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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해제집은 2018년도에 공개된 1987년도 외교문서 내용을 요약·수록하였다.
- 1967~88년도 문서 내용도 일부 포함
2. 해제는 각 문서철별로 문서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인 흐름과 그 주요 내용을 집약함으로써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3. 해제문의 수록 순서는 각 문서철의 연도순/주제순(분류번호순)이며 각 해제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생산연도·생산부서·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국가명은 현재 시점의 표기를 따르되,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5. 해제집은 목차, 본문, 부록(외교일지, 1987년)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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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한·카나다 정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87.11.26.-27.
200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7.3.10.-11.
201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4차. 서울, 1987.5.25. 전2권 V.1 기본문서
202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4차. 서울, 1987.5.25. 전2권 V.2 자료
203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7.11.12.-13.
204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6차. 서울, 1987.3.23.
205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7차. Washington, D.C., 1987.9.10.-11. 전2권. V.1 기본문서
206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7차. Washington, D.C., 1987.9.10.-11. 전2권. V.2 참고자료
207 Lagos(나이지리아) Forum
208 관내 공관장회의, 1985-87년도 - 카나다
209 미국지역 명예영사 회의. Washington, D. C., 1987.9.18.
2 1 0 총영사회의, 1987년도 - 미국. Washington, D.C., 1987.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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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1 기본문서Ⅰ (1986.12-87.2)
212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2 기본문서Ⅱ (1987.3)
213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3 연회 및 행사
214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4 장관 개별면담
215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5 자료Ⅰ
216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6 자료Ⅱ
217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7 말씀자료 및 연설문
218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8 공관자료 (구주지역Ⅰ)
219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9 공관자료 (구주지역Ⅱ)
220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10 공관자료 (중동지역)
221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11 공관자료 (아프리카지역Ⅰ)
222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12 공관자료 (아프리카지역Ⅱ)
223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13 토의요록 및 결과보고
224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7.2.12.-21. 전6권 V.1 기본계획
225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7.2.12.-21. 전6권 V.2 공관 건의사항 및 본부방침
226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7.2.12.-21. 전6권 V.3 토의요록
227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7.2.12.-21. 전6권 V.4 자료 I (브리핑 자료)
228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7.2.12.-21. 전6권 V.5 자료 II (아주공관)
229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7.2.12.-21. 전6권 V.6 자료 III (미주공관)
230 특별공관장 회의, 1987년도. 서울, 1987.11.30.-12.3. 전3권 V.1 기본계획
2 3 1 특별공관장 회의, 1987년도. 서울, 1987.11.30.-12.3. 전3권 V.2 토의록 및 공관건의
232 특별공관장 회의, 1987년도. 서울, 1987.11.30.-12.3. 전3권 V.3 자료
233 한·미국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4차. Washington, D.C., 1987.4.28.-29.
234 태평양 연안국가 협력회의(A Conference on the Pacific Rim), Los Angeles, 1987.10.14.-16.
235 태평양시대의 지역협력 국제심포지엄, 서울, 1987.11.23.-25.
236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5차. 서울, 1987.7.29.-30.
237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1987.6.8.-12. 전5권 V.1 사전준비 I (1984-87.5.24.)
238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1987.6.8.-12. 전5권 V.2 사전준비 II (1987.5.25.- 6.7.)
239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1987.6.8.-12. 전5권 V.3 공동성명서
240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1987.6.8.-12. 전5권 V.4 결과 및 후속조치
2 4 1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1987.6.8.-12. 전5권 V.5 자료
242 Garrett Aillon, Julio 볼리비아 부통령 방한, 1987.7.9.-14. 전2권 V.1 기본문서
243 Garrett Aillon, Julio 볼리비아 부통령 방한, 1987.7.9.-14. 전2권 V.2 영접준비 및 자료
244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987.9.8.-18. 전5권 V.1 사전 준비
245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987.9.8.-18. 전5권 V.2 결과 및 후속 조치
246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987.9.8.-18. 전5권 V.3 자료Ⅰ
247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987.9.8.-18. 전5권 V.4 자료Ⅱ
248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987.9.8.-18. 전5권 V.5 언론보도
249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의전], 1987.9.8.-18. 전4권 V.1 기본 문서
250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의전], 1987.9.8.-18. 전4권 V.2 영접준비
2 5 1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의전], 1987.9.8.-18. 전4권 V.3 일정
252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의전], 1987.9.8.-18. 전4권 V.4 자료
253 Ahmed Abdallah ABDEREMANE 코모로 대통령 방한, 198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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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Carpio Nicolle, Roberto 과테말라 부통령 방한, 1987.4.8.-12.
255 말레이지아 전 국왕 및 부국왕 방한
256 GYANENDRA Bir Bikram Shah 네팔 왕제 방한, 1987.6.30.-7.6. 전3권 V.1 기본문서
257 GYANENDRA Bir Bikram Shah 네팔 왕제 방한, 1987.6.30.-7.6. 전3권 V.2 의전
258 GYANENDRA Bir Bikram Shah 네팔 왕제 방한, 1987.6.30.-7.6. 전3권 V.3 자료
259 Gustaf, Carl XVI 세 스웨덴 국왕 방한, 1987.9.2.-4.
260 Carlos, Juan 스페인 국왕 방한 초청계획
2 6 1 Bouterse, Desire Delano 수리남 대통령 방한, 1987.8.24.-28.
262 Ford, Gerald 전 미국 대통령 방한, 1987.10.10.-13.
263 노신영 전 국무총리 중국(대만) 방문, 1987.10.2.-6.
264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 사전준비(기본계획 I)
265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2 사전준비(기본계획 II)
266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3 국별교섭(네덜란드)
267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4 국별교섭(포르투갈)
268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5 국별교섭(스페인)
269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6 국별교섭(덴마크)
270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7 국별교섭(이탈리아, 교황청)
2 7 1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8 국별교섭(비공식방문지, 경유지)
272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9 의제(부내)
273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0 의제(관계부처)
274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1 수상회담 자료
275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2 자료(네덜란드 I)
276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3 자료(네덜란드 II)
277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4 자료(포르투갈)
278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5 자료(스페인)
279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6 자료(덴마크)
280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7 자료(이탈리아)
2 8 1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8 연설문 I
282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9 연설문 II
283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20 수행원, 항공일정 및 기타
284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21 결과보고 및 면담록
285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22 감사서한
286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23 후속조치
287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24 언론보도
288 Esquivel, Manuel 벨리즈 수상 방한, 1987.4.13.-17. 전3권 V.1 기본문서
289 Esquivel, Manuel 벨리즈 수상 방한, 1987.4.13.-17. 전3권 V.2 의전
290 Esquivel, Manuel 벨리즈 수상 방한, 1987.4.13.-17. 전3권 V.3 자료
2 9 1 Mara, Kamisese 전 휘지 수상 방한, 1987.8.3.-7.
292 Alliali, Camille 코트디부아르 국무장관 방한, 1987.6.12.-15.
293 Seaga, Marie E. 자메이카 수상 부인 비공식 방한, 1987.9.14.-21.
294 Ozal, Turgut 터키 수상 방한, 1986.11.4.-7. 전5권 V.1 사전교섭
295 Ozal, Turgut 터키 수상 방한, 1986.11.4.-7. 전5권 V.2 일정 및 수행원
296 Ozal, Turgut 터키 수상 방한, 1986.11.4.-7. 전5권 V.3 관계부처 협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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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Ozal, Turgut 터키 수상 방한, 1986.11.4.-7. 전5권 V.4 계기별 말씀자료
298 Ozal, Turgut 터키 수상 방한, 1986.11.4.-7. 전5권 V.5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자료 포함)
299 VA'AI Kolone 서사모아 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1987.8.28.-9.1. 전2권 V.1 기본문서
300 VA'AI Kolone 서사모아 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1987.8.28.-9.1. 전2권 V.2 자료
3 0 1 오재희 외무차관 스리랑카 및 방글라데시 방문, 1987.3.9.-18.
302 최광수 외무장관 벨기에 방문, 1987.4.29.-30.
303 최광수 외무장관 프랑스 방문, 1987.10.20.-23. 전4권 V.1 기본문서
304 최광수 외무장관 프랑스 방문, 1987.10.20.-23. 전4권 V.2 결과보고
305 최광수 외무장관 프랑스 방문, 1987.10.20.-23. 전4권 V.3 자료 I
306 최광수 외무장관 프랑스 방문, 1987.10.20.-23. 전4권 V.4 자료 II (참고자료)
3 0 7 오재희 외무차관 과테말라 방문, 1987.7.1.-3. 전2권 V.1 기본문서
308 오재희 외무차관 과테말라 방문, 1987.7.1.-3. 전2권 V.2 자료
309 박쌍용 외무차관 태국 방문, 1987.11.7.-14.
310 최광수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87.4.19.-24. 전3권 V.1 기본문서
3 1 1 최광수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87.4.19.-24. 전3권 V.2 기자회견
3 1 2 최광수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87.4.19.-24. 전3권 V.3 자료
3 1 3 최광수 외무장관 튀니지 방문, 1987.10.26.-29.
3 1 4 최광수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7.9.17.-10.4. 전5권 V.1 사전교섭 I : 6-8월
3 1 5 최광수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7.9.17.-10.4. 전5권 V.2 사전교섭 II : 9월
3 1 6 최광수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7.9.17.-10.4. 전5권 V.3 활동 및 결과보고
3 1 7 최광수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7.9.17.-10.4. 전5권 V.4 한.미국 외무장관 회담자료
3 1 8 최광수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7.9.17.-10.4. 전5권 V.5 자료
3 1 9 Choudhury, Humayun Rasheed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방한. 전3권 V.1 기본문서
320 Choudhury, Humayun Rasheed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방한. 전3권 V.2 자료 I
3 2 1 Choudhury, Humayun Rasheed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방한. 전3권 V.3 자료 II
322 Tsering, Dawa 부탄 외무장관 방한, 1987.4.29.-5.2. 전2권 V.1 기본문서
