등 공산국가들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 형평원칙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응조치 유도 및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위한 국제여론 조성의 계기가 되는 것

2. 3당국회의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1979.7.10.)은 아래와 같음.
북한은 3당국회의 제의를 거부하면서 미군철수 및 평화협정 토의를 위하여 미·북한 간 직접협
상을 하자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이 원한다면 한국 관련 부분에 한하여 한국이 옵서
버로 참석함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
북한은 한국이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므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토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3. Holbrooke 미 국무성 아·태 담당 차관보는 1979.7.12.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의 3당국회의
거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이 북한 측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할 필요도 없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발언
북한 측의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하여 한국측의 제안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
북한의 반응은 그 내용보다 어조가 중요한바, 한국 측 제안은 신중한 것이었으나 북한은 한국
의 호칭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

4. 3당국회의 제의에 대해 재외공관은 해외반응을 외무부에 보고함.
일본 외무성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시도로 높이 평가하고 이 회의가 실현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금후 3국의 움직임에 관심
소련 및 중국(구 중공): 미측이 한·미 공동제의를 사전 통보해 준 데 대해 중국은 사의를
표하면서 다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소련도 부정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았으며 북한 측이
미국 및 한국과의 대화에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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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 안보협력, 1979

1. 주일대사관은 1979.1월 미 상원 군사위 대표단 방일 시 한국관계 언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최근 미 대통령이 만약 한반도에 사태변화가 있으면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을 재고할 것임을
시사(1.11. Nunn 의원)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balance가 유지되어야 하며 미국이 철수 계획을 고려
할 당시 일·미 양국은 이러한 균형을 깨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오히라 수상)
한반도의 안정, 평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미국, 중국(구

2. 주일대사관은 주재국 야마시다 방위청 장관 방미 시 1979.8.17. 브레진스키 보좌관, 크리스토퍼 국무
부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일본 및 한국의 안전은 미국의 안전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3국의 상호관계가 안정되는 것이
아시아 안전의 중핵이라고 지적하면서, 카터 대통령 방한 시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을 동결
할 방침을 전하였던바 한국 측도 방위계획 강화 방침을 보였다고 언급(브레진스키 보좌관)
한일 양국 국방당국 간에 한일 연습함대의 상대국 기항 교류를 실현할 방침을 상호 확인(야마
시다 장관)

3. 주일대사관은 미·일 국방장관 회담(1979.8.16. 워싱턴)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중지 등 동아시아 군사균형 유지에 노력
제7함대는 양적인 면에서는 현 수준 유지 예정이나 질적으로는 향상시킬 계획
일본은 군함, 항공기, 탱크 도입 등 향후 5년간에 걸쳐 자위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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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소련이 한반도 문제에 involve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오래 지속 예상(소노다 외상)

미국 FMS 차관에 의한 대여함정 기간연장 및
구매, 19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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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함 인수
국방부는 미 해군 퇴역 구조함(미국명: USS GRASP, 한국명: 창원함)을 1978.3.31. 하와이 진주
만에서 인수 예정임을 알리고 인수식에 참석할 정부대표 지명을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외무
부의 훈령에 따라 주하와이총영사가 인수식에 참석, 함정 인수인계서에 서명하고 인수식 종료
후 리셉션을 개최함.

1776

2. 고속정 PGM 101 대여기간 연장
국방부는 1971~78년 2차에 걸쳐 대여기간을 연장, 운용 중에 있는 대형 고속정 PGM 101의 대
여기간 연장을 미국 측에 타진한바, 연장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고받았다고 하면서 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 함정의 대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니 1978.10.15.부터 2년 연장을 교섭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주미대사관이 접촉한 미 국무성 관계관은 1976년 동건 연장교섭 시 연장될 경우 1978.10.15. 이
전 한국 정부가 동 고속정을 구매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밝힌 바 있음을 언급, 대여기간 재연장
에 난색을 표하고 한국 정부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다면 1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
고 말함.
주미대사관은 대여기간 1년 연장 시 기간 만료까지 구매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요지의 구술서를
1978.7월 미 국무성에 전달함.

3. 강원함 인수
국방부는 미 해군 퇴역 구축함(미국명: USS William R. Rush, 한국명: 강원함)을 1978.7.1. 뉴욕
에서 인수 예정임을 알리고 인수식에 참석할 정부대표 지명을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외무부의
훈령에 따라 주뉴욕총영사가 인수식에 참석, 인수서에 서명하고 리셉션을 개최함.

4. 구미함 인수
국방부의 정부대표 참석 요청에 따른 외무부 훈령에 의거, 주하와이총영사가 1979.8.15. 하와이
진주만에서 거행된 구미함(구조함, 미국명 USS DELIVER) 인수식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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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9

미국의 대한 군사훈련 및 교육 원조, 1976-77

1976.7.1. 발효한 미국의‘ 국제 안보원조 및 무기수출 통제법 1976’
이 당시까지 Defense
Service 개념으로 제공되던 군사교육 및 훈련(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을 별도 항목
으로 신설함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원조 협정(1950.1.26.)을 미국의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
에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 간 구술서를 교환한 내용임.
1. 주한 미대사관은 1976.8.30. 아래 요지의 구술서(안)를 제의함.
‘국제

안보원조 및 무기수출 통제법 1976’
은 미국의 대외원조에 물자, 용역 이외에 군사훈련
수원 조건은 정부관계자 외 사용 불허, 이전 금지, 용도 및 목적 변경 금지, 비밀 및 안전 유지,
미국에 의한 시찰 허용, 불필요 시 반환 등
1950.1.26. 발효한 한·미 상호방위원조 협정에는 상기 조건 수락이 합의되어 있고 Defense
Service 명의로 군사훈련이 제공되어 온 상황
동 협정은 군사훈련 및 교육의 제공 조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그렇게 해석한다면
새로운 협정은 불필요
상기와 같은 해석과 이해가 한국 정부의 견해와 동일함을 확인하여 주기를 희망

2. 외무부는 원칙적으로 상기 구술서 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판단이나 동 구술서를 근거로 1950년 한·
미 협정이나 미국의 제반 유관법령 관련하여 확대해석, 적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미국 측 구술서의 아
래 수정을 1976.9.30. 제의함.
상기 1항 구술서 요지 마지막의 ‘상기와 같은 해석과 이해가 한국 정부의 견해와 동일함을
확인’ 부분을 ‘외무부가 군사훈련 및 교육 관련 상기와 같은 해석과 이해를 공유함(share)을
확인’
으로 수정

3. 미국 측이 한국의 수정제의를 수락, 이를 반영한 1977.2.14.자 구술서를 보내왔으며 외무부가 동 구술
서상의 해석과 이해를 공유한다는 1977.2.25.자 구술서를 발송, 구술서 교환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
원조 협정을 미국의 대한 군사훈련 및 교육원조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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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의 개념을 신설하고 수원국이 제반 원조공여 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

미국산 군수 물자 구매, 19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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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ucy W. Benson 미 국무성 안보원조 담당 차관은 1978.2.9. 경제계 고위인사를 위한 외교정책 컨퍼런
스 등에서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 정책에 관하여 아래 요지 연설함.
카터 대통령의 무기판매 정책(1977.5.19. 공표)

- 1978년도에 1977년도보다 무기판매 감축
- 판매 무기의 종류, 판매 방법 및 판매 대상 제한
- 무기판매 경쟁국에게도 이러한 정책에 동참 설득
1778

무기판매 원칙

- FY78에 FY77보다 판매 감축 (NATO,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예외)
- 미국은 최신 개발 무기체계의 최초 공급국이 되지 않을 것임을 언급
- 수출만을 위한 무기 개발 금지
- 타국과의 무기 공동생산 금지
- 미국 무기의 제3국 재수출 금지
- 해외공관 및 무관의 무기판매 촉진 및 사전 허가 없는 판매협의 금지
무기판매 정책의 운용방침

-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
- 인권문제와 결부 (개개의 무기구매 제의에 대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검토)
- 지역안정 문제 고려
- 무기수입 국가의 경제적 능력문제 고려

2. 외무부는 카터 대통령이 FY79 대외 무기판매 ceiling에서 전년도의 8%에 해당하는 7.33억 달러
를 삭감, 84.3억 달러로 결정했다는 외신보도를 확인할 것과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1978.11.30. 훈령하였고 주미대사는 카터 대통령의 11.29.자 동건 관련 성명문을 송부하고 아래와 같
은 국무성 관계관의 반응을 보고함.
한국의 FY79 무기 구매계획을 알지 못하는 시점에서 상기 대외 무기판매 ceiling이 한국에 미치
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 관찰로는 한국의 구매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 종래에도 특정 국가의 구매요청을 반드시 ceiling 때문에 거부한 일은 없었다는 반응
미국의 주요 무기판매국인 이란이 자금사정으로 구매계약을 취소 또는 연기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바, 이로 인해 FY79 ceiling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

3. 미국의 각종 대한 안보지원 변천 상황(FY1955~FY1978) 등 실무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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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5권. V.2 2-4월

카터 대통령의 언론 회견, 철군 관련 의회 청문회 등 1979.2~4월 기간 주한미군 철수문제 관련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주미대사는 카터 대통령이 언론인과의 회견(1979.2.9. 백악관)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질문에
아래 요지로 답변한바, 이는 북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새로운 정보 분석 이후 처음 공표된 입장으로 주
한미군의 추가철군 중지를 언급하고 있음이 주목된다고 보고함.
- 북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정보
- 미·중 관계 정상화의 영향
-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

2. Vessy 주한 유엔군사령관은 Armacost 미 국방성 부차관보, Holbrooke 미 국무성 차관보 등이
1979.2.20. 상원 군사위, 2.21. 상원 군사위 병력소위, 3.1. 하원 외무위 아·태 소위 등에서 아래 요지
증언함.
Vessy 사령관

-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 억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등 미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주둔
- 새로운 정보 분석 결과 북한의 군사력이 과거의 평가보다 월등히 증강
- 김일성은 군사력의 대한국 우위, 한미관계 이간, 주한미군 철수 등의 통일전략을 추구
-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준수가 긴요
Armacost 부차관보

- 1978년에 3,436명의 철군이 이루어졌고 1979년에도 2개 전투대대 등 철군을 계획했으나 최근의 정세
발전 평가를 위해 현재 철군 일시 중지
- 철군 속도와 관련 북한의 군사력, 미중관계 정상화, 남북대화 등의 영향을 분석 중
Holbrooke 차관보

-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철수 정책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믿고 있음
-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한 군사력에 관한 새로운 정보 등 평가를 위해 추가철군은 일시 중지
될 것임

3. 외무부는 국내 일간지가 요미우리의 보도를 인용, 카터 대통령이 1979.6월말 선진 7개국 동경 정상회
담 참석 후 방한하여 철군 중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979.4.11. 보도한 것과 관련, 동 내용 및 사실 여
부 확인을 주미대사와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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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 방침 불변이나 아래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추가 철군을 일시 중지(in abeyance)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5권. V.3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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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의회 도서관 조사국이 동 위원회를 위하여 작성한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 및 해외 군
사기지 제하의 보고서를 1979.5.2. 발표한바, 동 보고서는 주한미군 철수문제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함.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의 해군 및 공군력을 선별적으로 증강시키면서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동 지역에서 소련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비한 미 외교정책 추진에 최상의 전략이 될 것

2. 주미대사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FY80 국방예산 심의와 관련, Stratton 의원이 제의한 아래 주한미군
1780

철수 중지안을 23:10으로 1979.5.10. 채택하였음을 보고함.
이 법에 의하여 지출이 승인된 어떠한 자금도 주한 미 지상군 병력을 1979.5.1. 수준 이하로
감축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

3. 미 상원, 미 육군병력 증강안 채택
미 상원 군사위가 현역 미 육군병력 상한의 7천 명 증원을 FY80 국방예산 수권법에 포함 채택하였
다고 동양통신이 1979.5.25. 보도, 외무부가 이의 확인을 훈령하였고 주미대사는 아래 요지 보고함.

- 상·하원 군사위, 육군 병력수준을 행정부 안인 774,000명에서 780,337명으로 증원 결정하고 이를
각각 본회의에 건의키로 결정
- 행정부는 FY80 기간에 주한미군의 추가철수를 전제로 약 7,100명 정도의 전투 병력을 NATO 등에 증
강 배치할 계획을 수립한바, 제반 상황에 비추어 주한미군 추가철수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NATO 등에 병력 증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의회의 독자적 판단으로 상기와 같이 병력수준 증원 조치
상원 본회의는 육군병력의 6,300명 증원 건의가 포함된 FY80 국방예산 법안을 6.13. 채택한
바, 외무부는 동 조치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중지하여도 주NATO 미군 증강계획에 차질이 없
도록 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중지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4. 미 국무성 관계관은 1979.6.1. 주미대사관 관계관에게 주한미군 철수문제 관련 결정된 것이 없는데 한
국 언론이 주한미군 철수의 동결 또는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보도하고 특히 백악관 고위관리를
인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요한 결정이 있을 시기에 백악관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점을 강
조하면서 이러한 국무성의 우려가 한국 정부와 각 신문사 본사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5. 국방 문제에 영향력이 큰 인사로서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지지하던 미 하원 군사위 Les
Aspin (민주당) 의원이 북한 군사력 재평가에 입각하여 입장을 변경, 철수에 반대한다는 1979.6.6.자
서한을 카터 대통령에게 보내고 관련 보고서를 6.11.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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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5권. V.4 7월

1.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1979.6.29.~7.1.) 시 한·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 아래 내용이 포함됨.
카터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와 이 지역의 안정을 깨는 어떠한 사태도 이를 방지하는 데 깊
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미 지상군 전투병력 추가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평화와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미군의 한국주둔(maintain an American
military presence)을 계속할 것임을 박 대통령에게 보장하였다라고 언급

2. Glenn 미 상원의원은 1979.7.1. 아래 요지 권고를 포함한 주한미군 문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
철군 재개는 북한의 행동 및 한국군 증강계획의 진전과 직접 연계

3. 1979.7.17. 미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가 개최한 주한미군 장래문제 관련 청문회에서 Jones 합참의
장과 Holbrooke 국무성 동아태차관보는 아래와 같이 답변함.
합참의장

- 주한미군의 철수를 중지하여야 하며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지원하면서 1981년경에 한반도 군사균형
상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1979.4월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고 답변
국무성 동아태차관보

- 철군 문제에 관한 국무성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할 때까지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
고 답하여 조사소위 위원장과 논쟁

4. 미 국무성 관계관이 1979.7.19. 오후 주미대사에게 카터 대통령이 지금 막 미 지상군을 한국에 계속 주
둔시킬 것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7.20. 오전 주한 미 대사대리가 외무장관을 방문, 명일(워싱
턴 시각 20일)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중지를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옴.
5. 1979.7.20. 오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한 아래 요지 카터 대통령의 성명을 브레진스키 백악관 안보
담당 특별 보좌관이 낭독함.
제2사단 전투병력 철수는 계속 중지(remain in abeyance)
지금부터 1980년도 말 사이에 미 지원부대 병력의 소규모 감축은 계속
기타 부대의 철수 시기 및 속도는 1981년에 재검토 계획

6. 외무부는 상기 카터 대통령의 결정 내용을 전 재외공관에 알리고 동 결정을 환영하는 박정희 대통령
의 1979.7.31.자 친서를 주미대사를 통해 전달토록 함.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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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력 우위를 감안 주한미군 철수 무기한 중지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5권. V.5 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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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주한미군 철수 중지에 따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가 팀스피리트 합동훈련비 31.6
백만 달러의 삭감을 건의(FY80 국방예산 삭감 건의 총액 22억 달러)하였다는 1979.8.2. 외신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을 훈령하였고, 주미대사관은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위원장 명의 보도자료와 세출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이를 확인함.
2.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중지 결정을 환영하는 1979.7.31.자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미
1782

지상군의 한국주둔에 대한 결정이 미국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으며 동 결정이 평화를 지켜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요지의 1979.8.20.자 메시지를 보내옴.
3. 미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 관련 1979년 여름에 개최한 청문회 내용에 기초,
아래와 같은 결론 및 건의를 포함한 보고서를 1979.9.6. 채택함.
결론

-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우세하며 중·소는 북한의 행동을 저지할 능력이 전무
-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적 양극성과 김일성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불리하며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는 매우 위험
건의

- 주한미군의 철수를 무기한 연기하며, 추가철군은 철군으로 인하여 한·미 군사력의 전투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다는 주한 미군사령관의 확인이 있고, 한반도의 군사균형과 한국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행정부가 취한 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될 경우에만 고려 가능
- 미국은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약속한 대로 군사판매차관을 제공하고 재래무기 이양 정책에 따른
규제에서 한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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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감축), 1974 전2권. V.1 1-7월

1. 주미대사관 김태지 참사관은 1974.2.14. 주한미군 관련 Brown 미 국무성 안보정책 기획과장과 면담
한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FY74의 13개 지상 전투사단이 FY75에 13 1/3 사단으로의 증가는 전체적인 미군 병력수의 증강
이라기보다 지금까지의 현안이던 지원병력/전투병력 간의 비율을 중동전쟁을 계기로 조정하게
된 결과
주한미군 병력은 금년 6월말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그 후 문제는 국무성 및 국방성
고위층 결정사항이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 언급

부에 보고함.
FY74년도 대한 군원관계, 특히 FMS의 집행 지연 문제는 알아보고 선처할 것
북한의 도발행위 야기 원인은 한국의 국내적 혼란 초래, 북한의 테러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 저해와 미국 내 반전 여론의 자극 등이 목적
닉슨 행정부 임기 동안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소나 철수는 생각할 수 없다고 언급

3. 주한 미국대사관 오도노휴 참사관은 1974.3.4. 주한미군에 관한 슈레징거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함.
주한미군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미 정부로서는 현재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으며 만일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
이 없음을 언급
기동 예비군 구상문제는 장차에 있어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뿐이며,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4. 1974.5.22. 토마스 오닐 민주당 원내총무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안은 미 하원 표결 결과 240:163으로
부결됨.
키신저 국무장관은 유럽에서 미군의 일방적 감축은 소련만 이롭게 할 뿐이며 유럽을 제외하면
한국, 일본, 오키나와, 태국 및 필리핀 주둔 미군 감축을 의미하는바, 이는 위험한 조치임을 경고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미대사는 1974.2.27. Seymour Weiss 미 국무성 정치군사국장과의 면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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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감축), 1974. 전2권. V.2 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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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관은 1974.8.2. 미 하원 세출위가 8.1. 제출한 ’
75 국방예산 심의결과 보고서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한 미군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한 미군은 1954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며 정치, 군사적 고려에 의해 계속
주둔 필요성을 인정
한반도 분쟁 발생 시 미군의 자동개입 위험 및 핵전쟁 가능성 극소화가 필요하며 사령부 및
기타 부대조직의 합리화 및 기동력 강화가 필요
1784

UNC, 미8 군사, 주한 미 군사를 통합하여 한국 내 미군 및 한국군에 작전권 부여

- 주한 미 해군 및 미 공군사령부를 상기 통합사령부 작전지휘하에 둔다는 계획
한국군의 운영, 유지비 지원 종결 및 전시 군수지원 이외의 대한 군원 철폐 시사

2. 주미대사는 1974.8월 국무성 관계관 및 미 하원 세출위 전문위원 등과 접촉, 상기 보고서의 배경 등을
파악,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하원 세출위의 Schaff 전문위원 등이 아시아 수개 국 순방 후 제출한 해외주둔 미군에 관한 보
고서 중 비밀사항을 삭제한 후 ’
75 국방예산 지출법안의 심의 참고 자료로 하원 본회의에 제출
한것
행정부 계획이 아니므로 큰 의미가 없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준에는 급작스러운 변동이 없으며
변동 시에는 사전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
공군, 해군의 지휘계통 단일화는 성격상 시행에 많은 어려움 예상
미국의 비상사태 개입 가능성 축소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행사강 화는 서로 상충

3. 기타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 외신기사(1974.3~12월) 등이 다수 편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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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한국 주둔에 관한 자료, 1972

1. 1972년 작성된 미군의 한국주둔에 관련된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미국의 군사지원에 관한 미 대통
령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 박·존슨 공동성명 등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주요
자료는 아래와 같음.
1950.6.27.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에 관한 트루먼 대통령의 성명
1950.6.27. 북한 침략 격퇴를 위한 대한국 유엔원조에 관한 안보이사회 결의
1950.7.7.

통합사령부 설치에 관한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

1953.7.27. 휴전협정 체결에 관한 참전 16개국의 워싱턴 공동선언
1965.5.17. 박·존슨 공동성명 등

2. 동 자료의 후반부는 주한미군의 연도별 증감현황, 주한미군 인가수준, 잔류 주한미군 병력수준, 잔류
미 육군 병력, 주한 유엔군, 현대화 장비내역 등이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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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0.1. 한·미 상호 방위조약 조인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 (Team Spirit) 1979

| 84-1584 |

생산연도

197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4-114 / 24 / 1~16(16p)

1. 주일대사관 관계관이 1979.3.10.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을 방문, Team Spirit 79 관련 소노다 외상의
국회 발언에 대해 문의한바, 동 과장은 아래 요지로 답변함.
소노다 외상의 국회 발언 관련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바, 특히 연습중지 요청 운운으로 사실
을 왜곡 보도한 3.9.자 Japan Times에 대해서는 외무성이 즉시 엄중히 주의를 환기시킴
소노다 외상은 그간 동 훈련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은 한미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중지하라고 요청할 수
1786

없다고 일관하여 답변
국회에서 동 훈련이 남북대화를 촉진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 촉진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남북대화에 유익한지 않은지라고 꼬집어 물어 유익하다고는 생각지 않는
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신문 등이 그동안 여러 차례 표명된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은 보도하
지 않고 문제될 만한 부분만 거두절미하고 보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
위에 비추어 잘못 보도된 신문만을 근거로 한국 측이 내정 간섭적 행동이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 일본 정부로서도 섭섭하게 느껴지게 되고, 왜곡 보도된 신문을 근거로 양국 간에 불필
요하게 응수가 오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므로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과 함께 신문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본국 정부에 잘 보고해 주기를 희망

2. 이에 대해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설사 신문이 진의를 잘못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외상의 발언이 결과적
으로 북한을 고무하는 것이 된다면 한국으로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일본 측이
한국의 안보문제에 관한 언급 등에 있어서는 신문 등에 잘못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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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9

SOFA-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76-77

1. 상수도 요금
미군 측에 적용되는 춘천시, 인천시 및 서울시 상수도 요금 개정 관련, 한·미 행정협정에 따른
협의를 1976.7월(춘천시, 인천시) 및 1977.4월(서울시) 각각 가질 것을 SOFA 한·미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 한국 측 위원장이 미국 측 위원장에게 제의함.