323 Tsering, Dawa 부탄 외무장관 방한, 1987.4.29.-5.2. 전2권 V.2 면담자료
324 브라질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325 Dato ZAKARIA 브루나이 외무차관 방한, 1987.7.1.-5.
326 Rivera Bianchini, Carlos 코스타리카 외무차관 방한, 1987.11.23.-26.
327 Boutros Boutros GHALI 이집트 외무담당 국무장관 방한, 1987.10.28.-11.3. 전2권 V.1 기본문서
328 Boutros Boutros GHALI 이집트 외무담당 국무장관 방한, 1987.10.28.-11.3. 전2권 V.2 의전 및 자료
329 Acevedo Peralta, Ricardo 엘살바돌 외무장관 방한, 1987.4.15.-18. 전2권 V.1 기본문서
330 Acevedo Peralta, Ricardo 엘살바돌 외무장관 방한, 1987.4.15.-18. 전2권 V.2 자료
331 Papoulias, Karolos 그리스 외무장관 방한, 1987.9.13.-16. 전3권 V.1 기본문서
332 Papoulias, Karolos 그리스 외무장관 방한, 1987.9.13.-16. 전3권 V.2 의전
333 Papoulias, Karolos 그리스 외무장관 방한, 1987.9.13.-16. 전3권 V.3 자료
334 Tiwari, Narayan D. 인도 외무장관 방한, 1987.5.17.-19. 전2권 V.1 기본문서
335 Tiwari, Narayan D. 인도 외무장관 방한, 1987.5.17.-19. 전2권 V.2 자료
336 Abraham TAMIR 이스라엘 외무차관 방한, 1987.5.9.-13.
337 하마노 다께시(浜野剛)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 방한, 1987.6.7.-11.
338 Shearer, Hugh L. 자메이카 부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1987.2.23.-27.
339 Taher MASRI 요르단 외무장관 방한, 1987.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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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Kabua, Jiba B. 마샬아일란드 외무차관 방한, 1987.10.30.-11.3.
3 4 1 Shailendra Kumar UPADHYAYA 네팔 외무장관 방한초청계획
342 Wagner Tizon, Allan 페루 외무장관 방한, 1987.6.16.-18. 전2권 V.1 기본문서
343 Wagner Tizon, Allan 페루 외무장관 방한, 1987.6.16.-18. 전2권 V.2 자료
344 Dhanabalan, Suppiah 싱가포르 외무장관 방한계획
345 Abdul Karim KOROMA 시에라리온 외교장관 방한, 1987.5.5.-8. 전2권 V.1 기본문서
346 Abdul Karim KOROMA 시에라리온 외교장관 방한, 1987.5.5.-8. 전2권 V.2 자료
347 Hameed, Shalhul 스리랑카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348 Abdurahman Jama Barre 소말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7.11.26.-28. 전3권 V.1 사전준비
349 Abdurahman Jama Barre 소말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7.11.26.-28. 전3권 V.2 결과보고
350 Abdurahman Jama Barre 소말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7.11.26.-28. 전3권 V.3 자료
3 5 1 El Shareef Zein El Abdeen Yousif EL HINDI 수단 외무장관 방한초청계획
352 PRAPASS Limpabandhu 태국 외무부 정무차관 방한, 1987.3.23.-26.
353 KASEM S. Kasemsri 태국 외무차관 방한, 1987.7.12.-15.
354 Mahabir, Errol E. 전 트리니다드토바고 외무장관 방한, 1987.6.21.-28.
355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7.3.6. 전3권 V.1 기본문서
356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7.3.6. 전3권 V.2 의전
357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7.3.6. 전3권 V.3 자료
358 Armacost, Michael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87.10.29.-31.
359 Derwinski, Edward 미국 국무부 안보 자원, 과학 및 기술담당 차관 방한
360 부르키나파소 외교장관 방한계획
3 6 1 조상호 특사(체육부장관) 케냐 및 우간다 방문, 1987.8.28-9.4. 전2권 V.1 기본문서
362 조상호 특사(체육부장관) 케냐 및 우간다 방문, 1987.8.28-9.4. 전2권 V.2 자료
363 이종률 특사 (정무 제1장관) 중미 순방, 1987.8.15.-9.3. 전3권 V.1 사전준비
364 이종률 특사 (정무 제1장관) 중미 순방, 1987.8.15.-9.3. 전3권 V.2 결과보고
365 이종률 특사 (정무 제1장관) 중미 순방, 1987.8.15.-9.3. 전3권 V.3 자료
366 최창락 특사 (동력자원부장관) 북예멘 및 서부아프리카 순방, 1987.8.14.-31. 전2권 V.1 기본문서
367 최창락 특사 (동력자원부장관) 북예멘 및 서부아프리카 순방, 1987.8.14.-31. 전2권 V.2 자료
368 제42차 UN총회 대비 특사 파견
369 엘살바돌 정부사절단 방한, 1987.1.14.-17.
370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미국 및 카나다 방문
3 7 1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인도 방문, 1987.4.6.-12.
372 노태우 민정당 총재 일본 방문, 1987.9.17.-19.
373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요르단 방문, 1987.4.12.-16.
374 노태우 민정당 총재 미국 방문, 1987.9.13.-9.17. 전2권 V.1 기본문서
375 노태우 민정당 총재 미국 방문, 1987.9.13.-9.17. 전2권 V.2 자료
376 이재형 국회의장 동남아 순방, 1987.2.1.-12.
3 7 7 이재환 국회사무총장 구주 순방, 1987.2.17.-3.1.
378 볼리비아 국회의원 방한
379 Charbonneau, Guy 카나다 상원의장 방한, 1987.4.8.-12.
380 Karpinsky de Murillo, Rose M. 코스타리카 국회의장 방한, 1987.4.12.-15.
3 8 1 프랑스·한 의원친선협회 의원 방한
382 Fitzgerald, Garret 아일랜드 국회의원 방한, 1987.1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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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Giuseppe, Giorgio 이탈리아 상원 부의장 방한
384 야노 준야(矢野 絢也) 일본 공명당 위원장 방한, 1987.9.21.-25.
385 일본 국회의원 방한
386 일본 자민당 AA연(아시아·아프리카 연구회) 대표단 방한, 1987.9.23.-26.
387 Montenegro Diviazo, Paul de Jesus 파나마 국회의원 방한, 1987.2.23.-26.
388 미국 의회 전문위원 및 입법보좌관 방한
389 Cranston, Alan 미국 상원 동아·태평양 소위원장 방한, 1987.8.30.-9.2.
390 미국 의회의원 및 의원단 방한
3 9 1 Moreno Leon 한.베네수엘라 의원친선 협회장 방한, 1987.9.27.-10.3.
392 구주의회·한 의원친선협회
393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 제15차. 서울, 1987.9.12.-14.
394 한·일본 의원연맹
395 한·파나마 의원친선협회
396 한·미국 의회간 비공식 무역협의체 구성 추진
397 황영시 감사원장 미국 및 카나다 방문, 1987.2.1.-8.
398 홍순영 외무장관 특사 (외무부 제2차관보) 뉴질란드 및 휘지 방문, 1987.8.25.-9.1.
399 김종건 법제처장 일본 및 미국 방문, 1987.6.24.-7.12.
400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장 태국 및 서남아 순방, 1987.12.22.-30.
4 0 1 김용철 대법원장 동남아 순방, 1987.4.17-5.4.
402 박수길 외무장관 특사 (외무부 제1차관보) 동남아 순방, 1987.8.23.-9.2.
403 아르헨티나 주요인사 방한
404 Samper, Hector 주제네바 콜롬비아대사 방한, 1987.8.9.-14.
405 카나다 주요인사 방한
406 Eyrich, Heinz 독일 Badenwutternberg주 법무장관 방한, 1987.2.10.-13.
407 가나 주요인사 방한
408 Sam, Pierre D. 주미국 아이티대사 방한, 1987.10.20.-25.
409 야나기야 겐스께(柳谷讓介)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방한, 1987.10.15.-22.
410 일본 주요인사 방한
4 1 1 Zacca, Edward 자메이카 대법원장 방한, 1987.4.28.-5.1.
4 1 2 Tipis, Justus Ole 케냐 대통령실 국무장관 방한, 1987.4.23.-28.
4 1 3 라이베리아 외무부 주요인사 방한
4 1 4 나이지리아 주요인사 방한
4 1 5 Nawab Ahmed ASHRAF 전 파키스탄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 1987.9.5.-9.
4 1 6 Sa Pereira, Antonio Devesa de 주 Porto(포르투갈) 명예영사 방한, 1987.9.20.-26.
4 1 7 Sultan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방한, 1987.7.9.-11.
418 CHULABHORN Valailaks 태국 공주 방한, 1987.8.19.-25. 전2권 V.1 1986.11월-1987.8.13.
419 CHULABHORN Valailaks 태국 공주 방한, 1987.8.19.-25. 전2권 V.2 1987.8.14.-11월
420 Permanand Rabindranath 트리니다드토바고 외무부 정무국장 방한
4 2 1 터키 대통령 자문위원단 방한, 1987.4.27.-5.2. 전2권 V.1 기본문서
422 터키 대통령 자문위원단 방한, 1987.4.27.-5.2. 전2권 V.2 의전
423 미국 군사·안보관계 주요인사 방한
424 미국 NDI(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 인사 방한
425 Arnn, Larry P. 미국 Claremont 연구소장 방한, 1987.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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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Sigur, Gaston J.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방한
427 미국 주지사 방한
428 Lago Finsterwald, Raul Juan 우루과이 내무차관 방한, 1987.1.17.-21.
429 주일본 아프리카 차석 외교단 방한
430 남홍주 주가나대사 가나 독립30주년 기념일 행사 참석, 1987.3.6.
431 박영철 주아가나(Guam) 총영사 Haglegam, John R. 마이크로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7.5.18.-23.
432 이세기 민정당 원내총무 Momoh 시에라리온 대통령 취임경축식 참석, 1986.1.22.-29.
433 최필립 주서사모아대사 서사모아 독립25주년 경축식 참석, 1987.5.27.-6.5.
434 박영수 대통령 비서실장 자이르 국민혁명운동당 (MPR) 창설 20주년 기념식 참석, 1987.5.18.-22.
435 김윤환 대통령 비서실장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 일본수상 장례식 참석, 1987.9.16.-19.
436 북한·앙골라 관계
437 북한·호주 관계
438 북한·코스타리카 관계
439 북한·중공 관계
440 북한·이디오피아 관계
4 4 1 북한·EC(구주공동체) 관계
442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443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444 일본·북한 관계. 전4권 V.4 10-12월
445 북한·리비아 관계
446 말레이시아·북한 학자 세미나. 평양, 1987.9.14.-18.
447 북한·몰타 관계
448 북한·말라위 관계
449 북한·멕시코 관계
450 북한·니제르 관계
4 5 1 북한·파키스탄 관계
452 북한·페루 관계
453 북한·토고 관계
454 북한·태국 관계
455 북한·우간다 관계
456 주모스크바 외교단 활동 조사
457 북한·소련 관계
458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문제. 전5권 V.2 1985.4-6
459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문제. 전5권 V.4 1986
460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문제. 전5권 V.5 1987
4 6 1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지침 완화. 전3권 V.1 1986.11-1987.2
462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지침 완화. 전3권 V.2 1987.3-4
463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지침 완화. 전3권 V.3 1987.5-12
464 북한·부르키나파소 관계
465 북한·아프리카 관계
466 북한·동남아 관계
467 북한·서남아 관계
468 북한·중동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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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북한·중미 관계
470 북한의 대중남미 관계 현황 및 대책
4 7 1 북한·대양주 관계
472 북한·남미 관계
473 북한·구주 관계
474 김일성 북한주석 중공방문, 1987.5.21.-25. 전2권 V.1 1987.3월-5.25.
475 김일성 북한주석 중공방문, 1987.5.21.-25. 전2권 V.2 1987.5.26.-7월
476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태국 방문, 1987.4.4.-7.
477 북한 주요인사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478 일본 사회당 북한 방문단 (조선 우호 친선의 배) 북한 방문, 1987.7.20.-29.
479 일본 사회당 위원장 일행 북한 방문, 1987.9.24.-28.
480 SIDDHI Savetsila 태국 외상 북한 방문, 1987.8.21.-24.
4 8 1 Torricelli, Robert 미국 하원의원 북한 방문 문제
482 조선 자주평화통일 추진위원회 [조자통] 중남미지역회의
483 북한 일반(대내외 동향)
484 구주의회의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 채택
485 남북 외무장관회담 제의관련 한·일본간 협의
486 북한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전3권 V.1 1986.12 - 87.1
487 북한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전3권 V.2 1987.2 - 5
488 북한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전3권 V.3 언론보도
489 남북한 회담 관련 대유엔 관계
490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
4 9 1 대동구권 인사교류 현황
492 1987년도 대동구권 관계개선 활동 계획
493 대동구권 관계 개선
494 공산권 여행허가 - 베트남. 전2권 V.1 1-5월
495 공산권 여행허가 - 베트남. 전2권 V.2 6-12월
496 비동맹 조정위 특별 각료회의. Georgetown(가이아나), 1987.3.9.-12.
497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1987.10.5.-6.
498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 기본대책
499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2 실무교섭단 파견
500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3 특사파견 I : 기본계획 및 지침
5 0 1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4 특사파견 II : 대통령 친서
502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5 특사파견 III :아주지역
503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6 특사파견 IV : 중남미지역
504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7 특사파견 V : 중동지역
505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8 특사파견 VI : 아프리카지역
506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9 국별 지지교섭 및 참석동향 : 아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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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0 국별 지지교섭 및 참석동향 :
중남미지역