2. 전력 요금
부가가치세 시행으로 1977.7.1.부터 전력 요금이 조정되는 것과 관련, 미8군과의 전력요금 계약
역 분과위 한국 측 위원장이 1977.7.18. 미국 측 위원장에게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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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정을 위하여 한·미 행정협정에 따른 협의를 가질 것을 SOFA 한·미 합동위원회 공공용

미국·소련 재래식 무기판매 제한협상 (CAT)
19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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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국무성(정치군사국)은 1978.8.18. 주미대사관 관계관에게 재래식 무기 판매제한 조치에 관한 미·
소협상(CAT, Conventional Arms Talks)에 대하여 아래 요지로 설명한바, 주미대사관은 동 설명이 미
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각국 공관에 대한 브리핑의 일환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카터 대통령이 1977.5월 유엔연설을 통해 NATO 회원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외
의 국가에 대하여 자발적인 재래식 무기 판매 제한 용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 문제 검토를 시작
하였으며 소련과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간 3차에 걸쳐 소련과 협상
1788

1978.7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3차 회담 결과 앞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 문제를 중점 토의할 것
으로 예상

- 정치적, 법적 기준: 정치적 측면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문서(결의안 등)의 측면에서 무기판매 제한기준
을 설정
- 군사 기술적 기준: 무기판매 ceiling과 no first introduction of advanced weapon 문제
- 지역적 기준: 무기판매 제한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우방의 입장에 깊이 유의하고 있으며 우방의 국방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

2. CAT 제4차 회담이 1978.12.5.~15.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각각
12.19. 및 12.20. 아래 내용을 포함한 기사를 게재함.
미국은 동 회담에서 무기판매 제한 문제 관련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 한하여 토의하기를
원한 데 반하여 소련은 중국, 이란 및 한국에 대하여도 논의할 것을 주장한바, 이 문제를 논의
한 백악관 NSC 회의에서 이란 및 한국 관련 논의 문제를 두고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과 CAT
미측 수석대표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노정

-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이란의 국내적 위기와 주한미군 철수결정 상황에 비추어 소련과 이들 국가들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여 반대하였으며, CAT 수석대표는 이들 국가들 관련 소련의 의
견을 청취하는 것 자체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결국 브레진스키 보좌관의 입장이 채택되어 멕시코시티 회담에서 소련이 중국이나 한국 또는
이란 문제를 제기하면 퇴장할 것과 이러한 입장을 소련 대표단에게 알리도록 미국 대표단에게
훈령하였으며 회담 기간 중에도 브레진스키 보좌관과 CAT 수석대표 간 협상 의제 등과 관련한
견해 차이로 다툼이 있었음을 보도
회담은 별 성과 없이 끝났으며 향후 협상에서의 진전 전망도 밝지 않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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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9

해양법대책위원회 자문위원단 회의, 1979

1979년 중 2회 개최된 해양법대책위원회 자문위원단 회의 준비 관련 내용임.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와 관련한 한국의 해양정책 검토 및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따른 문제점 검
토를 위해 1979.10.12. 자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한바, 개인자격위원 13명, 단체자격위원 6단체 대표
등 19명 중 16명이 참석함.
동 자문위원단 회의를 위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배경과 목적, 경과, 새로운 해양법 질서의
주요 내용 등에 관한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경과와 전망 자료를 작성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 예정인 공식 토의를 앞두고, 협약안 전반에 걸친 검토 및 한국의 최종입
장 수립을 위한 1979.12.18. 자문위원단 회의 소집을 결정함.
3. 1979.10.12. 자문위원단 회의 참석 대상 자문위원 명단, 회의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최종협약안 채택 이전, 참가국이 협약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 기록에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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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협의 해양 환경 보호대책 검토,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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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 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중국석유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제주해협의 석유 루트화
가능성과 관련, 동 해협 일대에서 우려되는 해상오염에 대한 대책의 연구, 협의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79.6월 아래 요지의 검토 자료를 작성함.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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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협의 내수화는 직선기선의 문제 등으로 국제법상 효력에 난점이 있고 내수화 경우에도 무해
통항권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해양환경 보호 면에서는 큰 실익이 없음
- 유조선, 독성물질 운반선 등 특수선박에 대한 제주도 남방항로 지정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음
건의

- 선박의 톤수에 따른 안전 항로대를 분리 설정하고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IMCO) 등 국제기구의 승인
을 획득
- 국제법상의 근거는 없으나 연안국의 권고적 조치로 제주도 남방항로를 지정하고 동 항로의 이용을
권장하되 일본 등 관계국과 협의, 관계국의 행정지도로 시행

2. 대통령 비서실은 1979.7월 상기 외무부 검토 결과 등 관련 부처의 의견과 향후 계획(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단일 구체안 작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3.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하에 1979.7.23. 및 7.31. 외무부, 내무부, 보사부, 국방부, 교통부, 항만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바, 그 결과는 아래 요지임.
해상오염방지수역 설정 및 제주도 남방항로 지정은 실효성이 없으며 제주해협의 통항로 지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큰 실익이 없으나 앞으로의 과제로 계속 연구 필요
제1 행정조정실에서 각 부처 의견을 종합, 보고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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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9

한국의 대오트볼타 원조 (무상원조), 1978-79

1. 1978.7월 및 8월 Domba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보건상 및 Diallo 동국 와가두구 시장은 유류대,
롤러 등을 무상원조해 줄 것을 주재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요청함.
2. 외무부는 1978.9월 부르키나파소 측 요청에 대해 롤러 1대 현물지원은 79년도 예산에서 검토키로
하되 유류대 1만5천 달러는 1978.10월 동국 외상 방한 시 지원키로 정함.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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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흑백 TV 수출자율규제 협상, 19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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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정부가 한국산 흑백 TV 대영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상공부 관계관을 단장
으로 하는 대표단을 1977.7월 영국에 파견, 협상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
후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였고, 그 후 영국 측이 일방적으로 대한 수입 쿼터를 1977
년 및 1978년 각각 35,000대로 결정함.
EC는 영국을 대신하여 GATT 제19조에 의한 상기 TV 수입제한 조치를 1977.12월 GATT 사무국
에 통고
1792

2. 정부는 상기 GATT 제19조에 따른 조치가 한국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된 점, 영국이 동 조치의 이유
로 제시한 한국 업체가 30만 대 이상의 대영 수출을 계획한다는 등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등을 감안,
영국 정부와의 재교섭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3. 1978.3월 GATT 이사회가 개최된바, 영국과의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 GATT 제23조에 의
한 제소는 유보하고 주제네바대사가 1978.3.14. 이사회에서 영국의 조치가 GATT 규정을 위반한 것이
므로 이를 철회하고 양자 교섭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자는 요지로 발언함.
일본, 미국, 홍콩,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캐나다, 호주, 헝가리, 나이지리아 등 14개국이 한국
입장 지지 발언
의장의 제의로 본건 양자 교섭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되 그 진전 여하에 따라 이사회가 다시
취급하기로 결정

4. 한·영 양국은 상기 GATT 이사회 결정에 따른 양자 협의에서 업계 간 자율규제 형태로 한다는 원칙
에 합의하고 양국 업계 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5. 한·영 양국의 관련 업계 간 회담이 1978.7.10. 및 8.30. 런던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어 아래와 같이
합의함.
흑백 TV 대영 수출물량을 1977 및 1978년도 기존 쿼터(연 35,000대)에 각 5천 대씩 1만 대
증량, 1979년도 수출물량 6만 대 (1977 및 1978년도 쿼터에 추가하여 1979년까지 7만 대 확보)
TV 쿼터가 합의되었으므로 영국 측은 GATT 제19조에 의한 일방조치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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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지역 국가 정세, 1979

1. 가이아나(주베네수엘라대사 보고)
1979.7.14. 수도 조지타운에서 시위 사태로 경찰과 시위대 간 난투극이 벌어져 취재 중이던
사진기자 1명 등 사상자 발생

- 중심가에 위치한 정부청사 건물이 화재로 소진된바, 야당 소속 인사들에게 혐의를 두고 이들을 구속
한 것이 시위를 촉발

2. 도미니카 공화국(주베네수엘라대사 보고)
인상을 예상한 매점매석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가 공급정상화를 위해 주유소와 정유공장에 군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외신이 보도
1979.8.31. 태풍으로 1.000여 명 사망, 농사 90% 파괴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외신이
보도하였으며 대통령 명의 위로전 발송 계획
도미니카 검찰, 발라게르 전 대통령 측근에 의한 쿠데타 음모를 발견하고 현역 및 예비역 장성
들을 비롯한 17명의 가담자들을 체포하였다고 1979.10.6. 발표

3. 도미니카 연방(주캐나다 및 베네수엘라 대사 보고)
정부의 공무원 봉급 인상 약속 불이행과 파업금지법에 대항, 1979.5.30. 노조원과 시민들의
시위가 발생하여 방위군의 총격 사건으로 이어졌고 야당과 교회 및 경제계 등이 가세하여 전국
규모로 확대
대통령의 국외 탈출, 각료 전원 사임 등으로 헌정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 내각의 농업상이
수상으로 취임하였으며 동 수상은 1979.12.21. 베네수엘라 방문

4. 파나마
로요 대통령이 1979.4.27.부터 유럽 순방 후 귀로에 미국을 비공식 방문하며 미국 체재 중 카터
대통령을 만나서 새로운 파나마 운하 조약의 진전 상황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언론이 보도
미국 하원 해사소위원회가 파나마 운하 조약 시행 법안에 관한 청문회를 1979.6.6. 개최한바,
공화당의 보수파 의원들은 파나마가 니카라과 게릴라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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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3.26. 산토도밍고에서 생필품 가격 인상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한바, 휘발유 가격

재일본 교민 서훈,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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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대사는 정부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재일 거류민단 조직 강화와 교민사회 발전 및 모국과의
유대강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국위를 선양한 재일 유공 교포에 대한 서훈을 건의하고 1978.9.6. 및
9.12. 공문으로 서훈 대상자를 추천함.
2. 외무부는 1978.11.9. 상기 대상자에 대한 서훈을 총무처에 추천하였으며 총무처는 1979.1.4. 재일
거류민단 중앙본부 단장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 59명에 대한 서훈을 통보함.
1794

3. 외무부는 훈장 및 훈장증을 송부 예정임을 주일대사에게 통보한바, 주일대사는 1979.3월 중 구성될
민단 새 집행부의 본국 방문 시 대통령 예방을 건의하고 동 예방 기회 서훈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상기 신임 민단간부의 대통령 예방과 유공교포 59명에 대한 대통령 친수 가능 여부를 4.25.
대통령 비서실에 문의
유공교포에 대한 서훈이 5.15. 대통령 친수로 결정되었으며 신임 민단간부도 동시에 접견키로
하였음을 5.12. 주일 각 공관에 통보

4. 동 예방 및 서훈식이 신임 민단 간부 13명, 수훈자 48명(59명 중 11명 신병 등으로 불참) 및 국무총리
와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979.5.15. 청와대 영빈관에서 거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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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운 전 해군참모총장 일본 내 반한 활동,
1975-79

1 이용운 전 해군참모총장은 1975.1.13. 일본 국회 제1 의원회관에서 유신체제는 종신대통령이 목적이
며 북한위협 주장은 유신체제 유지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국군 장병들은 민주 편에 서서 궐기 바란다
는 등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2. 외무부는 이용운이 한국의 내란을 선동하는 입국목적 외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즉시 강제 퇴거시키
도록 일본 외무성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주일대사에게 훈령하고, 외무부 본부도 1975.1.14. 주한 일본
주일대사관 공사가 1975.1.14. 일본 법무성 입관국장을 방문,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를 요청한
데 대해 입관국장은 이용운이 1975.4.21.까지 체류허가가 되어 있는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언급

3. 주일대사는 이용운이 1975.1.16. 미국 향발 출국하였으며 재입국 허가 기간이 1975.4월말까지임을
보고함.
주일대사관 공사가 1975.1.17.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에게, 주일대사는 1.18. 일본 외무차관에게
동인의 일본 재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
주일대사관은 이용운 소지 여권이 무효화되었음을 1975.1.31. 및 2.4. 일본 법무성 입관국 측에
통보하고 재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
일본 법무성 입관국 관계관은 1975.3.11. 주일대사관 관계관에게 이용운이 재입국 허가기간
만료 전 입국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제가 있다고 언급

4. 이용운이 1975.3.19. 일본에 재입국하였음을 주일대사가 보고함.
주일대사관 공사가 1975.3.20. 일본 법무성 입관국장을 만나 이용운의 퇴거조치를 요청한 데
대해 입관국장은 동인의 입국허가 시 엄중한 서약을 받았으며 동 서약을 어길 경우 강제출국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
주일대사관 공사가 1975.4.11. 면담한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이용운이 미국 영주권 수속에 2~3
개월이 필요하다고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는 4.21. 종료되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강제출국을 강력히 요청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 대리는 1975.4.18. 주일대사관 공사를 초치하고 이용운의 체류기간 연
장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 (허가도 불허도 않고 미국 영주신청이 허가되어 출국
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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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관계관을 초치하여 강제퇴거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함.

주일대사는 이용운이 1975.5.8. 미국 영주사증을 받아 5.31. 미국으로 퇴거하였음을 보고

5.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이용운이 1978.4.10. 신문기자들과의 회견에서 과거의 언행을 반성하고
조국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동인의 방한 희망 여부 확인 등을 훈령하였으며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동인이 방한
을 희망하고 있음과 동인의 전향이 본국의 국력신장과 교포사회에서 반정부운동이 열세에 몰리
1796

는 상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이용운은 1978.8.11.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여권을 수교 받아 귀국하였으며 마이니치
신문은 동인이 1978.8.24.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전향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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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7차, 1979.3.7

1. 일본 법무성은 1979.2.6. 영사 면접(오무라 수용소), 2.14. 예비절충, 2.21. 중앙절충을 거쳐 송환선이
3.7 오무라 출발, 3.8. 부산 도착하는 제87차 강제송환 일정을 제의하였으며 한국은 송환 대상자 명부
의 관계부처 접수 및 심사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예비절충에서 중앙절충까지 적어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주일대사관은 강제송환 대상자 명부, 조사표 및 사진을 1979.1.27. 일본 측으로부터 인수하여
외무부에 송부
1797

155명 중 62명을 보류하고 93명 송환을 결정함.
3. 일 법무성에서의 강제송환 예비절충(주일대사관 및 일본 법무성 관계관)과 외무성에서의 중앙절충(주
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및 법무성 관계관)에서 송환대상자 추가 및 보류 등 절충 결과 총 대상자 196
명, 보류 55명, 송환 141명으로 확정됨.
절충과정에서 일본 측은 장기간 송환 보류된 자들과 협정영주권 및 법률 126호 해당자들 관련,
아래 입장 표명

- 한국 측의 인수거부로 장기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들은 추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조
속한 인수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
- 협정영주권 및 법률 126호 해당자들을 인수치 않을 경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한국
이 계속 인수를 거부할 경우 정규적인 인사내왕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법무성 내에 상존
한국은 상기 일측 주장에 대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양국 실무자 회담 조
속 타결을 촉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일측이 일방적으로 인수만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더욱이 인사내왕 제한 운운은 전연 별개의 사안을 혼합시키는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

4. 일본 법무성은 송환선박의 교체로 인한 승선 가능 인원 제한, 재판 결과 송환 중지 판결, 자비 귀국 등
요인에 따라 이번 송환선 편 귀국자 수가 116명임을 1979.3.7. 주일대사관에 통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1979.2.6. 오무라 수용소에서 강제송환 대상자를 면접 심사하여 총 대상자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8차, 197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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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법무성은 제88차(1979년) 강제송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제의함.
6.12. 오무라 수용소 영사면접
6.21. 법무성 예비절충
7.4.

외무성 중앙절충

7.12. 송환선 출항
7.13. 송환자 인도
1798

2.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1979.6.12. 오무라 수용소에서 강제송환 대상자를 면접 심사하고 대상자 166명
중 67명을 보류하고 99명 송환을 결정함.
3. 법무성 예비절충(주일대사관 및 법무성 관계관)과 외무성 중앙절충(주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및 법
무성 관계관)에서 각각 10명 및 29명 추가에 합의하여 총 대상자 193명 중 55명 보류, 138명 송환으
로 결정된바, 송환 확정자 중 자비 귀국, 형사사건 미결 등을 제외하면 송환선 편 귀국자는 129명임.
절충과정에서 일측은 한국이 협정영주권자나 법률 126호 해당자를 계속 인수하는 성의를 보인
것과 새로 적발된 밀입국자를 거의 남기지 않고 인수하는 데 대해 평가하고 장기 수용자들
중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미처리자에 대하여도 성의를 다해 줄 것을 요청
한국 측은 상기 협정영주권자 등의 인수가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양국 실무자 회담의
조속 타결을 위한 최대한의 성의 표시라는 점 등을 강조하고 실무자 회담에 대한 일측의 성의
와 송환 보류자들의 가방면 또는 특별재류 등의 조치를 촉구

4. 주일대사는 상기 송환자 중 퇴거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6명과 자비 출국하는 8명을 제외한 115명
이 1979.7.13. 부산 도착하는 송환 선편 귀국 예정임을 7.12.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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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9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9차,
1979.11.7

1. 일본 법무성은 제89차(1979년) 강제송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제의함.
9.21. 오무라 수용소 영사면접 (추후 주일대사관 사정으로 9.26.로 변경)
10.11. 법무성 예비절충
10.26. 외무성 중앙절충
11.7.

송환선 출항

11.8.

송환선 부산항 도착

중 52명 보류하고 92명의 인수를 결정함.
3. 법무성 예비절충(주일대사관 및 법무성 관계관)과 외무성 중앙절충(주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및 법
무성 관계관)에서 각각 21명 및 18명 추가 인수에 합의하여 총 대상자 177명 중 46명 보류, 131명 송
환으로 결정된바, 이 중 6명이 자비 귀국하여 송환선 편 귀국 예정자는 125명임.
일본 측은 예비절충 과정에서 한국이 협정영주권자 및 법률 126호 해당자를 인수하는 성의를
보여 주었음을 평가하고 일본도 가방면 및 특별재류 허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고 하면서 앞으로 한국 측이 장기 수용자들에 대해 성의를 다해 줄 것을 요청
한국은 상기 일측 입장에 대해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양국 실무자 회담의 조기 타결
을 위해 지금까지 협정영주권자 및 법률 126호 해당자를 인수하였는바, 일본 측이 장기 송환 보
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무자 회담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4. 주일대사관은 송환선이 예정대로 1979.11.8. 부산항 접안 예정이며 송환선 수용능력 관계로 상기
송환자 중 10명을 자비 귀국시키기로 하여 송환선 편 귀국자가 115명임을 11.7.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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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1979.9.26. 오무라 수용소에서 강제송환 대상자를 면접 심사하고 대상자 144명

주브라질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972-79.
전3권. V.3 19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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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브라질대사는 총 예산 950,000달러로 1974.12.12. 시작한 공관 신축공사 진행과 전망에 대하여
1976.2.27. 아래 요지 보고하고 추가 공사비 지원을 건의함.
1976.2월말 현재 청사 95%, 관저 75%, 조경공사 및 기타는 60% 진척되었으며 2월 말까지 총
공사비 전액 집행
예상치 20%를 훨씬 웃돌아 정부 공식통계 29.4%에 이른 물가상승, 임금의 급격한 상승, 건축
자재 품귀 등이 공사비 부족의 원인
1800

경쟁입찰 응찰 가격이 예정금액을 월등히 초과하여 공사비 절감을 위해 신축공사를 건축업자에
게 맡기지 않고 공관 직영의 실비 정산방식으로 착공하였는바, 당초 너무 적은 금액의 공사비
책정
감리인이 추산한 공사비 부족액은 184,933달러 정도인바, 공관이 산출한 부족액은 물가상승
요인으로 공사 재개 시점에 따라 상이
추가 공사비 조달 방안으로 본부로부터의 신규 영달과 현 공관청사 및 관저 처분방안이 있는
바, 공사 재개 시기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되는 점을 감안, 추가 공사비의 조속 영달 건의

2. 주브라질대사는 1976.2.28.부터 공사 중단 상태에 있는 신축공사 관련, 감리인이 최종적으로 산출한
약 216,000달러 규모의 추가 공사비 상세를 보내온바, 감리인은 종합 감리보고서에서 공사비 부족이
불가항력으로 간주되며 공사 시공은 대체로 성실했다고 평가함.
3. 외무부는 1976.5.10. 추가 공사비 215,256.31달러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1976.6.24. 주브라질대사에
게 송금하였으며, 주브라질대사는 1976.7.5. 공사를 재개하여 11.30. 완공하고 예산 부족으로 끝내지
못한 조경공사 일부는 추후 단계적으로 보완 예정임을 보고함.

생산연도
생 산 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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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외교일지
| 1984년 |
1984.1.1.

한·브루나이 외교관계 수립, 주브루나이대사관 개설 (총영사관에서 승격)

1.1.

주카라치(파키스탄) 총영사관 개설 (출장소에서 승격)

1.1.	한·호주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발효
(조약 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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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Steenkamp, Petrus A.J.M. 네덜란드 상원의장 방한

1.7.

김영섭 제2대 주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1.7.

한·모리타니 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 (조약 832호)

1.7.~20.

정준기 북한 부총리 토고 방문

1.8.~19.	김영주 외무부 본부대사 중미 순방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그레나다)
1.9.~12.

Compton, John 세인트루시아 수상 방한

1.9.~13.

Carvajal Herrera, Mario 코스타리카 수출투자성장관 방한

1.10.

북한, 남북한 불가침선언 및 미국·북한 평화협정 체결 제의

1.10.

북한, 3자회담 제의 (평양방송)

1.11.

국토통일원, 대북한 버마 암살폭발사건 반성 및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 촉구

1.12.

미국, 북한에 4자회담 제의

1.13.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남북한 직접대화 제의

1.13.	대한민국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각서교환 (1983.3.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93호)
1.14.~22.

김운혁 북한 부총리 루마니아 방문

1.16.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해운협정 발효 (조약 833호)

1.18.~19.

Murkowski, Frauk H.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방한

1.18.~22.

Bhichail Rattakul 태국 부수상 방한

1.19.

Chavez-Soto, Jorge 초대 주한 페루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19.~22.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의원단 방한
- 단장: Addabbo, Joseph R. 의원

1.20.	<1976.5.17.자>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의 <제24, 25조> 개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 (외무부고시 95호)

1984
1.21.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발효 (조약 834호)
1.25.

박종상 제3대 주쿠웨이트대사 신임장 제정

1.27.

주한 미국총영사관(부산) 개설

1.27.~29.

Armitage, Richard H. 미국 국방성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방한

1.29.~2.4.

이태섭 정무제1장관 Lusinchi, Jaime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2.1.