508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1 국별 지지교섭 및 참석동향 : 중동지역

562
563

509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2 국별 지지교섭 및 참석동향 :
아프리카지역

564

5 1 0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3 국별 지지교섭 및 참석동향 :
비회원국 및 옵서버국가 등

565

5 1 1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4 국별 지지교섭 및 참석동향 :
주UN대표부 보고

5 1 2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5 최종문서 초안
5 1 3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6 결과보고 I : 회의결과 및 북한동향 보고
5 1 4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7 결과보고 II : 최종문서 및 회의자료
5 1 5 비동맹/Africa 기금 참여
5 1 6 비동맹 기타 회의
5 1 7 한·일본 안보협력
5 1 8 일본의 방위문제
5 1 9 일본·미국 안보협력
520 미국 하원에서의 주한 미군 감축계획 수립 권고안 제출
5 2 1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522 바르샤바(WARSAW) 조약기구 회의
523 주한미군 국산면세담배 판매사업 추진 협조요청
524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52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526 영국내 한국전 참전 전몰용사 추모비 건립
527 재미국 유학생 납북사건
528 북한의 한국어선 격침 사건
529 주한미군 부사령관 교체
530 국방대학원생 파키스탄 방문, 1987.10.16.-20.
5 3 1 자메이카 군사·안보 관계 주요인사 방한
532 Likulia Bolongo 자이르 국방차관 방한, 1986.5.28.-6.2.
533 미국·소련 군축협상
534 중거리 핵 미사일 네덜란드 배치
535 아시아 비핵지대 문제
536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537 한·미국 안보 연구 협의회
538 CSIS 주관 동북아 문제 한·미국 학술회의, 제5차. 서울, 1987.9.2.-3.
539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 (GWU) 주최 동북아 안보에 관한 국제회의
540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4-6차
5 4 1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542 1988년도 UN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87.11.3.-4.
543 UN 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544 유엔가입에 관한 아국(한국)의 입장 안보리 문서 배포
545 UN 아시아그룹 회의. 전2권 V.1 1-7월
546 UN 아시아그룹 회의. 전2권 V.2 8-12월
547 UN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548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1 기본대책 : 사전준비
549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2 기본대책 : 기조연설 지지교섭(memorandum 배포)
550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3 각국 기조연설 : 주유엔대표부 및 공관보고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1
602
603
605
607
608

5 5 1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4 각국 기조연설 : 한반도관계 언급 내용 분석
552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 12.21. 전11권 V.5 국가별 지지교섭 : 아주
553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6 국가별 지지교섭 : 미주
554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7 국가별 지지교섭 : 구주
555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8 국가별 지지교섭 : 중동 및 아프리카
556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 12.21. 전11권 V.9 위원회별 토의 I
557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10 위원회별 토의 II
558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11 북한 동향 등
559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각 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560 남북한의 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배포 활동
5 6 1 이라크·이란전 종식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562 ECOSOC(UN경제사회이사회)
563 한국의 UNCHS(UN인간정주위원회) 위원국 피선 추진
564 UNCHS(UN인간정주위원회) 총회, 제10차. Nairobi(케냐) 1987.4.6.-16.
565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3차. New York, 1987.4.7.-16.
566 ECA(아프리카 경제위원회) 회의
567 아시아·태평양 지역 UN 지도회의, 제11차. Bangkok, 1987.1.5.-16.
568 UN 지명 표준화회의, 제5차. Montreal (카나다) 1987.8.18.-31.
569 UN 탈식민문제 관련 각종 회의
570 제54차 신탁통치이사회
5 7 1 UN 팔레스타인문제 아시아지역 세미나, New Delhi(인도) 1987.6.8.-12.
572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지역간 협의회, Vienna(오스트리아) 1987.9.7.-15.
573 UN 나미비아 이사회 특별회의. Luanda (앙골라) 1987.5.18.-22.
574 나미비아 문제에 관한 UN 토의
575 주UN 한국대표부 대외활동
576 주 UN 북한대표부 동향
577 De Barish, Emilia C. 주UN 코스타리카 차석대사 방한, 1987.4.5.-10.
578 Bagbeni, A. N. 주UN 콩고민주공화국 (구 자이르) 대사 방한, 1987.7.5.-9.
579 Jarrett, Sylvester 주UN 라이베리아 대사 방한, 1987.3.27.-4.3.
580 Diatta, Joseph 주UN 니제르 대사 방한, 1987.6.1.-6.
581 Canete, Alfredo 주UN 파라과이 대사 방한, 1987.8.31.-9.4.
582 Mohamed Salem BASENDWAH 주UN 북예멘 대사 방한, 1987.7.1.-5.
583 Hammad, Burham W. 주UN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표부 상임 고문 방한
584 UN 한국협회
585 UNMCK (UN기념묘지위원회)
586 국제 무주택자의 해
587 국제 평화의 해 기념행사
58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3차. Bangkok, 1987.4.21.-30. 전4권 V.1 기본계획 I (1986-87.3)
58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3차. Bangkok, 1987.4.21.-30. 전4권 V.2 기본계획 II (1987.4)
59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3차. Bangkok, 1987.4.21.-30. 전4권 V.3 결과보고
5 9 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3차. Bangkok, 1987.4.21.-30. 전4권 V.4 언론보도 및 자료
59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WMO 태풍위원회 회의, 제20차. Bangkok, 1987.10.20.-26.
59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공업, 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위원회, 제10차. Bangkok, 1987.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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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농업개발위원회, 제7차. Bangkok, 1987.10.16.-20.
59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통계위원회 회의, 제7차. Bangkok, 1987.11.24.-30.
59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해운·운수·통신위원회, 제11차. Bangkok, 1987.12.14.-18.
597 ESCAP/ACPR(상임대표 자문위원회) 제116-120차. Bangkok
598 ESCAP/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 연례회의, 제1차. Bangkok, 1987.11.30.-12.2. 전3권 V.1 사전 준비

656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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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SCAP/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 연례회의, 제1차. Bangkok, 1987.11.30.-12.2. 전3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600 ESCAP/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 연례회의, 제1차. Bangkok, 1987.11.30.-12.2. 전3권 V.3 자료
6 0 1 ESCAP/인구위원회, 제5차. Bangkok, 1987.8.17.-21.
602 ESCAP/RMRDC(광물 자원 개발 센터) 집행이사회, 제9차. Bangkok, 1987.1.6.-10.
603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1 사전준비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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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604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2 수석대표일정 및 부처별
검토의견

605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3 타국대표단
606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4 결과보고
607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5 회의록
608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6 연설문
609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7 자료
610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3차. Geneva
6 1 1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4차 (제1부) Geneva, 1987.10.5.-21. 및 11.20.
6 1 2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특별회의, 제15차. Geneva, 1987.5.18.-20.
6 1 3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상이체제간 교역에 관한 비공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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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4 UNCTAD(UN 무역개발회의) / 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1-2차. Geneva

6 1 5 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위원회, 제12차. Geneva, 1987.2.2.-13.

676
677

6 1 6 UNCTAD(UN무역개발회의) / 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3차.
Geneva, 1987.11.30.-12.11.

6 1 7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6차. Geneva, 1987.11.11.-20.
6 1 8 UNCTAD(UN무역개발회의)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2차(제2부) Geneva, 1987.3.2.-6.
6 1 9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수출소득 감소 보상금융 전문가회의, 제2차(제1부). Geneva, 1987.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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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해운·항만 및 복합운송 분야 개도국간 협력에 관한 정부간 특별회의. Geneva,
1987.9.21.-25.

6 2 1 Dadzie, Kenneth UNCTAD(UN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방한, 1987.5.9.-12.
622 Erzan, Refik UNCTAD(UN무역개발회의) GSTP Project 담당관 방한, 1987.2.4.-8.
623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전4권 V.1 1986.1-5
624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전4권 V.2 19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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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628 GSP(일반특혜관세제도)에 따른 노동권 보호
629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Bangkok(태국) 1987.11.9.-13. 전6권 V.1 기본문서
630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Bangkok(태국) 1987.11.9.-13. 전6권 V.2 참가자료
6 3 1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Bangkok(태국) 1987.11.9.-13. 전6권 V.3 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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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Bangkok(태국) 1987.11.9.-13. 전6권 V.4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교섭상황

633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Bangkok(태국) 1987.11.9.-13. 전6권 V.5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I
634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Bangkok(태국) 1987.11.9.-13. 전6권 V.6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II
635 UNCSTD(UN과학기술개발회의) / ICSTD (개발을위한 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 회의, 제8-9차. New York
636 UNIDO(UN공업개발기구) / 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
637 UNDP(UN개발계획) 제4차 국가계획 (Country Programme)
638 UNDP(UN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34차. New York, 1987.5.26.-6.19.
639 UNDP(UN개발계획) 지원 룸비니 개발 국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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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UNDP (UN개발계획) TIPS (개도국간 기술정보 교환체제) 사업을 위한 정부간 자문 이사회 회의, 제2차.
Rome(이탈리아) 1987.6.25.-26.

6 4 1 UNDP(UN개발계획)의 대북한 지원사업
642 UNEP(UN환경계획) 이사회, 제14차. Nairobi(케냐) 1987.6.8.-19.
643 한국의 UNV(UN봉사단) 사업참여
644 Nabulsi, Hikmat UNV(UN봉사단) 행정조정관 방한, 198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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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제26차. Montreal(카나다) 1987.4.28.-5.13.
648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5차. London, 1987.11.9.-20. 전2권 V.1 기본문서
649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5차. London, 1987.11.9.-20. 전2권 V.2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650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8차. London, 1987.6.15.-19.
6 5 1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제21-25차.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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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1차. Vienna(오스트리아) 1987.9.21.-25. 전6권 V.4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I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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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교섭 II (아주·미주 지역)

724

6 6 1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1차. Vienna(오스트리아) 1987.9.21.-25. 전6권 V.6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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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IAEA(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 손해 민사책임 상설위원회. Vienna (오스트리아) 198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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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UN회의, 제1차. Geneva(스위스) 1987.3.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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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1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4차. Paris, 1987.10.20.-11.21. 전6권 V.2 기본문서 II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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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4차. Paris, 1987.10.20.-11.21. 전6권 V.3 한국의 집행위원 입후보
지지요청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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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4차. Paris, 1987.10.20.-11.21. 전6권 V.4 한국의 집행위원 입후보
지지요청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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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4차. Paris, 1987.10.20.-11.21. 전6권 V.5 각국의 집행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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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WMO(세계기상기구) 공동 주관 수문학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회의,
제3차. Geneva(스위스) 1987.3.16.-21.

677 북한 개최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관련 각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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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회의, 제8차. Paris,
1987.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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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FAO(UN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4차. Rome, 1987.11.7.-26. 전8권 V.3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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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FAO(UN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4차. Rome, 1987.11.7.-26. 전8권 V.8 사무총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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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FAO(UN식량농업기구) 위원회 회의. 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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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FAO(UN식량농업기구) / 아시아지역 잡곡 및 두류연구사업 지역 조정관회의, 제5차. Icdrisat(인도)
1987.1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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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FAO(UN식량농업기구) / APPPC(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위원회) 총회, 제14-15차
700 FAO(UN식량농업기구) / WECAFC(중서대서양 수산위원회) 회의, 제5차-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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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1 FAO(UN식량농업기구) / CECAF(중동대서양 수산위원회) 회의, 제10차. Santa Cruz de Tenerife(스페인),
1986.11.24.-28.

702 FAO(UN식량농업기구) / APFC(아시아태평양산림위원회) 회의, 제13차. 북경, 1987.3.30.-4.3.
703 FAO(UN식량농업기구) / IPFC(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회의, 제22차. Darwin(호주) 1987.2.23.-26.
704 FAO(UN식량농업기구) / APCFS(아시아 태평양지역 세계식량안보위원회) 회의, 제3차. Bangkok, 1987.5.12.-15.
705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이사회, 제30-32차. Rome
706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40차. Geneva(스위스) 1987.5.4.-16.
707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제79차. Geneva(스위스) 1987.1.12.-24.
708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 제38차. 북경, 1987.9.8.-14.
709 AIDS에 관한 지역간 각료회의. Sydney(호주) 1987.7.21.-24.
710 WHO(세계보건기구) 침술용어 표준화에 관한 실무회의, 제3차. 서울, 1987.6.25.-30.
7 1 1 WHO(세계보건기구) 동남아 지역회의. 제40차. 평양, 1987.9.15.-21.
712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3차. Geneva(스위스) 1987.6.3.-24.
713 ILO(국제노동기구)총회(해사) 제74차. Geneva(스위스) 1987.9.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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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WARC(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단파방송 주관청 회의, 제2차. Geneva(스위스)
1987.2.2-3.6

716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이동업무에 관한 WARC(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 Geneva(스위스) 1987.9.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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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뉴델리총영사는 1971.5.5. 제7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외국 축하사절단 초청계획을 통보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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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총무과가 1986.4.9. 기획관리실에 통보한 소관 법령의 현실화와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은 아래와 같음.
1. 외무공무원 임용령 정비(1)
검토 사항: 외무공무원 임용령상에 외무공무원법 제19조(재해보상)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신규)
정비 이유: 외무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규상의 입법 미비로 외무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재해
보상 불가능

검토 사항: 전직시험에 관한 규정 신설
정비 이유: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제3항에서 위임된 전직시험에 관한 입법 미비로 인사 관리에 난점

3. 외무공무원 임용령 정비(3)
검토 사항: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12조 제2호의“1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함”중
“1급 이하의”부분 삭제
정비 이유: 외부 인사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외부 인사는 특임공관장으로만 임용하도록
유도

4. 외무공무원 임용령 정비(4)
검토 사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을 4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조정(제16조)
정비 이유: 4급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을 5급 이하로 규정

5.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부령 제121호) 및 외무공무원의 인사 등에 대한 예규 정비
검토 사항: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 개정
정비 이유: 현재 2급 및 3급 이하 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인사 등에 대한
예규에, 4급 및 5급 이하 승진심사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부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부적절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공무원 임용령 정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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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무부 근무평정조정위원회 예규(신규)
검토 사항: 공무원 임용령 제37조의 3 및 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의 6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를 설치
정비 이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6급 이상과 7급 이하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5인 이상과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6

7. 외무부 고용원 임용에 관한 예규
검토 사항: 고용원 선발 및 임용 기준 강화와 신규 임용 시 구비서류 조정
정비 이유: 고용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외교 지원 능력 제고

8. 재외고용원 규정
검토 사항: 재외공관 고용원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동 규정의 상위법으로의 격상
정비 이유: 재외공관 고용원의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 부여 근거 마련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87-000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여권1과/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7-1 / 3 / 1~320(320p)

1. 외무부는 국제수지 흑자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무역외 수지 흑자 폭을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아래 요지의 해외여행 허가 단계적 확대 방안을 건의하여 1987.7.22.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2. 외무부는 해외여행 허가의 단계적 확대 방안 시행을 위해 여권 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개정 관계법령

-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249호): 1987.9.12. 공포
- 여권법 시행규칙(외무부령 제132호): 1987.9.16. 공포
개정 내용 요지

- 관광여권 발급조건 완화
- 문화여권 발급조건 완화
- 방문여권 횟 수 제한 완화

3. 외무부는 1987.9월의 제1차 해외여행 허가 확대조치 시행 결과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정착되었다고
평가됨에 따라 아래 요지의 제2차 해외여행 허가 확대 방안을 건의하여 12.11.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관광여행 허가 확대
방문여행 허가 확대
부부 동시 여행 제한 완화

상용여권의
복수 여권 발급 원칙

연예인
해외공연 활동 지원

4. 외무부는 제2차 해외여행 허가 확대 방안 시행을 위해 여권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개정 관계법령

- 여권법 시행규칙(외무부령 제135호): 1987.12.31. 공포
개정 내용 요지

- 관광여권 발급조건 완화
- 부부 동시 여행 제한 완화
- 근친 방문의 범위 확대

2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관광여행 허가 연령을 45세로 인하
관광 예치금 폐지
 유효 상용복수여권 발급대상 청색업체 요건 완화
5년

유망
중소기업 관계기관 추천에 의한 상용여권 발급

자비유학
요건 완화
단체여행 심사제도 완화

문화단체
소속원 자격 완화
방문여행 횟수 제한 완화

대외 무상원조 업무처리 규정 제정, 198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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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7.10.30. 내부 결재를 통해 아래 목적의 대외무상원조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함.
대개도국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977년에 시작된 대외무상원조사업은 예산 규모가 84억 원
(971만 달러)으로 증가되고 지원 대상국도 70여 개 국가로 확대되었으며, 국산 기자재 제공 품목도
다양화 및 전문화됨.

무상원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사업 능률을 제고하고, 매년 지적되고 있는 감사 결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 규정을 제정함.
28

2. 동 규정은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외무부 예규 제87-15(1987.10.31.)로
등록됨.
원조목적(제2조)

- 비동맹 등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증진,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등
원조의 결정요소(제3조)

- 원조 효과, 원조 실적, 원조 사업기간, 원조 물품의 적합성 등
대외원조 심의위원회(제4조)

- 차관(위원장), 각 지역국장, 국제경제국장 및 국제기구조약국장으로 구성
- 무상원조 관련 기본정책 및 방향, 집행계획의 수립 및 재조정
무상원조 요구서 제출(제5조), 무상원조 집행계획서 작성(제6조), 무상원조 집행계획 재조정(제7조),
장기계획 무상원조사업(제8조), 위임전결(제9조), 물품제공 원칙(제10조), 무상원조 물품수출업체
(제11조), 계약 및 선적(제12조), 대금결제(제13조), 품질검사와 클레임(제14조), 무상원조 제공 및
사후관리(제15조), 조사단 파견(제16조) 등

재외공관원 등 신변안전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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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7.11.27. 내부 건의를 통해 한국인이 점차 테러, 납치 행위의 목표가 되어 가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래 요지의 재외공관원 등 신변안전지침을 제정함.
1. 일반적 신변안전
현지 치안당국 등과의 긴밀한 연락체제 유지
고정, 반복적 행위 회피
여행 및 차량 운행 시 보안 유의 등

주거에 방범경보장치나 외등을 설치하는 등 최대한의 방범장치 설치
신규 주택 구입 시 안전지역 여부 확인
자녀들에 대한 최대한의 사전교육 실시
현지인과의 개인적인 분규 회피, 긴급 연락처 수시 점검 등

3. 사무실에서의 신변안전
사무실 주변 배회 인물 등에 대한 주의 강화, 도착 우편물과 소포 취급 구역의 별도 설치
외부 출입자의 신원 확인 조치
사무실과 자택에 자신의 혈액형 등이 기록된 의료기록카드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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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및 가족의 신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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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 임명 - 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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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wa Tsering 부탄 외무장관의 1986.9.18.~26. 공식 방한 시 한국 측은 동 장관에게 부탄 내 적절한
인사를 한국 명예총영사로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인도 부탄대사는 1987.7.2. Dasho
Ugen Dorji 부탄 최대 사업가를 주부탄 한국 명예총영사로 추천하는 부탄 외무장관의 서한을 부탄을
겸임 중인 주인도대사에게 전달해 옴.
2. 외무부는 1987.7월 Dasho Ugen Dorji가 부탄 국왕의 외삼촌 및 부탄 내 최대 사업가로서 정치,
30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한 인사임 등을 감안하여 동인을 주부탄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함.
1987.7.9. 동인을 주부탄왕국 명예총영사관 명예총영사로 정식 발령함.
8.5. 영사위임장을 발급하여 주인도대사관을 통해 부탄 측에 전달함.

3. 주인도 부탄대사관은 1987.9.3. 부탄 정부가 Dasho Ugen Dorji의 한국 명예총영사직 수임을 인가
했음을 주인도대사관에 통보하고, 주부탄 명예총영사관 개설에 필요한 국기, 관인 등 물품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87.9월 주부탄 명예총영사의 관할 구역 및 직무 범위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명예총영사 관할구역

- 부탄 왕국
직무범위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174호) 제6조 1항에 규정된 사항
- 
‘명예영사 입국사증 발급 임무 부여에 관한 예규’
(외무부 예규 제75-2호) 제2조 1항에 따른 사증 발급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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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역 1981∼87년 중 명예총영사 임명 및 활동 내용임.
1. 뒤셀도르프 명예총영사
주독일대사는 Storm 독·한 경제협회장(뒤셀도르프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명예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1981.7.2.)

- 동 회장은 철강재 회사 사장으로 한독 양국의 우호증진, 경제협력에 공헌이 크고, 경제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한 인사

- 관할 지역은 Nordrhein-Westfallen 및 Rheinland-Pfalz 2개 주
주독일대사는 Storm 명예총영사에 대한 영사위임장 수여(1983.11.3.)
주독일대사는 주뒤셀도르프 명예총영사의 반기별 활동실적 평가서를 외무부에 제출
(1984.8월~1987.7월)

- 영사업무 처리실적, 경제통상업무 활동 내용, 향후 전망 등

2. 슈투트가르트 명예총영사
주독일대사는 Göhring 사장을 주슈투트가르트 명예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
(1984.12.17.)

- 독일 남부지역과 한국의 경제관계 급증, 한국 경제인의 동 지역 방문 급증 추세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Späth 수상(상원의장, 차기 수상후보 물망)이 임명 희망
- 재력 있는 Hansa 사장으로 레바논 명예총영사 역임 경력
외무부는 동 Göhring 사장을 주슈투트가르트 명예총영사로 임명(1985.2.22.)
독일 정부는 Göhring 사장의 주슈투트가르트 한국 명예총영사 임명에 동의(1985.5.8.)

외무부는
Göhring 사장을 주슈투트가르트 명예총영사로 발령(1985.5.21.)

- 관할 지역은 Baden-Wurttemberg주 및 Bayern주
주독일대사는 Göhring 명예총영사에 대한 영사위임장 수여(1985.9.24.)
주독일대사는 주슈투트가르트 명예총영사의 반기별 활동실적 평가서를 외무부에 제출
(1986.7월~1987.7월)

- 경제통상업무, 영사업무 활동실적, 향후 전망 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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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동 Storm 회장의 주뒤셀도르프 한국 명예총영사로 임명(1982.11.3.)
독일 외무성은 상기 Storm 회장의 주뒤셀도르프 한국 명예총영사 임명에 동의(1983.7.19.)

외무부는
Storm 회장을 주뒤셀도르프 명예총영사로 발령(1983.8.26.)

주 Rotterdam (네덜란드) 명예총영사 임명 및
해임, 19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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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dries van Waarde 네덜란드 주Rotterdam 명예총영사는 1987.1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하면서
동 명예총영사직을 현 Bronmans 명예영사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희망을 표명함에 따라 주네덜란드
대사는 1987.2월 Bronmans 명예영사를 주Rotterdam 명예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87.2월 주네덜란드대사의 건의에 따라 Bronmans를 주Rotterdam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동 명예총영사의 직무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인함.
32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무
공공 등기소 문서의 사본 및 발췌문 입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의 보호
상거래 및 외자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통상, 경제, 예술, 과학 및 교육 등의 교류 촉진
통상, 경제, 문화, 과학 등 사정의 조사 보고
기타 관할 공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주네덜란드대사관이 1987.2.27. Bronmans 주Rotterdam 명예총영사 임명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동의를 득함에 따라 외무부는 1987.4.3. Andries van Waarde 명예총영사를 면직하고, Bronmans
명예총영사의 임명을 정식 발령하는 한편 1987.5월 영사위임장을 발급하여 주네덜란드대사관을
통하여 네덜란드 측에 전달함.
4. 정부는 1987.11.23. 퇴임하는 Andries van Waarde 전 명예총영사에 대해 훈장을 서훈함.

주 Albuquerque (미국) 명예총영사 임명 문제

| 87-000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1 / 9 / 1~45(45p)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987.7월 미국 뉴멕시코주 Albuquerque시 주재 명예총영사관 개설 및 동
지역 유력 인사인 Colleen Maloof 여사를 동 명예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뉴멕시코주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원거리에 있어 명예총영사관 유지가 필요함.
Colleen Maloof 여사는 뉴멕시코주 최대 기업인 중의 1인으로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함.

2. 외무부는 1987.9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의 건의대로 Colleen Maloof 여사를 주Albuquerque 명예총영
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9.21. 동인을 주Albuquerque 명예총영사관 명예총영사로 정식 발령함.

명예영사관 개설 허가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통보함.
미 국무부 측은 한국의 주Albuquerque 명예총영사관 개설도 국무부 방침에 의거 1년 후 국무부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임을 언급함.
미 국무부는 새로운 방침이 한국의 경우 바로 적용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영사인가
신청에 대한 1년간의 허가유예 조치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4. 외무부는 1987.10월 미 국무부의 방침을 감안하여 주Albuquerque 명예총영사 임명을 1년 연기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영사위임장 제작 보류 등 조치를 취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미 국무부는 1987.9.25. 미국 주재 각국 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1987.10.5.부터 1년간 미국 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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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uthers, Richard H. 주 Apia (사모아: 구
서사모아) 명예영사 재임명 및 사망

| 87-0009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1 / 10 / 1~38(38p)

1. R. H. Carruthers 주서사모아 Apia 명예영사는 1985.6월 아래와 같은 일신상의 이유로 명예영사직을
사임함.
자신이 그동안 명예영사로 8년 동안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고령으로 인해 활동상 지장도 있음.
1885.2월 총선 시 야당을 지원한 점도 고려함.

2. 서사모아를 관할하는 주뉴질랜드대사는 1986.6월 적절한 명예영사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아래 사항을
34

고려하여 R. H. Carruthers 전 명예영사를 명예영사로 재임명할 것을 건의함.
동인은 서사모아의 정계 및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 인사임.
버마사건 후 서사모아의 대북한 단교 조치를 주도한 활동적인 친한 인사임.