김성구 주바누아투대사 신임장 제정 (피지 상주)

2.1.

한·쿠웨이트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발효 (조약 829호)

2.1.~5.

Conteh, Abdulai Osman 시에라리온 외상 방한

2.1.~18.	채문식 국회의장 터키, 중동 및 중미 순방 (바레인, 요르단, 자메이카, 도미니카공
화국)

1803

- 수석대표: 주동운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Lawrence 영국문화원 미주·태평양·아시아
지역담당 부책임자

2.3.

한·이탈리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서명, 발효 (조약 836호)

2.4.~7.

Hawke, Robert J.L. 호주 수상 방한

2.4.~8.

이태섭 정무장관 미국 방문 (GSP 수혜연장 교섭차)

2.5.~9.

김종호 국회 예결위원장 미국 방문

2.7.

제1차 한·미국 섬유회담 (Washington, D.C.)

2.7.~14.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중국(구 중공) 방문

2.9.~14.

봉두완 국회외무위원장 서구 순방 (프랑스,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

2.10.	진의종 국무총리, 민족자결과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를 강조하는 대북한
서한 발송
2.10.

한·바베이도스 간의 사증면제협정 서명 (1984.3.11. 발효, 조약 837호)

2.13.

최배식 초대 주브루나이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13.~15.

유치송 민한당 총재 베네수엘라 방문

2.13.~21.

이진희 문화공보장관 영국 방문 (한국미술5천년전 개막식 참석)

2.14.

이상열 제4대 주버마대사 신임장 제정

2.14.~17.

Holbrooke, Richard 전 미국 국무성 차관보 방한

2.15.

김대용 제4대 주파나마대사 신임장 제정

2.15.~19.

Kayyal, Alawi Darwishi 사우디아라비아 우체성장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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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1차 한·영국 상설혼성위원회 (서울)

2.15.~25.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미국, 캐나다 방문

2.16.~24.

유치송 민한당 총재 미국 방문

2.18.~3.9.

정준기 북한 부총리 니카라과 방문

2.19.~20.	Tyson, C.P. 미국 대통령 안보담당 부보좌관 방한
- 미국의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 협의차

2.20.~21.

제2차 한·일 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 (동경)

2.20.~27.

진의종 국무총리 아시아 순방 (홍콩, 싱가포르, 브루나이 독립 경축식 참석)

2.21.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서명 (1986.11.9. 발효, 조약 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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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

Valencia Vasquez, M. 에콰도르 국회 부의장 방한

2.21.~25.

Young, Andrew 미국 Atlanta 시장 방한

2.22.

장선섭 초대 주바베이도스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22.~25.

진의종 국무총리 브루나이 독립 경축식 참석

2.22.~27.

Gina, Lloyd M. 솔로몬아일랜드 국회의장 방한

2.23.~24.	제3차 한·미국 경제협의회 (서울)
- 수석대표: 노재원 외무차관 / Wallis 국무성 경제담당차관

2.25.~28.

Rawabdeh 요르단 Amman 시장 방한

2.27.~3.1.

Mohamed, H.M. 스리랑카 교통체신장관 방한

2.27.~3.2.

Said, Kafe 코모로 외상 방한

2.29.~3.2.

Rawiri, George 가봉 제1부수상 겸 교통장관 방한

2.29.~3.4.

Niaz 파키스탄 문화상 방한

3.1.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발효 (조약 835호)
3.2.	제1차 한·일본 외교정책협의회 (서울)
- 수석대표: 이상옥 외무부 제1차관보 / 나카지마 외무심의관

3.3.

한·파키스탄 간의 해운협정 서명 (1984.4.1. 발효, 조약 839호)

3.4.~6.

Eu, March Fong 미국 California주 국무장관 방한

3.4.~9.

Cussianovich Valderrama, Miguel A. 페루 감사원장 방한

3.4.~9.

Shannon, Paul 영국 통산성 국무상 방한

3.5.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서명, 발효
(조약 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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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제11차 한·미국 상공장관 회담 (Washington, D.C.)
-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 Baldrige 상무장관

3.7.	강성산 북한 총리, 2.10.자 진의종 국무총리 서한에 대한 답신 발송
- 3자회담 제의 수락 촉구

3.7.

장선섭 주앤티가바부다대사 신임장 제정 (바베이도스 상주)

3.9.

장선섭 초대 주세인트키츠네비스대사 신임장 제정 (바베이도스 상주)

3.10.	진의종 국무총리, 남북한 당사자회담의 당위성 강조 및 남북한 당국 최고책
임자회담 수락 촉구 성명 발표
Julio Quigano, Carlos 파나마 상공장관 방한

3.11.

한·바베이도스 간의 사증면제협정 발효 (조약 837호)

3.11.~14.

Allen, Richard 전 미국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 방한

3.11.~14.

Kalpokas 바누아투 에너지장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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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4.	제7차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Ottawa)
-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 Regan, Gerald 상공장관

3.12.~14.

한·노르웨이 섬유쿼터 협상 (Oslo)

3.12.~16.	제4차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총회 대비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
사회위원회(ESCAP) 공업장관 회의 (Bangkok)
3.13.	Al-Toobi, Hamed bin Nasser M. 초대 주한 오만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3.8. 부임)
3.13.

Holborow, David G. 제3대 주한 뉴질랜드대사 신임장 제정

3.14.

김병연 제6대 주우루과이대사 신임장 제정

3.14.~16.	Matheson, Scott M. 미국 Utah 주지사 방한
- 수원·Salt Lake City 자매결연 추진

3.14.~17.

Alberto Miglozzi, J. 아르헨티나 하원 상무위원장 방한

3.15.

장선섭 주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대사 신임장 제정 (바베이도스 상주)

3.18.~24.

Elwarthy, J.H. 뉴질랜드 토지산림장관 비공식 방한

3.19.~22.

Kelly, William B. GATT 사무차장 방한

3.19.~23.

금진호 상공장관 이집트 방문 (Cairo 국제박람회 참가)

3.19.~4.13.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 (Kingston, 자메이카)
3.24.~30.

정준기 북한 부총리 남예멘 방문

3.24.~4.3.

김용섭 북한 특사(외교부 부부장) 에티오피아 방문

3.25.~26.

Regan, Donald 미국 재무장관 방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10.~14.

3.25.~26.

Sherman, William 미국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3.26.~28.

한·일본 어업자원 전문가회의 (나가사키)

3.27.~29.	제1차 한·요르단 혼성위원회 (Amman)
- 수석대표: 신정섭 외무부 제2차관보 / Dokhgan, Omar A. 국가기획위원장

3.27.~4.20.	한병채 국회 법사위원장, 중남미 순방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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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0.

Netzler, Jacob O. 서사모아 농업장관 방한

3.29.~31.

제18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동경)

3.30.

Mousa, Kais M. 제2대 주한 이라크총영사 부임

4.1.

한·파키스탄 간의 해운협정 발효 (조약 839호)

4.1.~4.

Gihero, John 파푸아뉴기니 경찰장관 방한

4.1.~7.

제71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및 134차 이사회 (Geneva)

4.2.	한·바레인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1984.5.21. 발효. 조약
841호)
4.2.~3.	한·미국 항공회담 (서울)
- 수석대표: 배병승 외무부 경제국장 / Willis, 국무성 경제담당 부차관보

4.2.~4.

Coates, R.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4.2.~8.

정준기 북한 부총리 소말리아 방문

4.3.~4.	제1차 한·자이르 합동위원회 (Kinshasa)
- 수석대표: 신정섭 외무부 제2차관보 / Lengenma, 외무국제협력성 국제협력차관

4.3.~24.

Sihanouk 캄보디아 주석 북한 방문

4.4.~13

김용섭 북한 특사(외교부 부부장) 기니비사우 방문

4.4.~5.13.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아프리카 순방(콩고, 루안다, 부룬디, 자이르,
카메룬, 세이셸)
4.5.~7	제2차 한·가봉 공동위원회 (Libreville)
- 수석대표: 신정섭 외무부 제2차관보 / Ratanga, Sylvestre 외무협력성 사무총장

4.7.

김용권 제3대 주카타르대사 신임장 제정

4.7.~9.

Bolkiah, Hassanal 브루나이 국왕 방한

4.8.~15.

파키스탄 무역사절단 방한

4.9.

제1차 남북체육회담 (북한 측 퇴장으로 결렬)

4.10.~14.

Rithauddeen 말레이시아 통상장관 방한 (서울국제무역회의 참석차)

1984
4.10.~15.

기시 사카에 일본 오사카 부지사 방한

4.11.	강영훈 초대 주아일랜드대사 신임장 제정 (영국 상주)
- 1983.10.4. 외교관계 수립

Joseph, Lance L. 제8대 주한 호주대사 신임장 제정

4.12.

Whelan, Charles V. 초대 주한 아일랜드대사 신임장 제정 (일본 상주)

4.12.

Zambrano Cardenas, Ramiro 제3대 주한 콜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4.12.

신동원 제4대 주인도대사 신임장 제정

4.12.

장기안 제4대 주방글라데시대사 신임장 제정

4.12.

최봉름 제7대 주코트디부아르 대사 신임장 제정

4.12.~18.

Muhammad Fabhil Hussein 이라크 주택건설상 방한

4.13.~15.

Ongpin, Roberto 필리핀 무역공업상 방한 (서울국제무역회의 참석차)

4.13.~15.

국제무역회의 (서울)

4.13.~16.

Regan, Gerald 캐나다 국제교역장관 방한 (서울국제무역회의 참석차)

4.13.~18.

Lambsdorff, Otto Graf 독일 경제장관 방한

4.13.~20.

Alimadi, O. 우간다 총리 북한 방문

4.15.~18.

Martens, Wilfried 벨기에 수상 방한

4.15.~18.

Murkowski, Frank H.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방한

4.15.~20.

Reddemann, Gerhard 독일 하원 내독관계분과위원장 방한

4.16.~23.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파키스탄 방문

4.17.~20.

Goldwater, Barry 미국 상원의원 방한

4.17.~27.

제10차 국제연합다국적기업위원회(UNCTC) 회의 (New York)

4.17.~27.	제40차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 (동경)
- 수석대표: 이정오 과학기술처장관

4.18.

노재원 제6대 주캐나다대사 신임장 제정

4.18.	한·독일 간의 초지연구사업의 제4차 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94호)
4.18.~21.

Bordallo, Ricardo 미국령 Guam 지사 방한

4.19.~20.

한·태국 해운회담 (Bangkok)

4.19.~5.6.	국회 국방위원회의원단 미국 방문
- 단장: 김영선 국방위원장

4.20.~22.

Al-Thani, Sheikh Khalifa bin Hamad 카타르 국왕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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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4.21.	한·카타르 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협정 서명 (1984.6.16. 발효, 조약 843호)
4.21.~25.

Stack, K. 파푸아뉴기니 산업개발장관 방한

4.22.~25.

Howe, Geoffrey 영국 외상 방한

4.22.~27.

Botchwey, Kwesi 가나 재무상 방한

4.22.~28.

제7차 한·일본 수자원회의 (동경)

4.23.~24.

한·인도 해운회담 (New Delhi)

4.23.~25.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기니 방문 (수교 교섭차)

4.24.

윤태현 제4대 주에콰도르대사 신임장 제정

4.24.

이정수 제4대 주중앙아프리카대사 신임장 제정

4.24.~25.

제2차 한·미국 에너지실무위원회 (Washington, D.C.)