3. 외무부는 1986.7월 R. H. Carruthers 주Apia 명예영사 재임명을 결정하였으며, 서사모아 정부는
1986.7.28. 동인의 재임명에 동의함.
4. R. H. Carruthers 명예영사가 1987.5.15. 심장마비로 사망한 바, 외무부장관 명의 조전을 전달함.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검토

| 87-0010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서구1과/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7-1 / 11 / 1~34(34p)

외무부의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한 1984∼87년 중 제반 검토 의견임.
1. 명예영사에 대한 관할 면제와 형사소추 가능 여부(1984.11.13. 특전담당관실)
영사의 관할 면제는 영사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에 관해서만 인정
영사 직무 수행 중에 행한 행위가 아닐 경우 체포, 구금 및 형사 소추가 가능

- 단, 동 사실을 외교 경로를 통해 파견국에 통보 필요

외교관계의 개설은 당연히 영사관계의 설정을 포함하는 반면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영사관계만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

따라서
미수교국과도 영사관계 설정 가능, 명예영사 임명도 상대국의 동의를 기초로 가능

3. 동일 지역에 동일 계급의 명예영사 복수임명 가능 여부(1986.12.19. 국제법규과)
협약 관계상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어려우며, 명예영사기관의 관행상 바람직하지 않음.

4. 명예영사 운영제도(1987.9.10. 법무담당관실)
명예영사의 임기 및 지휘관할 건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174호) 범위 내에서 운영
특히, 임기는 5년에 1차 연임이 가능하나, 활동적이고 유능한 인사의 경우 계속 연임을 위해 1차
연임 가능 규정의 수정 등 동 제도 시행의 활성화가 필요

5. 명예영사의 임기 예외규정(1987.12.22. 법무담당관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1983.7.14. 개정, 대통령령 제11174호) 개정 이전에
임명된 명예영사는 현행 임기(5년에 1차 연임 가능)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점 발생

검토
의견

- 명예영사의 임기 제한에 대한 예외적용은 동법 개정 이전에 임명된 명예영사의 기득권을 소급하여
일률적으로 박탈함은 공정치 않다고 판단되어 예외적으로 인정
- 제반 사유로 개정령 공포 이전에 임명된 명예영사의 교체 또는 해임이 필요하다고 현지 공관장이
판단할 경우 상기 부칙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해임규정에 의거하여 수시로 외무부에 건의하여
개별적으로 처리 가능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임기를 제한하여도 명예영사 임기제도의 채택 취지에 비추어 무방하다고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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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수교국에 대한 명예영사의 임명 가능 여부(1986.12.4. 국제법규과)

외무부 제1차관보, 주한 교황청대사를 면담하여 1986.11.3. 가톨릭농민회 창립기념대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협조 요청(1986.10.30.)
외무부차관, 주한 교황청대사를 면담하여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미사에 대한 우려 표명
(1986.11.17.)
외무부 구주국장, 주한 교황청대사를 면담하여 가톨릭 성직자의 반정부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1987.5.13.)
상기 조치와 함께 외무부는 주교황청대사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교황청의 협조를 요청하는
36

훈령을 수시로 하달

6.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정치 참여 문제에 관한 검토 의견(1987.5.6. 외무부 구주국)
검토 의견

- 한국 성직자의 개헌요구 성명 발표 및 단식 투쟁은 규제할 대상은 아님.
- 성직자의 정치 참여 한계가 교회의 기능을 일탈하고 국가의 권능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발전하는 경우
국내법적 조치 대상이며, 교황청의 적절한 규제조치 요망
대책 및 조치계획

- 성직자의 정치 참여에 관한 교황청의 입장 확인 및 주한 교황청대사를 통한 영향력 행사

7. 외무부장관에 대한 교황청의 한국 천주교회-정부 간 관계 및 한국 상황 평가에 관한 보고(1987.6.22.)
주교황청대사의 보고(1987.6.20.)

- 가톨릭 교회 성직자가 정치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정부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함.
교황의 브라질 주교단과의 특별회의(1986.3월) 시 입장 표명

- 교회는 과도하게 정치에 관여함이 없이 사회 정의를 이룩할 수 있으며, 성직자가 정치인을 대신할 수
없음.
- 교회가 정치, 사회 활동을 통해서만 소기의 목적을 속히 달성할 수 있다는 사고는 교회의 영역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함.

외국 훈장 수령 및 패용허가

| 87-001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1 / 12 / 1~40(40p)

1985~86년 기간 중 외국 훈장 수령 및 패용 허가 신청 내용 현황임.
1. 이원경 외무부장관
신청일: 1985.7.27.
훈장 종류: 국가훈장 대십자장(에콰도르)

2. 이원경 외무부장관

3. 이상옥 외무부차관
신청일: 1985.7.25.
훈장 종류: 베르나르도오히긴스훈장 대십자장(칠레)

4. 이상옥 외무부차관
신청일: 1985.10월
훈장 종류: 국가훈장 대십자장(에콰도르)

5. 박건우 주콜롬비아대사
신청일: 1985.10월
훈장 종류: 국가훈장 대기사장(에콰도르)

6. 임명진 전 주베네수엘라대사
신청일: 1986.6.10.
훈장 종류: 프란시스코데미란다 1등수교훈장(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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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1985.7.25.
훈장 종류: 산카를로스훈장 대십자장(콜롬비아)

한국 국내문제에 관한 일본(언론) 반응

| 87-001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1 / 15 / 1~129(129p)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1987.4~6월 중 일본 정부 및 언론의 반응임.
1. 전두환 대통령의 개헌 문제에 관한 특별담화문 발표(1987.4.13.)
특별담화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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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2월 평화적 정부 이양과 88 서울올림픽의 양대 국가적 과업이 완수될 때까지 소모적 개헌 논의를
지양함.
- 현행 헌법에 따라 금년 내 대통령 선거를 거쳐 평화적 정부 이양을 이룩할 것임.
- 본인의 단임 의지는 확고하며, 개헌에 관한 개인적 이해관계는 없음.
일본 언론의 반응(4.14.)

- 아사히신문은 야당과 학생의 반발도 예상되나, 여당은 힘에 의한 극복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 도쿄신문은 금후 한국의 정국이 정부, 여당의 주도로 전개될 예정이며, 대통령 후계자 선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도함.
- 산케이신문은 1년간에 걸쳐 국론을 양분시켰던 개헌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보도함.
- 마이니치신문 및 요미우리신문은 금후 여야 관계, 민주화 조치 등에 대해 보도함.

2.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특별선언(1987.6.29.)
특별선언 요지

- 여야 합의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조기 개정하여 신헌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실현해야 함.
- 국민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김대중 씨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언론기본법 개정, 구속자 석방 등 야당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함.
일본 정부인사 반응

- 나카소네 수상은 한국이 서서히 민주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 구라나리 외상은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수락한 것은 평화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일보라고 보아 환영한다고 언급함.
일본 언론의 보도 동향

- 전두환 대통령의 직선제 수락은 정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금후 민주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임.
- 앞으로 한국의 정국은 개헌과 대통령 선거를 향해 전개될 것임.
- 여·야 간 협상 정국의 동향이 주목되며, 차기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됨.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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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7-1 / 16 / 1~218(218p)

미국 국무부의 1985-87년 발간 한국 인권보고서 요지임.
1. 1984년 인권보고서(1985년 발간)
한국 관계

- 한국 대통령은 1988년 평화적 정권 교체 약속을 재확인함.
- 1984년 중 학원자율화, 교수 및 언론인 복직, 과거 정치인에 대한 복권 및 정치 해금 등 적극적인 자유화
조치가 있었음.
- 북한 사회는 김일성 족벌체제하에 세계에서 가장 조직화되고 통제되었으며, 모든 개인의 권리가 철저히
당에 종속됨.
- 1984년 중 북한은 남한에 수재물자를 제공했고, 경제회담 및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한의 회담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남한을 공격 목표로 하는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음.

2. 1985년 인권보고서(1986년 발간)
한국 관계

- 1985.2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이에 따른 신민당의 출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임.
- 정부가 정치활동 피규제자의 전면 해금과 학원자율화 조치 등 자유화 조치를 취하였으나, 1985.5월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을 계기로 이전의 강경정책으로 선회함.
- 이에 따른 수감자 수가 1980년 이후 최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 행위가 증대되고
있음.
북한 관계

- 북한 사회는 엄격한 공산독재 국가로서 개인의 권리는 김일성 및 그의 가족 지배하에 있는 노동당에
철저히 종속됨.
- 최근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 국회, 스포츠 및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1985.9월 남·북한은 전례 없는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였음.
- 그러나 북한은 현재의 암담한 인권 현실을 개선할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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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계

3. 1986년 인권보고서(1987년 발간)
한국 관계

- 1986년도에는 개헌 문제가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개헌 협상은 여야의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처해 있으나, 야당의 개헌추진 집회가 허용되고 언론이 이전보다 더욱 공공연히 정부를 비판함.
- 정부의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었으며, 인천사태와 건국대 점거사태로 투옥자 수가 증가함.
- 정부는 임금 체불 기업주 처벌, 최저임금제 실시 결정 등을 통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40

북한 관계

- 북한 사회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음.
- 남북대화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신상옥과 최은희 씨의 탈출로 인하여 북한 사회의
실상이 폭로됨.

한국 대통령 선거 관련 미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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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7-2 / 3 / 1~145(145p)

1987.12.16. 실시된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미국의 반응임.
1. Sigur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연설(1987.12.9.)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미국은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한국 국민이 이를
최종 결정할 것임.
대통령 당선자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공정한 선거에서 패한 후보는
새로운 정부하에서 여전히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

대통령 선거를 훌륭히 수행한 한국민의 저력에 존경을 표시함.
정치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동시에 희구하는 한국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함.

3.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 시 언급(1987.12.17.)
미국은 90%에 가까운 투표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민들의 선거를 통한 민주화 의지에 감명을
받음.

선거
결과는 노태우 후보의 압승으로 보이는 바, 노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며 금후 노 후보와 긴밀한
협조를 기대함.

4. 노태우 당선자 앞 Reagan 대통령 친서(1987.12.18.)
미국 국민과 함께 당선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와 함께 시급한 현안들에 관하여 협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미국은
한국의 신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막중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

민주화
과정을 지속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약속이 선거 승리의 핵심 요소였음.

5. 미 하원 아·태소위의 한국 대선 관련 청문회 시 Sigur 국무부 차관보 증언(1987.12.18.)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국민 화합과 민주화 과정 추진 약속에 찬사를 보냄.
금번 대통령 선거의 전반적 과정은 공개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미국은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 및 모든 한국민과 함께 한미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Clark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언급(1987.12.17.)

41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재판 및 범인 처리.
전3권 V.1 198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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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7-2 / 5 / 1~196(196p)

1983.10.9. 미얀마(구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에 대한 1983.11월 중 재판 진행 경과임.
1. 제1차 공판(11.22.)
경찰 측 조서 낭독
6개 혐의사실 낭독

42

- 2개 살인 죄목
- 2개 살인미수 죄목
- 2개 불법무기소지 죄목
재판장의 변호인 선임
검찰 선임

2. 제2차 공판(11.23.)
사건 조사위원인‘텐 아웅’경찰국장 등 4인의 검찰 측 증인이 사건 현장 및 범인 체포 과정을
설명함.

이어서
증거 제출, 설명 및 채택과 범인의 자백 내용 설명이 있은 후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이 진행됨.

3. 제3차 공판(11.24.)
검찰 측 증인 5명이 범인의 상륙 경위, 북한 전창휘 참사관 주택 임대 경위 및 내부 구조와 폭발물
등에 관해 설명함.

4. 제4차 공판(11.25.)
검찰 측 증인 6명이 사건 직전 범인 목격 내용, 폭발 당시 상황, 범인 체포 경위 및 범인 소유
증거품 등에 관해 설명함.

5. 제5차 공판(11.28.)
검찰 측 증인 5명으로부터 범인 체포 경위 및 범인 대질 확인이 진행됨.

6. 제6차 공판(11.30.)
범인 강민철을 체포한 군장교 1명 및 범인을 치료한 의사 3명 등 검찰 측 증인 4명의 증언과
이들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진행됨.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재판 및 범인 처리.
전3권 V.2 198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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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 6 / 1~126(126p)

1983.10.9. 미얀마(구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에 대한 1983.12월 중 재판 진행 경과임.
1. 제7차 공판(12.1.)
경찰 소속 화학 및 통신 전문가 등 5명의 검찰 측 증인이 증언함.

2. 제8차 공판(12.5.)
범인들의 법률 위반 사례별 검찰 측 및 변호인 측의 주장과 반박을 청취함.

재판장은 금번 재판이 관계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사건 개요를 설명함.
이어서 재판장이 두 범인에 대한 기소를 선언한 후 유죄 인정 여부 등을 범인들에게 질문함.

- 범인 강민철은 유죄 인정 여부 질문에 머리를 끄덕여 인정하였으나, 범인 진모는 모든 질문에 응답치
않음.

4. 제10차 공판(12.9.)
재판장이 두 범인에 대해 선고함.
강민철에 대한 선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웅산 묘소에서의 살인 죄목: 사형
- 수류탄 투척에 의한 살인미수 죄목(경찰 3명 부상): 종신형
- 수류탄 투척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죄목(군인 3명 사망, 1명 부상): 종신형
- 불법무기소지 죄목(권총): 3년 징역
진모에 대한 선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웅산 묘소에서의 살인 죄목: 사형
- 수류탄 투척에 의한 살인미수 죄목(민간인 3명 부상): 종신형
- 불법무기소지 죄목(살상용 만년필): 3년 징역

5. 범인들의 상고(12.15.)
랑군 지구 특별재판부에서 12.9. 사형선고를 받은 범인 강민철과 진모는 각각 최고법원인 인민
사법회의에 상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제9차 공판(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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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재판 및 범인 처리.
전3권 V.3 19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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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0.9. 미얀마(구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에 대한 1984∼87년 중 재판 및 범인 처리
경과임.
1. 상고심 재판 개시
미얀마 랑군 지구 특별재판부에서 1983.12.9. 사형선고를 받고 상고한 암살폭발사건의 범인
44

강민철과 진모에 대한 상고심이 1984.1.11. 개시됨.
1.11. 재판에서는 강민철과 진모에 대한 변호인들의 변론이 있은 후 검찰 측 주장을 청취함.

2. 미얀마 인민사법회의(대법원) 판결 공판
1984.2.9. 개최된 인민사법회의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범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함.
재판장은 랑군 지구 특별 재판부의 재판 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외국 정부 요인을 살해한 행위는
마땅히 단죄되어야 하므로 감형 등의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음을 밝히고, 상고 기각을 판결함.

3. 재심 청구 및 구명 탄원
범인 2명의 변호사들이 1984.2.24. 미얀마 인민검찰회의에 동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4.26. 기각됨.

범인
2명 중 진모의 변호인이 최종적인 법적 절차로서 1984.5.2. 미얀마 국가 최고기관인 국가
평의회에 진모에 대한 구명 탄원을 제출한 것으로 탐문됨.

4. 범인 처리
랑군발 AP 통신은 1985.3.22. 범인 진모의 변호사 발언을 인용하여 미얀마 국가평의회가 진모에
대해서는 구명 탄원을 기각하고, 강민철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함. 미얀마 법에 의하면 국가평의회에서 구명 탄원을 기각할 경우 21일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
도록 규정되어 있음.

미얀마
경찰 당국은 1985.4.9. 주미얀마대사관에 범인 진모의 사형이 1985.4.6. 집행되었음을 확인함.

미얀마
내무성은 1987.3월 주미얀마대사관 관계관에게 범인 강민철이 형무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에 있음을 확인함.

한국 대통령 선거 관련 외국인의 대통령 선거
참관인단 입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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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 9 / 1~292(292p)

1987.12.16. 실시 한국 대통령 선거 참관을 위한 외국인의 입국 문제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87.11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의 입국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침을 수립함.
사증 발급 원칙

국내 활동 범위

- 대통령 선거법상 투·개표 참관인 활동은 불허하되, 개표 참관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개표 참관증을
제시할 경우 허가
- 주한 외교관 및 선거 참관 목적 외국인은 외무부를 통해 개표 참관증 신청

2. 대통령 선거 참관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 현황은 아래와 같음.
미국 국제인권법협회(IHRLG)

- 변호사 5명 등 13명
미국 민주당국제문제연구소(NDI)

- Atwood 소장 등 5명
미국 공화당국제문제연구소(NRI)

- Courter 하원의원 보좌관 등 4명
미국 소재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주선 인사

- Lugar 상원의원 보좌관 등 19명

3. 대통령 선거를 참관한 외국인들의 선거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음.
IHRLG

- 선거 과정에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은 별로 없었으며, 매우 잘 조직되었고 능률적으로 시행됨.
NDI

- 선거 부정 시비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NRI

- 선거는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야당 측 또는 야당 측이 주선한 미국인 선거
참관인들도 부정 선거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주선 인사

- 서울 포함 6개 도시의 선거 관찰 결과 5~6종류의 선거 부정 사례를 수집한 바, 한국 정부는 신속히
공정하고 공개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함.
- 여사한 부정 사례가 조직적이고 전국적 규모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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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계 외국적 보유자로서 과거 활동 경력으로 보아 특정 후보 지지 등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사증 발급 불허
- 기타 외국인에 대해서 선거 참관(observe or watch)을 위한 입국은 불허하되, 단순 참관이나 연구
(spectate or study) 목적일 경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단기사증 발급

고위공직자의 외교사절 및 외빈 접촉 관련 지침

| 87-001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행정관리담당관실

MF번호

2017-2 / 10 / 1~39(39p)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주한 외교 사절 또는 방한 외국 인사 접촉 시 부처 간 사전 협의 및 면담
내용의 사후 관리를 위해 1985.4월 수립한‘정부 고위공직자의 외국인 접촉 지침’내용임.
1. 면담 주선
주한 외교사절 및 방한 외국인사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면담 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6

외무부를 경유하도록 할 것.
외무부는 이러한 취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적절히 주지시키도록 할 것.

2. 면담 내용 사후관리
주요 공직자의 외국 인사 면담 내용은 반드시 외무부에 문서로 통보할 것.
외무부는 각 부처의 외국 인사 면담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외교정책 수행에 활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것.

- 다만, 군사 또는 정보 사안과 관련되는 중요 보안 사항은 제외

3. 고위 공직자의 접촉 상대 기준
공직자의 외교사절 면담은 효율적인 업무 협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접촉하도록 할 것.

- 장관급: 대사
- 차관급: 대사 또는 공사
- 차관보급: 대사 또는 공사
- 국장급: 대사, 공사 또는 참사관급

이·취임식 의전 관례

| 87-0020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 / 11 / 1~175(175p)

주싱가포르대사관 및 주인도대사관은 1987년 주재국 대통령 이·취임식 등 주재국 의전 관례를
아래 보고함.
1. 싱가포르 대통령 및 수상 이·취임식
의식에 관한 관행

- 이임식은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식순
참석 인사

- 각료 및 정부 각 부처의 주요 간부
- 외교단 등 외부 인사 참석 배제
부대 행사

- 별도의 부대 행사 없음.

2. 인도 대통령의 이·취임식
식순

- 대통령 당선자와 이임 대통령의 대통령궁 도착 시 취임식장으로 안내함.
- 대법원장 앞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선서
- 대통령궁 경내에서 21발 예포 발사
- 신임 대통령의 취임사
- 행사 말미에 대통령궁 정원에서 각 군 의장대 사열
참석 인사

- 부통령, 수상, 각료 전원, 하원의장, 대법원장, 외교단, 국회의원, 주요 고위관리 등
- 특사를 접수하지 않음이 일반적 관례임.
부대 행사

- 경축 행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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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이외의 별도 식순은 없음.

대사파견 - 호주

| 87-002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동남아과

MF번호

2017-2 / 12 / 1~22(22p)

이창수 신임 주호주대사는 1987.12.9. 아래와 같이 Stephen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1. 주호주대사관은 1987.10.1. 주재국 외무무역성 Allen 의전장이 동일 이창수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부여되었다고 구두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임동원 주호주대사는 10.23. Allen 의전장이 신임 대사가 11월 말까지 캔버라에 도착할 수 있는
48

경우 연내 신임장 제정이 가능한 유일한 일자가 12.9.이라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이창수
신임 주호주대사는 11.25. 동 의전장을 예방하고,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함.

2. 이창수 대사는 1987.12.9. Stephen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총독 내외 주최 오찬에 참석함.
이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해 한국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및 총독 내외에 대한 안부를
전달하고, 한·호주 양국 간 긴밀한 우호관계 강화 희망을 언급함.
 총독은 한국 대통령 내외분의 건강을 기원하는 한편 한국이 호주의 5번째 수출시장으로서
동
양국 관계가 발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1988.2월 한국의 평화적, 민주적 정부 이양의
성공을 기원함.

대사파견 - 방글라데시

| 87-0022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 / 13 / 1~20(20p)

장만순 신임 주방글라데시대사는 1987.3.22. 아래와 같이 엘샤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1. 전두환 대통령은 1987.2.18. 장만순 신임 주방글라데시대사에 대한 신임장, 장기안 현 주방글라데시
대사에 대한 소환장 발급 등 재외공관장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에 관한 외무부의 건의를 재가함.
2. 장만순 대사는 1987.3.22. 엘샤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동 대통령은 장 대사의 신임
경제협력을 통해 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한국의 기술협력 지원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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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정사에 대한 답사를 통해 방글라데시에 진출 중인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치하하는 한편, 양국 간

대사파견 - 벨기에

| 87-002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1과

MF번호

2017-2 / 14 / 1~52(52p)

정부의 1987년 춘계 공관장 인사를 통한 주벨기에대사 겸 주구주공동체대표부대사 교체에 따라
신임 유종하 대사는 1987.4.27. 벨기에 Baudouin 1세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신·구 대사들은 이임 인사 및 신임 인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상 등 주재국 인사를 예방함.
1. 이임하는 신정섭 대사는 1987.3.1. Baudouin 국왕 예방 시 국왕은 한국 대통령의 1986년 벨기에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조기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한국 상황에 관하여 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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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하고, 국왕 부처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신임 유종하 대사는 1987.4.27. Baudouin 국왕에 대한 신임장 제정 시 한국 정치 상황,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설명하였으며, 의회 상·하원 의장을 예방하는 한편, 겸임국인 룩셈부르크 Jean
대공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양국 관계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상황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대사파견 - 버마

| 87-002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남아과

MF번호

2017-2 / 15 / 1~20(20p)

정부는 1987년도 춘계 공관장 인사를 통해 주미얀마(구 버마) 대사를 교체함.
1. 정부는 신임 권병현 대사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신임장 및 현 이상열 대사에 대한 소환장을 발급함.
2. 신임 권병현 대사는 1987.4.29.~5.8. 미얀마 인민사법회의 의장 등 주재국 주요 인사를 예방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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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브라질

| 87-002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남미과

MF번호

2017-2 / 16 / 1~21(21p)

정부는 1986년도 추계 공관장 인사를 통해 주브라질대사를 교체함.
1. 신임 권태웅 대사는 1987.1.12. 브라질 외상을 예방하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양국 관계 및 교민
사회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2. 권태웅 대사의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은 1987.1.13.로 예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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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볼리비아

| 87-002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남미과

MF번호

2017-2 / 17 / 1~17(17p)

정부는 1986년도 추계 공관장 인사를 통해 주볼리비아대사를 교체함.
1.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신임 조갑동 대사에 대한 신임장 및 변정현 현 대사에 대한 소환장을 발급함.
2. 조갑동 대사는 1986.12.19. 볼리비아 Bedregel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양국 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볼리비아 외상은 주한 대사관을 대사대리급에서 대사급으로 승격하고 1987년도

3. 조갑동 대사의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은 1986.12.23.로 예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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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예정임을 언급함.

대사파견 - 칠레

| 87-002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남미과/총무과

MF번호

2017-2 / 18 / 1~41(41p)

정부는 1987년도 추계 공관장 인사를 통해 주칠레대사를 교체함.
1.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신임 이용훈 대사에 대한 신임장 및 서경석 현 대사에 대한 소환장을 발급함.
2. 이용훈 대사는 1987.12.1. 칠레 Garcia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12.3. 피노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바, 신임장 제정 시 이 대사는 KAL기 폭파사건, 88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상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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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실시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피노체 대통령은 남극에서의 양국 간 협력 문제를 언급함.

대사파견 - 중앙아프리카

| 87-0028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부아프리카

MF번호

2017-2 / 19 / 1~76(76p)

1. Psimhis 중앙아프리카 외상은 1987.1.6. 주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에 신임 김승호 대사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통보해 옴.
2. 김승호 대사는 1987.4.9. 중앙아프리카에 도착하여 4.15. Psimhis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김 대사는 중앙아프리카에 부임하게 되어 기쁘며,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하여 진력할 것을 언급함.
Psimhis 외상은 김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김 대사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함.