1808 4.24.~5.3.	
제17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Islamabad, 파키스탄)
- 수석대표: 유종탁 농수산부 제1차관보

4.24.~5.4.

제12차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특혜 특별위원회 (Geneva)

4.24.~5.11.	제25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특별총회 (Montreal)
- 수석대표: 노재원 주캐나다대사

4.25.	한·기니비사우 외교관계 수립
- 1983.12.22. 합의의정서 교환

4.25.~27.	제1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Amsterdam)
- 수석대표:‘김만제’재무장관

4.25.~5.1.

Henri 룩셈부르크 황태자 방한

4.26.~28.

Campbell, W. Bennett 캐나다 원호성 장관 방한

4.27.~5.1.

Ajibade, Tiamiou 베냉 외무장관 북한 방문

4.28.~5.1.

Spath, Lothar 독일 Baden Wuerttemberg주 수상 방한

4.29.

김만제 재무장관 미국 방문

4.29.~5.1.

김성배 건설장관 말레이시아 방문

4.29.~5.3.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단 콜롬비아 및 페루 방문
- 단장: 김영선 위원장

4.29.~5.3.	콜롬비아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Pastrana Borrero, Misael 보수당 총재 (전 대통령)

4.30.

제2차 남북체육회담

4.30.~5.11.

제7차 국제연합인간거주위원회(UNCHS) 회의 (Li-bre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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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13.	국제해사기구(IMO) 특정물질의 해상 수송에 관련된 피해의 책임과 배상에 관
한 국제회의 (London)
4.30.~5.27.	국회 특별사절단 페루, 아르헨티나 방문
- 단장: 정재철 재무위원장

5.1.~2.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 1984.5.1. 외무장관회담

윤영교 제4대 주뉴질랜드대사 신임장 제정

5.2.~18.

제18차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이사회 (Vienna)

5.3.~7.

교황 요한 바오로(John Paul) 2세 방한

5.4.~11.

Ho Yao-Bang(호요방) 중국(구 중공) 당 총서기 북한 방문

5.5.~25.

제3차 국제연합개발 10년대 국제개발전략 이행 평가위원회 (New York)

5.7.~9.

Thorn, Gaston 구주공동체(EC) 집행위원장 방한

5.7.~17.	제3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Geneva)
- 수석대표: 김정례 보건사회장관
- 이사국(1984~87년도) 피선

5.8.~9.	1984년도 제1차 한·일본 생사류회담 (동경)
- 수석대표: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 하시모토 히로시 외무성 아시아국장

5.8.~13.

Atiyeh, Victor G. 미국 Oregon 주지사 방한

5.9.

정순근 제10대 주독일대사 신임장 제정

5.9.~10.	제16차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 (서울)
- 수석대표: 윤성민 국방장관 / Weinberger, Casper W. 국방장관

5.9.~12.	제20차 아프리카개발은행/아프리카개발기금(AFDB/AFDF) 총회 (Tunis, 튀니지)
- 수석대표: 김만제 재무장관

5.9.~14.

Ferrari 세이셸 외상 북한 방문

5.9.~23.

권익현 특사(국회의원)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모로코 방문

5.10.~12.	한·미국 비공식 상공장관 회담 (Washington D.C.)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 Baldrige, Malcolm 상무장관

5.12.

최상섭 제5대 주인도네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5.14.~20.

Gleysteen, William H. 전 주한 미국대사 방한

5.16.

Basnayake, Arthur 주한 스리랑카대사 신임장 제정 (일본 상주)

5.16.
5.16.

Gibson Joseph D. 주한 피지대사 신임장 제정 (일본 상주)
Opas, Pauli S. 주한 핀란드대사 신임장 제정 (일본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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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16.~29.

제12차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관리이사회 (Nairobi, 케냐)

5.16.~7.1.	김일성 북한 주석 소련 및 동구 순방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5.17.

장선섭 주그레나다대사 신임장 제정 (바베이도스 상주)

5.17.~21.

Sancho Bonilla, Javier 코스타리카 대통령실 장관 비서실장 방한

5.18.~22.	채문식 국회의장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 Chiang Ching-Kuo(장경국) 제7대 총통, 부총통 취임식 참석차

5.21.

한·바레인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발효 (조약 841호)

5.21.~23.

금진호 상공장관 미국 방문 (EXPO 84 참관)

5.21.~23.

김기수 주포르투갈대사 기니비사우 방문 (원조공여국회의 참석차)

제63/64차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 (서울)
1810 5.21.~25.	
- 수석대표: 주병국 재무차관
5.22.

김창훈 제12대 주필리핀대사 신임장 제정

5.22.	한·독일 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 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96호)
5.22.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 어업협력협정
서명 (1984.9.19. 발효, 조약 852호)
5.22.~25.

Barry, Marrion 미국 Washington, D.C. 시장 방한

5.22.~26.

Mansouri 아랍연맹 동경사무소장 방한

5.22.~27.

Turbay Turbay, Hernando 콜롬비아·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5.22.~28.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통계 세미나 (서울)

5.23.~28.

Corea, Gamani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방한

5.24.~26.

한·벨기에 통상장관 회담 (Brussels)

5.24.~27.

Henrik 덴마크 여왕 부군 방한

5.24.~6.9.

금진호 상공장관 구주 순방 (벨기에,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5.25.

제3차 남북체육회담 (판문점)

5.26.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의원단 방한
- 단장: Anthony, Bery 의원

5.26.~30.

Wick, Charles 미국 공보처장 방한

5.26.~6.10.	수교교섭단 중미 순방 (트리니다드토바고, 바하마, 과테말라, 벨리즈)
- 단장: 박건우 외무부 미주국장

5.27.~30.

Jayewardene, Junies Richard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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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이원호 제3대 주오만대사 신임장 제정

5.28.

한·스리랑카 간의 무역협정 서명 (1984.10.8. 발효, 조약 853호)

5.28.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서명 (1986.6.20. 발효, 조약8 81호)
Brown, William 미국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5.29.

Keita 말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방한

5.29.

한국올림픽위원회(KOC),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6.1.) 제의

5.29.~6.1.

한·독일 통상장관 회담 (본)

5.29.~6.8.

과학기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CSTD) 참석 (New York)

5.30.

윤영교 주서사모아대사 신임장 제정 (뉴질랜드 상주)

5.30.~6.2.

정해융 주과테말라대사 Duarte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

5.31.~6.2.

한·영국 통상장관 회담 (London)

6.1.

제3차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동경)

6.1.

북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거부 서한 송부

6.1.

북한·동독 간의 우호협력협정 체결

6.1.	제3차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동경)
- 수석대표: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 하시모도 히로시 외무성 아시아국장

6.2.~5.

정호용 육군 참모총장 파나마 방문

6.2.~6.

한·프랑스 통상장관 회담 (Paris)

6.5.~8.

Son Sann 민주캄푸치아연정 수상 비공식 방한

6.6.~9.

한·스웨덴 통상장관 회담 (Stockholm)

6.6.~27.	제7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Geneva)
- 정한주 노동장관 옵서버 참석

6.7.~8.

제2차 한·미국 섬유회담 (서울)

6.7.~13.

Owen 전 한·자메이카 친선협회장 방한

6.8.

Gitonga, Philip G. 주한 케냐대사 신임장 제정 (일본 상주)

6.8.

Koroma, Abdul G. 초대 주한 시에라리온대사 신임장 제정 (UN 상주)

6.8.

Sandoval Cojulun, Jose A. 주한 과테말라대사 신임장 제정 (일본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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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9.

6.10.~12.	제1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Baghdad)
- 수석대표: 김성배 건설장관 / Abdul Jabar Abdul Rahim Al-Asadi 교통체신장관

6.10.~15.

Laurant, Andre 프랑스‘Le Monde’지 사장 방한

6.10.~17.

Manuel Echeverria, Carlos 코스타리카·한 친선협회장 방한

6.11.~15.

Hernandez Gil, Antonio 스페인 국정자문회의 의장 방한

6.12.~14.

김성배 건설장관 쿠웨이트 방문

6.13.

이규현 주아이슬란드대사 신임장 제정 (노르웨이 상주)

6.13.	마산 주재 스페인 명예영사관 개설
- 명예부영사: Montalt, Rodrigu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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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5.

Klibi, Chedli 아랍연맹 사무총장 방한

6.15.

구충회 제8대 주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6.15.~17.

Soares, Mario 포르투갈 수상 방한

6.16.

한·카타르 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협정 발효 (조약 843호)

6.16.	한·포르투갈 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협정 서명 (1985.1.9. 발효, 조약
856호)
6.16.~19.

Gaviria Trujillo, C.A. 콜롬비아 하원의장 방한

6.16.~19.	Saldivar, Carlos Augusto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 6.19. 공동성명 발표

6.16.~20.

Thomson, David 뉴질랜드 국방상 방한

6.18.

북한·불가리아 간의 우호협력협정 체결

6.18.	한·말레이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 (조약 842호)
6.18.~7.27.	제19차 만국우편연합(UPU) 총회 (Hamburg)
- 수석대표: 오명 체신차관

6.20.

허승 제2대 주오트볼타대사 신임장 제정

6.21.~24.	Perpich, Rudy 미국 Minnesota 주지사 방한
- 전라남도·Minnesota주 자매결연 추진

6.21~7.6.	이원경 외무장관 구주 순방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로마교황청, 벨
기에, EC, 독일, 프랑스)
6.25.

한·일본 간의 83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 (조약 844호)

6.25.

한·기니비사우 외교관계 수립

6.25.~29.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독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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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11.

제17차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New York)

6.27.~28.

한·노르웨이 장기 섬유협상 (서울)

6.28.~30.

Kakarya 파푸아뉴기니 건설공업상 방한

6.29.

신정섭 제8대 주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6.29.

서울 주재 칠레 명예영사관 개설 (명예영사: 김현철)

7.1.~6.

강석홍 주우간다대사 말라위 독립기념식 참석

7.1.~6.

Da Silva Nzengue 중앙아프리카 공보체육상 방한

7.2.

박민수 제3대 주자메이카대사 신임장 제정

7.2.

주말라위대사관 개설

7.3.	제2차 한·구주공동체(EC) 고위협의회 (Brussels)
- 수석대표: 이원경 외무장관 / Davignon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한·스위스 항공회담 (서울)

7.3.~7.

Lainez Vodanovic, Dagoberto 페루 하원의장 방한

7.5.

한·룩셈부르크 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 (조약 849호)

7.6.~9.

아베 신따로 일본 외상 방한

7.7.~9.	일본 중의원 의원단 방한
- 단장: 곤도 의원

7.7.~14.

Obodowski, Janusz 폴란드 부총리 북한 방문

7.8.~12.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단 방한
- 단장: Edwards, Jack 의원

7.9.~12.	Diouf, Abdou 세네갈 대통령 방한
- 7.10. 한·세네갈 경제각료회담

7.10.~15.

Garrett Allon, Julio 볼리비아 하원의장 방한

7.12.	한·세네갈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 (1985.9.2. 발효, 조약
870호)
7.14.~8.24.	박성철 북한 부주석 아프리카 순방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 나이지리아, 짐
바브웨)
7.16.~19.

Tejada de Putzeys, Eugenia I. 과테말라 문교장관 비공식 방한

7.17.~20.

제3차 한·미국 섬유회담 (Washington, D.C.)

7.18.~19.

한·일본 어업실무자회의 (서울)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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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2.

Rafidah Aziz, Datin Paduka 말레이시아 공공기업성장관 방한

7.19.

Figuerero, Juan M. 제4대 주한 아르헨티나대사 신임장 제정

7.19.~20.