김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해 1986년 Kolingba 대통령의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발전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함.

Kolingba
대통령은 1986년 방한 시 한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감명을 받았으며, 지금도 동 방한을
회고함을 언급하는 한편, 신임 한국 대사의 파견은 통상, 과학,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입증하는 것임을 강조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김승호 대사는 1987.4.16. Kolingba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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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에콰도르

| 87-002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남미과

MF번호

2017-2 / 20 / 1~14(14p)

신임 황영재 주에콰도르대사는 1987.3.12. Cordero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
요지로 면담함.
1. 황 대사가 한국 대통령의 문안 인사를 전한 바, Cordero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면서 자신의 각별한
인사를 한국 대통령께 전해 줄 것을 당부함.
56

2. 황 대사가 최근 지진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위문의 뜻을 전하고 주재국이 Cordero 대통령의 영도하에
동 난국을 조속히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 한 데 대해 동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함.
3. 황 대사는 그간 주재국이 한국 입장을 이해하고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고, 동 대통령은 한국과 에콰도르가 정치적으로 동일한 이념을 추구하고 있음에 따라
계속 한국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언급함.
4. 황 대사가 현재의 양국 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재임 중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동 대통령은 주재국 정부도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대사파견 - 이디오피아

| 87-003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2 / 21 / 1~19(19p)

1. 고창수 신임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7.11.23. 에티오피아에 부임함.
2. 고창수 대사의 1987.11.25. Akalu 외무성 아주국장 예방 시 동 국장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신임 대사의 부임을 환영함.
에티오피아 외상의 아시아 4개국 순방 및 1988년에 예정된 멩기투스 대통령의 중국(구 중공) 및
일본 방문으로 에티오피아의 대아시아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추세임.
57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한국 대사가 전임자 이임 후 신속히 부임함으로써 한국·에티오피아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 데
대해 감사함.
양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신임 대사의 부임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함.
한국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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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창수 대사는 1987.11.28. 멩기투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신임장 제정 시 동 대통령의

대사파견 - 휘지

| 87-0031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동남아과

MF번호

2017-2 / 22 / 1~176(176p)

1. 김현진 신임 주피지대사는 1986.12.14. 피지에 부임함.
2. 김현진 대사는 1986.12.9. Ganilau 피지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김 대사는 신임장 제정 시 지난 수년간 양국 간 실질관계가 괄목하게 성장하였고, 특히 1986.3월
한국 총리의 피지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었는 바, 한국 정부는 이러한
58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Ganilau 총독은 한국이 지난 20년간 이룩한 성장을 평가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 유지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 양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함.
 총독은 한국이 피지에 공여하고 있는 원조 및 기술협력 등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대통령에게
동
각별한 사의 및 안부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김현진 대사는 겸임국인 솔로몬아일랜드, 바누아투,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나우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임장을 제정함.
1987.3.31. Devesi 솔로몬아일랜드 총독에게 신임장 제정
1987.4.9. Sokomann 바누아투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1987.4.13. Tabai 키리바시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1987.4.21. Tupou IV 통가 국왕에게 신임장 제정

1987.5.13.
Leupena 투발루 총독에게 신임장 제정
1987.7.13. H. Derobert 나우루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핀란드

| 87-003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 / 23 / 1~6(6p)

정부는 1987.11.19. 최상진 신임 대사의 신임장 및 정우영 전임 대사의 소환장을 주핀란드
대사관에 송부함.
1. 전두환 대통령의 Koivisto 핀란드 총리 앞 신임장 내용
본인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로 최상진 대사를 귀국에 파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
본인은 그가 높은 인격과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양국 간의 우의와 공동이익을 더욱 증진시키기

신임하여 주시기 바람.

각하의
건강과 귀국의 번영을 충심으로 기원함.

2. 전두환 대통령의 Koivisto 핀란드 총리 앞 소환장 내용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로 귀국에 주재하던 정우영 대사가 임무를 마치고 이임하게 되었으므로
그 후임으로 하여금 각하께 소환장을 전해 드리도록 하는 바임.
본인은 정우영 대사가 재임 중 양국 간의 우의와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을
것으로 믿으며, 또한 그가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에 있어 각하께서 베풀어 주신 신망과
호의에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임.

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음.

따라서
각하께서 그를 기꺼이 받아 주시고, 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는 바를 전적으로

대사파견 - 독일

| 87-003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구주1과

MF번호

2017-2 / 24 / 1~23(23p)

1. 신정섭 신임 주독일대사는 1987.4.1. 독일에 부임하여 4.2.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
하였으며, 독일 외교부는 Von Weizsacker 대통령에 대한 신임 대사의 신임장 제정 일자를 5.13.로
통보함.
2. 주독일대사는 1987.5.13. Von Weizsacker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신임장을 제정함.
신임장 제정 후 약 20분간 요담 시 Weizsacker 대통령은 1986.4월 한국 대통령의 독일 방문
60

실현을 기쁘게 생각함을 언급하고, 대통령 내외분에 대한 각별한 안부 전달을 요망함.
동 대통령은 한국이 오랜 역사,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태도에 대해 문의함.
주독일대사는 올림픽 준비는 완료되었으며,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참가 용의 표명으로 성공적인
세계 제전이 될 것임을 설명함.

대사파견 - 그리스

| 87-003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2과

MF번호

2017-2 / 25 / 1~43(43p)

1. 심기철 신임 주그리스대사는 1986.12.23. 그리스에 부임함.
2. 신임 주그리스대사는 1987.2.3. Christos Sarzetakis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신임장
제정 후 면담 시 동 대통령은 한국의 전자산업 발전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양국 간 실질관계 증진이
필요하며, 전자산업과 같은 분야가 바람직함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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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교황청

| 87-003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2과

MF번호

2017-3 / 1 / 1~67(67p)

1. 김경철 신임 주교황청대사는 1987.4.8. 교황청에 부임함.
2. 신임 주교황청대사는 1987.4.25. 교황청 부국무장관인 Somalo 대주교를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동 부장관은 신임장 제정일이 4.27.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주한 교황청대사 후임에
관해 한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감안하여 조속히 적절한 후임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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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교황청대사는 1987.4.25. 교황에게 아래와 같이 신임장을 제정함.
신임장 제정 후 면담에서 교황은 1984년 방한 시 한국의 발전상을 목도하고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민은 근면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함.

교황은
특히 한국에는 북한과 달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여사한 자유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강조함.

주교황청대사는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교황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함.

대사파견 - 아이티

| 87-003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미과

MF번호

2017-3 / 2 / 1~68(68p)

1. 권인혁 신임 주아이티대사는 1987.7.31. 아이티 Abraham 외교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동 장관은 면담 시 아래와 같이 언급함.
한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 및 정치 사회 안정을 위한 한국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경험
전수를 희망함.

아이티
사태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출국한 아이티인들이 쿠바에서 게릴라 훈련을 받고 아이티에
침투하여 소요를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이티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음.

동 제정식 후 면담 시 Namphy 의장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아이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한국의 상주대사 파견은 큰 힘이 되고 있음.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으며,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에 경의를 표함.
농기구 등 물자 지원에 감사하며,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를 희망함.

3. 주아이티대사는 신임 인사차 1987.8.10. 내무·국방장관 겸 국가평의회 위원인 Regala 준장을 예방하는
한편, 8.31. Balmir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아이티 국내 상황, 남북대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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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임 주아이티대사는 1987.8.6. 국가원수인 Namphy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대사파견 - 아일란드

| 87-003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1과

MF번호

2017-3 / 3 / 1~42(42p)

1. 전용덕 주아일랜드대사대리는 대사관 개설을 위해 1987.7.10. 아일랜드에 부임하여 아일랜드 외교부
측과 신임 이기주 대사의 신임장 제정 일자를 협의함.
2. 신임 이기주 대사는 1987.9.2. 부임하여 9.3. Lenihan 부수상 겸 외무장관, Dorr 외무차관 및 Doran
의전장을 예방하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동 외무장관은 한국의 초대 상주대사 임명이 양국
관계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을 언급하고, 1988년 상반기 중 방한을 희망함.
64

3. 주아일랜드대사는 1987.9.16. Hillery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제정식 후 환담 시 동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에 대한 안부를 전하고 한국의 발전을 기원함.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 87-003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동남아과

MF번호

2017-3 / 4 / 1~16(16p)

1. 김영섭 신임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7.3.31. 인도네시아에 부임함.
2. 신임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7.4.3. 외무성 의전차관보 및 의전국장을 예방하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아래와 같이 신임장 제정 일정을 협의함.
주인도네시아대사는 한국 대법원장 방문 일정 등에 대비하여 조속한 신임장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인도네시아 측은 선거 기간 중임에 따라 애로가 있으나, 4.23. 총선 이전까지는 신임장 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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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코트디부아르

| 87-003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3 / 5 / 1~40(40p)

1. 이정수 신임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87.4.6. 부임하여 4.8. 주재국 외무성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신임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87.4.16. Houpghouet-Boigny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제정식 후 면담 시 동 대통령은 코트디부아르는 한국과 같은 이념과 견해를 가진 국가임을 강조하고,
한국의 최근 경제 발전을 치하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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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간 Fraternite Matin지 4.17.자는 한국 대사를 포함한 8개국 신임 대사의 신임장 제정 관련 기사를
보도함.

대사파견 - 쿠웨이트

| 87-004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근동과

MF번호

2017-3 / 6 / 1~12(12p)

1. 정부는 1987.2.18. 전두환 대통령의 안세훈 신임 대사에 대한 신임장 및 박종상 현 대사에 대한 소환장을
발급함.
2. 안세훈 주쿠웨이트대사는 1987.4.22.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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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리비아

| 87-004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마그레브과

MF번호

2017-3 / 7 / 1~12(12p)

1. 정부는 1987.3.17. 전두환 대통령의 신임 이상열 대사에 대한 신임장 및 김영섭 현 대사에 대한 소환장을
발급함.
2. 이상열 신임 주리비아대사는 1987.4.27. 주재국 외교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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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말레이시아

| 87-004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동남아과

MF번호

2017-3 / 8 / 1~37(37p)

1. 손장래 신임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6.12.22. 말레이시아에 부임하여 12.23. Sani 외무성 의전차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손장래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7.1.18.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동 국왕은 대통령 내외에
대한 안부와 함께 신임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한다는 요지로 언급함.

The Star“King hopes ties with Seoul will be further improved”
New Strait Times“Malaysia values ties with S. Korea: King”
Utusan Malaysia“Seri Paduka puas hati dengan hubungan Malaysia - Korea Selatan”
Berita Harian“Kerjasama Korea dihargai”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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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레이시아 언론 1.19.자는 동 신임장 제정 관련 아래 제하로 보도함.

대사파견 - 모리셔스

| 87-004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3 / 9 / 1~29(29p)

1. 주모리셔스대사대리는 정경훈 신임 대사의 신임장 제정일이 1987.7.22.로 결정되었음을 보고하였으나
이후 7.24.로 변경됨.
2. 정경훈 신임 주모리셔스대사는 1987.7.24. V. Ringadoo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동 제정식에서 총독은 대통령에 대한 안부 전달을 당부함.
정 대사는 최근 양국 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계기로 상주 대사급으로 격상하게 된 배경과 88 서울
70

올림픽 준비 상황 및 한국 국내 정세 등에 관해 설명함.

대사파견 - 멕시코

| 87-004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미과/총무과

MF번호

2017-3 / 10 / 1~194(194p)

1. 탁라현 신임 주멕시코대사는 1987.3.5. 멕시코에 부임하여 3.12. 외무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신임장
제정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의전장은 조속히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우선 외교부와의
접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언급함.
2. 신임 주멕시코대사는 1987.3.23.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사본 제출 후 면담 시 동
장관은 1987.6월초 예정된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협정 서명식을 위해 자국 상공장관이 방한할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3. 주멕시코대사는 1987.4.22. Miguel Hurtago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신임장 제정 후 대담 시
동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대통령에 대한 안부 전달 및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는 한편, 양국 간 실질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4. 정부는 1987.8.25. 탁라현 주멕시코대사를 주벨리즈대사로 겸임 발령하여 탁 대사는 11.9. Minita
Gordon 벨리즈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신임장 제정 후 대담에서 동 총독은 대통령에 대한 안부 전달 및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함.
 신임장 제정 후 대사는 수상 및 외무장관 등 4명의 각료를 면담함.
동
Esquivel 수상은 1987.4월 방한 시 한국 정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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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자신은 콘타도라 등 중미 문제에 전념하고 있음에 따라 제반 사정상 6월 방한 및 서명식 참석은

대사파견 - 파키스탄

| 87-004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남아과

MF번호

2017-3 / 11 / 1~17(17p)

1. 최웅 신임 주파키스탄대사는 1987.3.17. Sattar 외무차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신임 주파키스탄대사는 1987.3.17. 지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신임장 제정 후 아래와
같이 환담함.
동 대통령은 1985.5월 방한 시 한국 대통령 및 국민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민의 활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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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언급함.
동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국내 정치에 관심을 표한 바, 최 대사는 한국의
국내 정세, 아시안게임 결과 및 올림픽 준비 상황 등에 관해 설명함.