Barletta, Nicholas Ardito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 방한

7.22.~24.

Machel, S.M. 모잠비크 대통령 북한 방문

7.23.~26.

Estime, Jean-Robert 아이티 외상 방한

7.24.~27.

염보현 서울시장 인도네시아 방문

7.25.

박수길 제6대 주모로코대사 신임장 제정

7.25.	제6차 한·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 (서울)
- 수석대표: 이정오 과학기술처장관

7.25.	한·중국(구 중공) 체육회담 (Los Angeles)
-수석대표: 이영호 체육장관 / Li Meng-Hua 체육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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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0.

Rahman, Abdul 브루나이 개발장관 방한

7.25.~8.2.

박권흠 국회 건설위원장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7.26.	한·아이티 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협정 서명 (1985.3.13. 발효,
조약 858호)
7.26.~27.

제2차 한·필리핀 자원협력위원회 (서울)

7.27.~8.13.

염보현 서울시장 미국 및 캐나다 방문

7.28.~8.1.

Cordovez, Diego 유엔 특별정치담당 사무차장 방한

7.29.~30.

제22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동경)

7.31.~8.4.	Jugnauth, Anerood 모리셔스 수상 방한
- Gayan, Anil K. 외무장관 수행

8.1.	한·모리셔스 경제각료회담 (서울)
- 수석대표: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Jugnauth 수상

8.4.~8.	멕시코 국회의원단 방한
- 단장: Palacio Lopez, A.R. 상원의원

8.5.~9.

강성산 북한 총리 중국(구 중공) 방문

8.5.~25.

강경식 특사 (대통령 비서실장) 남미 순방 (에콰도르, 우루과이, 브라질)

8.6.~9.

Paz Barnica, Edgardo 온두라스 외무장관 방한

8.6.~13.	제4차 세계인구회의 (Mexico City)
- 김정례 보건사회장관 참석

8.7.~11.

채문식 국회의장 파푸아뉴기니 방문 (국회의사당 개관식 참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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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

제12차 한·일본 의원연맹 총회 (동경)

8.9.~16.

Muwanga 우간다 부통령 겸 국방상 북한 방문

8.10.

Mananshiku 잠비아 국방장관 북한 방문

8.10.

특허협력조약(2장 유보) 한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840호)

8.13.	중국(구 중공) 민항기 납치범 국외 추방
- 1983.5.5. 한국에 불시착

8.13.~15.

니카이도 스스무 일본 자민당 부총재 방한

8.13.~19.

권이혁 문교장관 미국 방문

8.13.~23.

Sherman, William 미국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8.14.~22.	제8차 아·아농촌재건기구(AARRO) 총회 (Port Louis, 모리셔스)
- 수석대표: 강석재 주케냐대사

Beye, Alioune B. 말리 외무장관 북한 방문

8.17.~22.

Pystynen, E. 핀란드 국회의장 북한 방문

8.17.~22.

박성철 북한 부주석 탄자니아 방문

8.20.~23.

정석모 민정당 정책위원장 미국 방문 (공화당 전당대회 참관차)

8.20.~25.

강성산 북한 총리 루마니아 방문

8.21.~24.

Mbasogo 적도기니 대통령 북한 방문

8.21.~28.

Mintoff, D. 몰타 수상 북한 방문

8.22.	주레바논대사관 재개설 (동 Beirut 지역)
- 8.27. 서 Beirut에 완전 복귀

8.22.	한·방글라데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발효 (조약 846호)
8.23.~25.

다나카 다츠오 일·한 친선협회장 방한

8.24.~29.

Koenig, Fridrich 오스트리아 국민당 원내총무 방한

8.25.

국제섬유의류기구(ITCB) 설립 약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848호)

8.26.~31.

De Donnea, Francois X. 벨기에 개발협력성장관 방한

8.27.~31.

Nga Gnii-Voue To, Clement M.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 방한

8.27.~9.2.

김성배 대통령 특사(건설장관) 리비아 혁명 제15주년 기념식 참석

8.27.~9.3.

Senanayake 스리랑카 국회의장 방한

8.30.

Mousa, Kais Mahmood 제3대 주한 이라크총영사 부임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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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21.

8.30.~9.4.	제6차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회의 (서울)
- 수석대표: Soedjarwo 임업성 장관

9.1.

최봉름 주니제르대사 신임장 제정 (코트디부아르 상주)

9.3.~4.	제14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 (서울)
-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 Moore 대외무역상 겸 체육상

9.5.	한·독일 간의 독일 단기 전문가의 한국 파견을 위한 기금의 충당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97호)

1816

9.5.

한·독일 간의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98호)

9.6.~8.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9.7.~10.

Ratanga, Sylvestre 가봉 외무차관 방한

9.7.~11.

이종옥 북한 부주석 불가리아 방문

9.8.

북한 적십자사, 한국 수재민에 물자제공 제의

9.9.~15.

Wone 세네갈 내무상 방한

9.10.~20.

Haugstvedt, Asbjorn 노르웨이 상무해운장관 방한

9.12.~17.	Jawara, Dawda Kairaba 감비아 대통령 방한
- Jabang , Lamin K. 외무장관 수행

9.12.~23.

금진호 상공장관 인도네시아, 태국 방문

9.13.

황남자 제5대 주가봉대사 신임장 제정

9.13.~14.	제1차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 (Jakarta)
-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 Saleh, Rachmat 통상장관

9.13.~14.	제6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서울)
- 수석대표: 최동규 동력자원장관 / Subroto 광업에너지성 장관

9.14.

한국 적십자사, 북한 측 물자제공 제의 수락

9.14.~20.

사쿠라우치 요시오 전 일본 외상 방한 (제20차 APPU/APU 총회 참석차)

9.16.~20.

McClelland, Douglas 호주 상원의장 방한

9.17.

한·노르웨이 해운협정 서명, 발효 (조약 851호)

9.17.~19.

제20차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 총회 (서울)

9.17.~20.

제1차 한·벨기에 상설혼성위원회 (Brussels)

9.18.

전순규 제5대 주자이르대사 신임장 제정

9.18.	제1차 한·스웨덴 정책협의회 (Stockholm)
- 수석대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 Eliasson, Jan 외무성 정무차관보

9.18.~22.

이시바시 일본 사회당 위원장 북한 방문

1984
9.18.~24.

Al-Mazidi, Isa I. 쿠웨이트 체신장관 방한

9.18.~28.	제9차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Geneva)
- 홍성좌 특허청장

9.18.~12.18.	제39차 국제연합(UN) 총회 (New York)
- 수석대표: 이원경 외무장관

9.19.

Cambell, Donald W. 제5대 주한 캐나다대사 신임장 제정

9.19.

Dargam Cruz, Ciro Amaury 제2대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 신임장 제정

9.19.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 어업협력협정 발효
(조약 852호)
9.19.~10.10.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미국 방문 (유엔총회 및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참석차)
9.20.~21.	제2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 (Ottawa)

9.20.~21.	제7차 한·태국 통상장관 회담 (Bangkok)
-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 Kosol, Krairiksh 상무장관

9.20.~23.

Bond, Christoper 미국 Missouri 주지사 방한

9.21.	한·뉴질랜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1984.9.30. 발효, 외무
부고시 99호)
9.21.

한·칠레 간의 문화협정 발효 (조약 850호)

9.21.~23.

Bongo, El Hadj Omar 가봉 대통령 방한

9.22.

한·가봉 간의 항공운수협정 서명

9.23.~25.

Willis, Ralph 호주 고용 및 노사관계장관 방한

9.23.~10.3.

Matthia, Anam 토고 NOC 위원장 겸 IOC 위원 방한

9.24.

Abdulssayed, Mohamed A. 제2대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대사 신임장 제정

9.24.	한·우간다 외교관계정지 (10.18. 대사관 철수)
- 1963.3.26. 외교관계 수립
- 1984.9.24. 강석홍 주우간다대사 출국령
- 1986.4.19. 관계 정상화 (5.20. 대사관 재개설)

9.24.~27.	제41차 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IMF/IBRD) 총회 (Washington, D.C.)
- 수석대표: 김만제 재무장관

9.24.~28.	제2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Vienna)
- 수석대표: 이정오 과학기술처장관

9.24.~29.

제72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및 제135차 이사회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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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대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 Kilpatrick, Robert A.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9.24.~30.

Karaduman, Necmettin 터키 국회의장 방한

9.25.~29.

Ibrahim 말레이시아 농림장관 방한

9.26.~28.

Sawadogo, Rita 부르키나파소 체육상 방한

9.26.~29.	제8차 77그룹 외무장관회의 (New York)
- 수석대표: 이원경 외무장관

9.26.~9.30.	Julio, Humberto 칠레 외무차관 방한
- 아시아·태평양 지역 칠레 공관 차석회의 주재

9.26.~10.2.

Bolkiah, Sufri 브루나이 왕자 방한 (OCA회의 참석차)

9.27.~29.

Levesque, Rene 캐나다 Quebec주 수상 방한

9.27.~29.

1984년도 제2차 한·일본 생사류회담 (서울)

1818 9.27.~10.2.

Ugarte Centurion, D. 파라과이 상공장관 방한

9.28.

Samaranchi Torello, Juan A.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방한

9.28.~10.2.

Alonso, Justo 우루과이 국방장관 방한

9.28.~10.4.	Arenas Suarez, Alvaro 콜롬비아 보안성 장관 방한
- Betancur 대통령의 친서 전달

9.29.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845호)
9.29.~10.6.

Mohammed 아랍에미리트연합국 특사 방한 (국군의날 행사 참석차)

9.30.

한·뉴질랜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99호)

9.30.~10.2.

Maynard 수리남 국방경찰장관 방한

9.30.~10.2.

와타나베 게이타로 일본 통합막료회의 의장 방한

10.1.	한·호주 간의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부속약정 소급발효
(1984.10.16. 서명, 외무부고시 100호)
10.2.

주한 아이티대사관 개설

10.2.~5.	제39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 외교사절의 보호 및 안전강화조치 의제 토의시 북한의 랑군범죄 규탄

10.2.~6.

El-Tayeb, Omar Mohamed 수단 제1부통령 겸 국가안보상 방한

10.3.~6.

Luce, Richard 영국 외무담당 국무상 방한

10.3.~11.2.

손성필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프랑스 방문

10.4.

한국, 제4차 남북체육회담 재개촉구 서한 발송

1984
10.5.~8.	제4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정부간 체육 및 스포츠위원회(UNESCO/
ICPES) 회의 (Paris)
이종옥 북한 부주석 동독 방문

10.6.~13.

Mkhonza 스와질란드 외무차관 방한

10.8.

한·스리랑카 간의 무역협정 발효 (조약 853호)

10.8.~11.

Muhammad 남예멘 대통령 북한 방문

10.9.

장명관 초대 주기니비사우대사 신임장 제정 (세네갈 상주)

10.9.~12.

이원경 외무장관 Barletta, Nicholas Ardito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10.11.

제4차 한·미국 섬유회담 (Washington, D.C.)

10.12.

신병헌 부총리경 경제기획원 장관, 남북경제회담 개회 제의

10.13.~15.

Crepeau 프랑스 수송업 장관 방한

10.13.~16.

Edwards, Nicholas 영국 Wales 담당장관 방한

10.13.~28.	경제사절단 중남미 순방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멕시코)
- 단장: 최호중 상공차관

10.14.~17.

Adham, Majid 이라크 특사 방한

10.14.~19.

Diallo, Cellou 기니 축산장관 방한

10.15.

주젯다(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 개설

10.15.~19.

제43차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총회 (Arusha, 탄자니아)

10.15.~20.

Karamanev 불가리아 부총리 북한 방문

10.16.

김환 북한 정무원 부총리, 남북경제회담 동의

10.16.	한·호주 간의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부속약정 서명
(1984.10.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10.16.~18.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소련 방문

10.16.~25.	제39차 국제교육국(IBE) 국제교육회의 (Geneva)
- 수석대표: 박쌍용 주제네바대사

10.16.~11.4.	이종옥 북한 부주석 남예멘 및 아프리카 순방 (기니, 적도기니, 잠비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10.17.~20.

Abdul Kadir bin Haji 말레이시아 외무차관 방한

10.17.~20.

Sheffield, Bill 미국 Alaska 주지사 방한

10.18.

신정섭 주룩셈부르크대사 신임장 제정 (벨기에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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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1.

10.18.

주우간다대사관 철수

10.18.~19.

제1차 한·미국 철강협상 (Washington D.C.)

10.19.

Francois, Yves 초대 주한 아이티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0.19.

Lee, Khoon Choy 주한 싱가포르대사 신임장 제정 (일본 상주)

10.19.

Lopez-Calvo, Edgar Arturo 초대 주한 과테말라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0.19.

Massamba Kalamba 주한 자이르대사 신임장 제정 (일본 상주)

10.19.

주한 아이티 상주대사관 설치

10.19.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비준서 기탁 (1985.4.19. 발효, 조약 854호)

10.19.~21.

마츠나가 노부오(宋永 信雄) 일본 외무차관 방한

10.22.~24.

Abdul-Khail, Mummad A. 사우디아라비아 재무경제장관 방한

1820 10.22.~26.	
제8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 (Paris)
- 수석대표: 지연태 주이탈리아대사

10.22.~27.

Ochoa de Ardila 콜롬비아 외무차관 방한

10.23.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동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부속서 3-5 유보) 한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847호)
10.23.~26.

Steger, Nobert 오스트리아 부수상 겸 상공장관 방한

10.23.~26.

Toma, Maiava 서사모아 외무차관 방한

10.23.~27.

Chia Cheong Fook 싱가포르 외무차관 방한

10.24.

제4차 한·오스트리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서울)

10.24.~25.

제2차 한·미국 철강협상 (서울)

10.24.~26.

M’
zali, Mohamed 튀니지 수상 방한

10.25.~26.

제6차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본회의 (Bangkok)

10.24.~11.5. 정준기 북한 부총리 알제리 방문
10.25.~11.5.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주석관계 심포지엄 (난닝, 중국)
10.27.~11.7.

Djaisi, Franz A.Y. 가나 외무성 차관보 방한

10.29.~30.	제4차 한·벨기에 정책협의회 (서울)
- 수석대표: 이복형 외무부 구주국장 / Nortum, Baron Patrick 외무부 아주국장

10.29.~11.1.

Gayoom, Maumoon Abdul 몰디브 대통령 방한

10.29.~11.1.

Minikon, Christopher 라이베리아 외무차관 방한

10.30.~31.	제4차 한·미국 정책협의회 (서울)
- 수석대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 Rodman, Peter 국무성 정책기획실장

1984
10.30.~11.1.	제8차 한·네덜란드 혼성위원회 (서울)
- 수석대표: 박련 외무부 경제국장 / Huibregtse 경제성 부차관보

10.30.~11.1.	GATT 국제수지위원회 대아국협의회 참석 (Geneva)
- 이형구 재무부 제1차관보 외 6명

10.31.	한·몰디브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1985.9.13 발효, 조약 866호)
한·몰디브 간의 문화협정 서명 (1985.8.15. 발효, 조약 865호)

10.31.~11.3.

Dahlsten, Ulf 스웨덴 수상실 차관 방한

11.2.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남북경제회담 대표 구성(7명) 제의

11.2.~5.

박성철 북한 부주석 Gandi 인도 수상 장례식 참석

11.2.~6.

채문식 국회의장 인도 방문 (Gandhi, Indira 수상 장례식 참석차)

11.3.~9.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 호주 및 인도네시아 방문

11.5.

포르투갈, 홍콩총영사에게 아카크 겸임 영사 인가장 발급

11.5.	한·독일 간의 음성지역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개발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101호)
11.6.	한·독일 간의 연세대학교 내 재활원 건립 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102호)
11.7.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를 위한 협약 서명 (1986.12.26. 발효, 조약 907호)
11.7.~8.

제1차 한·룩셈부르크 자원협력위원회 (서울)

11.7.~22.

이기백 합참의장 구주 순방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11.8.~15.

Schulte, Dieter 독일 교통성 정무차관 방한

11.8.~19.

공진태 북한 부총리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11.8.~2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에티오피아 방문

11.9.~12.

Haig, Alexander 전 미국 국무장관 방한

11.9.~20.

오진우 북한 인민무력부장 이집트 방문

11.10.

김환 북한 부총리, 남북경제회담 대표 구성(7명) 동의

11.11.~15.

Lanari, Aguirre 전 아르헨티나 외상 방한

11.12.~14.	제1차 한·미국 과학기술각료회의 (서울)
- 수석대표: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 / Schneider, William 국무성 안보 및 과학기술담당
차관
- 11.14. 과학·기술관계 양해각서 교환

11.12.~15.

제20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회담 (Addis Ababa)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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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11.12.~16.	제53차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 (London)
- 최동진 주영공사 옵서버로 참석

11.12.~17.

진의종 국무총리 프랑스, 포르투갈 방문

11.12.~17.	제14차 미주기구(OAS) 총회 (Brazilia)
- 수석대표: 유병현 주미대사

11.13.~16.	미국 하원 군사위원 의원단 방한
- 단장: Price, Melvin 위원장

11.14.

제17차 한·일본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동경)

11.15.	제1차 남북경제회담 (판문점)
- 제2차 회담 1984.12.5. 개최 합의

1822

11.15.	한·독일 간의 한국 석탄사업에의 새로운 채탄 방식의 도입 및 재해 예방사업
의 계속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103호)
11.17.	한·스위스 간의 정기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
환, 발효 (외무부고시 104호)
11.17.~23.	이상옥 외무차관 중동 및 태국 순방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 진의종 국무총리 구주 순방 수행 후

11.17.~25.

박성철 북한 부주석 루마니아 방문

11.19.	제2차 한·터키 건설협력 합동회의 (서울)
- 수석대표: 이승윤 해외건설협회장 / Giray, Ismail Safa 건설장관

11.19.

한국,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재촉구 서한 발송

11.19.~21.	제17차 한·일본 무역회담 (서울)
- 수석대표: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 고토 도시오 외무성 아시아국장

11.19.~23.

야마모토 코이치 전 일본 사회당 서기장 방한

11.20.

Casal, Anibal R. 초대 주한 파라과이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1.20.

Ronan, Sean G. 주한 아일랜드대사 신임장 제정 (일본 상주)

11.20.

Sada, Yusef W. 주한 나이지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일본 상주)

11.20.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예비접촉
- 제8차 본회담 85.1월중 서울 개최 합의

11.20.

주한 파라과이대사관 개설

11.20.~23.

Feinstein, Dianne 미국 San Francisco 시장 방한

11.21.

임동원 제7대 주호주대사 신임장 제정

11.21.~23.

Gutman, Francis 프랑스 외무차관 방한

1984
11.22.

한국,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85.1.22.~25. 서울 개최 제의

11.22.~24.

Fairbanks, Richard M. 미국 국무성 태평양협력관계 담당대사 방한

11.23.~12.16.	강경식 특사(대통령 비서실장) 아프리카 순방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나
이지리아, 자이르, 에티오피아)
11.24.	한·독일 간의 한국기계금속연구소 내 산업안전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105호)
11.26.~27.	제11차 한·독일 경제실무자회담 (서울)
- 수석대표: 이상옥 외무차관 / Von Wurzen, Dieter 경제성 차관

11.26.~28.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비공식 방문

11.26.~29.	제40차 관세무역에 관한·일반협정 (GATT) 총회 (Geneva)
- 수석대표: 박쌍용 주제네바대사

11.27.

북한, 제2차 남북경제회담 1985년으로 연기 통보

11.28.~12.1.

Harding, William 영국 외무성 부차관 방한

11.29.~30.

한·미국 저작권관계 실무회의 (서울)

11.30.

이문수 제5대 주네팔대사 신임장 제정

11.30.~12.4.	이탈리아 국회의원단 방한
- 단장: Tassone, Mario 하원의원 겸 공공사업성 차관

12.1.	한·쿠웨이트 간의 지정 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협정 서명 (1985.12.1. 발효, 조약 871호)
12.1.~5.

Minhas 아·아농촌재건기구(AARRO) 사무총장 방한

12.2.~6.

Blanchard, Francis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

12.3.~6.	코모로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Selim 상공회의소 회장

12.4.~20.

이관영 건설차관 미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및 일본 순방

12.5.~6.	제2차 한·미국 문화교류위원회 (서울)
- 수석대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 Nevitt, Robert L.M. 공보처 동아시아·
태평양담당국장

12.5.~6.	제5차 한·영국 경제협의회 (London)
- 수석대표: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 / Hutton 상공성 차관보

12.5.~7.

제3차 한·미국 철강협상 (Washington D.C.)

12.5.~8.	Celeste, Richard F. 미국 Ohio 주지사 방한
- 12.5 경상북도·Ohio주 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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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12.14. 노태우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튀니지 및 영국 방문

1823

12.5.~3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동구 및 이란 순방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12.6.~8.

황장엽 북한 노동당 서기 오스트리아 방문

12.6.~21.

이원경 외무장관 아주 순방 (브루나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12.7.~8.	제29차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집행이사회 (Manila)
- 수석대표: 손관호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장

1824

12.8.~14.

금진호 특사(상공장관) 몰디브, 스리랑카 방문

12.9.~13.

Burke, Brian T. 서호주 수상 방한

12.10.

강성산 북한 총리, 88올림픽 서울 개최 반대 담화 발표

12.10.~11.

제5차 한·미국 섬유회담 (Washington, D.C.)

12.10.~12.	현희강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일본 방문 (한·일본 실무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참석차)
12.10.~12.

제12차 관세협력이사회(CCC) 정책위원회 (Brussels)

12.10.~14.

제101차 국제소맥이사회(IWC) 회의 (London)

12.11.~12.	제4차 한·독일 정책협의회 (서울)
- 수석대표: 이복형 외무부 구주국장 / Keil, Franz 외무성 아주국장

12.12.~15.

Gutierrez, Carlos Jose 코스타리카 외상 방한

12.13.~16.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스페인 방문

12.15.~21.

Subhi Yasin Khudayr 이라크 광공업장관 방한

12.16.~18.

김충일 북한 외교부 부부장 스위스 방문

12.17.	제1차 한·이란 경제협의회 개최 (Teheran)
- 수석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 Khosrowtaj 상무성 차관

12.17.~19.

황장엽 북한 노동당 서기 독일 방문

12.19.~21.

김충일 북한 외교부 부부장 오스트리아 방문

12.20.~22.
12.20.~22.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이라크 방문
1984년도 제3차 한·일본 생사류회담 (동경)

12.21.

Ahmad A. Kamal 초대 주한 파키스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2.21.

Sirman, Metin 제7대 주한 터키대사 신임장 제정

12.21.

미카나기 기요히사 제7대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제정

12.21.

정우영 제5대 주핀란드대사 신임장 제정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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