대사파견 - 필리핀

| 87-004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총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3 / 12 / 1~96(96p)

1. 안재석 신임 주필리핀대사는 1987.3.25. 필리핀에 부임함.
2. 신임 주필리핀대사는 1987.3.26. Laurel 부통령 겸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바,
동 부통령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여 4월 첫 주에 신임장을 단독으로 제정하는 일정을 검토 중임.
5월 총선을 전후하여 NPA 반정부 공산주의자의 발호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토벌작전을 계획
중으로 한국산 통신장비, 군용차량 등 원조를 요청함.

한 답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필리핀 정부를 격려하고 지원하여 준 한국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표함.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음.
필리핀의 정치, 경제적 난국 극복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 노력에 대해 한국민이 보여 준
정신적 지원에 사의를 표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필리핀대사는 1987.4.7. Aquino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바, 동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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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파나마

| 87-004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미과

MF번호

2017-3 / 13 / 1~64(64p)

1. 최종익 신임 주파나마대사는 1987.3.9. 파나마에 부임함.
2. 신임 주파나마대사는 1987.3.19. Jorge Abadia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동
외무장관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양국 관계에 만족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에 경의를 표함.
방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편리한 시기를 제시하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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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스리랑카

| 87-0048 |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3 / 14 / 1~70(70p)

1. 김봉규 신임 주스리랑카대사는 1987.11.10. 스리랑카에 부임함.
2. 신임 주스리랑카대사는 1987.11.14. 하미드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아래와 같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동 외무장관은 지난 유엔 총회 시 한국 외무장관을 만나 유익한 대화를 나눈 바 있음을 언급하고,
양국 관계는 아주 좋다는 점을 강조함.

대사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 발전과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한 데 대해
동 장관은 민주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의 민주 발전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함.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1984년 방한 시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은 바 있음.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있어서도 개도국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함.

4. 김 대사는 신임 인사차 1987.11.20. 대통령비서실장, 12.1. 외교부 사무차관, 정무차관보, 경제차관보,
국제기구차관보, 아주국장, 유엔국장, 12.8. 교통장관, 무역·해운장관, 법무장관을 면담함.
5. 정부는 1987.11.4. 주스리랑카대사를 주몰디브대사로 겸임 발령하였으며, 겸임국 몰디브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 일자가 1988.1.28.로 결정됨에 따라 김 대사는 1988.1.27.∼31.간 몰디브 출장 계획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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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스리랑카대사는 1987.11.16.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제정 후 대담 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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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영국

| 87-004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동구1과

MF번호

2017-3 / 15 / 1~23(23p)

1. 오재희 신임 주영국대사는 1987.11.24. 외무성 의전차장이 신임장 제정일을 12.16.로 예정하고 있음을
통보해 왔으며, 영국의 의전 관례에 따르면 신임 대사의 영국 도착 사실을 외교무부장관에게 통고하면
신임장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사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함을 보고함.
2. 신임 주영국대사는 1987.12.16.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동 여왕은 한국 대통령을
영국에서 만날 수 있어 기뻤음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문안 전달을 희망하는 한편, Ann 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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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으로 한국에 대해 많이 들은 바 있음을 밝히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올림픽 개최 등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함.

대사파견 - 우루과이

| 87-005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총무과

MF번호

2017-3 / 16 / 1~16(16p)

1. 김해선 신임 주우루과이대사는 1987.3.18. Iglesias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신임 주우루과이대사는 1987.3.19. 주재국 Sanguinetti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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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북예멘

| 87-005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근동과

MF번호

2017-3 / 17 / 1~30(30p)

1. 이규일 신임 주북예멘대사는 1987.4.30. 부임 시 출영한 외무부 의전차장에게 조속한 신임장 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함. 이에 동 의전차장은 4.28.~5.27. 라마단 기간 중에는 공식 행사가 없으므로 6월
중순 이후에 가능할 것임을 언급함.
2. 신임 주북예멘대사는 1987.5.16. 주재국 Dr. Iryani 외무장관 겸 부수상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현지 TV 방송은 동 예방을 상세히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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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북예멘대사는 1987.6.29. 주재국 Saleh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제정식 후 약 15분간 면담에서 동 대통령은 신임 대사 부임을 환영하며, 북예멘과 한국 간의 공식
관계 수립은 일천하지만 금번 상주대사관 설치를 계기로 긴밀히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대통령은 양국 공히 개도국으로서 예멘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발전된 과학기술 분야를
동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면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이라는 대사의
언급에 동의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언급함.
동 대통령은 한국의 통일문제에 관해 관심을 표시하여 이 대사는 남북한 관계 현황에 대해 설명함.

4. 북예멘 최대 일간지인 Al-Thawrah(아랍어)지는 상기 신임장 제정식 관련 기사를 1면과 2면에 머리
기사로 보도함.

대사파견 - 자이르

| 87-0052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3 / 18 / 1~39(39p)

1. 주자이르대사관은 1984.2.7. 자이르 외무성에 전순규 주말레이시아공사를 주자이르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하는 공한을 전달함.
2. 자이르 정부는 1984.5.9. 전순규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정부는 1984.5.28. 전순규를 주자이르대사에 인사 발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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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순규 대사는 1984.9.18. 모부투 자이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신임장 제정 후 면담에서 모부투 대통령은 전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현재의 긴밀한 양국 우호
관계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대사는 모부투 대통령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자이르 대통령 선거에서 모부투 대통령의
전
재선을 축하함.

6. 주자이르대사관은 1987.2.9. 전순규 주자이르대사를 주루안다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하는 공한을 주자이르 루안다대사관에 전달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4. 전순규 대사는 1984.7.10. 자이르 외무성 의전실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대사파견 - 신임장 수여

| 87-005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3 / 19 / 1~175(175p)

1987.2월 신임대사 파견에 따른 신임장 수여 등 내부 절차 내용임.
1. 외무부 총무과는 1987.2.10. 의전장실에 한우석 주프랑스대사 등 19명의 재외공관장 발령에 따른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7.2.13. 해당 재외공관장에 대한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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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두환 대통령은 1987.2.18. 최종익 신임 주파나마대사에 대한 신임장, 김대용 현 주파나마대사에
대한 소환장 등 해당 재외공관장에 대한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에 관한 외무부의 건의를 재가함.
4. 외무부는 대통령비서실에 해당 재외공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장 수여식을 1987.2.23. 거행할
것을 건의함.

대사부임 - 벨기에

| 87-005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1과

MF번호

2017-3 / 20 / 1~130(130p)

1. Yves Vercauteren 주한 벨기에대사는 1987.10.13. 외무부장관 및 국회의장, 10.15. 대통령을 이임
예방함.
2. 벨기에 정부는 1987.7.23. Jean-Marie Noirfalisse 신임 주한대사에 대한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동 대사는 1973년 외무성 입부 이후 미국, 제네바, 일본 등에서 근무함.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해 1986.4월 한국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증진되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벨기에는 구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재임 중 노력하겠다고 밝힘.
대통령은 답사에서 동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양국 간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1986.4월 벨기에 방문 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하기를 기원함.

4. 신임 주한 벨기에대사는 1987.12.3. 국무총리를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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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8.11. 동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결정하고, 동 대사는 11.20.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볼리비아

| 87-0055 |

생산연도

1982-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남미과

MF번호

2017-3 / 21 / 1~170(170p)

1. Jorge Heredia 주한 볼리비아대리대사는 1983.2.7. 외교부 남미과장을 면담하고, 정부의 귀국 명령에
따라 2.28. 이임 예정임을 통보함.
2. 주볼리비아대사는 1983.5.5. 대사관저에서 Heredia 전 주한대리대사에 대한 서훈 행사를 개최한 바,
외교장관 고문, 의전장, 전 외무차관, 한·볼리비아 문화협회장 등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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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볼리비아대사는 1983.6.28. 후임 주한 대리대사로 Arturo Siles 외교차관 보좌관이 임명되었으며,
8.5. 전후 한국에 부임할 예정임을 보고함.
4. Arturo Siles 주한 볼리비아대리대사는 1986.2.28. 외교부를 방문하여 3.31.자로 볼리비아 귀임 발령
되었음을 통보함.
5. 주볼리비아대사는 1986.10.24. Jaime Vilela 신임 주한 대리대사 내정자가 확실한 이유 없이 부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수차 외무성을 접촉하여 조속한 부임을 촉구 중임을 보고하였으며 동 신임
대리대사는 11.6. 서울에 부임함.
6. 주볼리비아대사는 1986.12.19. Bedregal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 한 바, 동 장관은 주한 대사관을
대리대사급에서 대사급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초대 대사로 Gaston Ayoroa(전직 외교관, 전
이민청장)를 내정하였음을 언급함.
볼리비아 정부는 1987.2.4. 공한으로 Gaston Ayoroa 초대 주한 볼리비아 상주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한 바, 정부는 주볼리비아대사에게 2.21.자 아그레망 부여 결정을 볼리비아 정부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신임 주한 볼리비아대사는 4.23.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프랑스

| 87-005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3 / 22 / 1~61(61p)

1. 프랑스 정부는 Forquenot de la Fortelle 신임 주한 프랑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한 바, 정부는
주프랑스대사에게 1987.6.18.자 동 신임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 결정을 통보함.
동 신임 대사는 1967년 외무부 입부 후 수상실 외교담당 보좌관, 주독일 공사, 국방장관 보좌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임.

2. 동 대사는 1987.7.9. 신임장을 제정함.
주한 프랑스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1986.4월 프랑스 방문 시 미테랑 대통령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수교 2세기에 접어들어 더욱
강화되기를 기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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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프랑스는 1986년 수교 100주년을 경축하였으며,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양국 관계의
긴밀화의 상징이 됨.
- 한국은 경이로운 속도로 발전하는 공업국가가 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양국 간의 우의와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

대사부임 - 교황청

| 87-005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3 / 23 / 1~75(75p)

1. 정부는 1987.4.16. 이임하는 프란체스코 몬테리시 주한 교황청대사에게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하였으며, 1987.5월 신임 이반 디아스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신임 이반 디아스 교황청대사는 1987.10.28.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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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부임 - 일본

| 87-0058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3 / 24 / 1~94(94p)

1. 정부는 미카나기 기요히사 현 주한 일본대사 후임으로 임명된 야나이 신이치 신임 대사에 대해
1986.12.19. 아그레망을 부여하고, 동 대사는 1987.4.23. 신임장을 제정함.
2.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7.4.23.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신임 대사의 국무총리 및 정부 각부 장관
예방을 신청한 바, 외무부는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및 농림수산부 장관 예방을 주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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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부임 - 모리타니

| 87-0059 |

생산연도

1980-1987

생 산 과

중동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3 / 25 / 1~252(252p)

1. 모리타니 정부는 1980.11.12. Abdallahi 주한 모리타니 겸임대사(베이징 상주) 임명을 위한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1980.11.17. Abdallahi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나, 동 대사는 신임장을
제정하지 않음.

Kharchy
외무성 정무국장은 1982.2.2. 주모리타니대사대리에게 Abdallahi 대사가 장기 근무로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많아 신임 대사 부임 후 신임장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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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리타니 정부는 1983.3.28. Kader 주한 모리타니 겸임대사(베이징 상주) 임명을 위한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
청함.
정부는 1983.4.28. Kader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나, 동 대사가 1984.1월 간질환으로
스위스에서 치료 중 사망함에 따라 신임장을 제정하지 못함.

3. 모리타니 정부는 1984.6.18. Youssouf 주한 모리타니 겸임대사(베이징 상주) 임명을 위한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1984.7.21. Youssouf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Youssouf 대사는 1985.2.21.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해 양국 간 친밀한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공동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진력할 것임을 밝힘.
- 전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동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동 대사 재임 기간 중 수산 분야 등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함.

대사부임 - 멕시코

| 87-0060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3 / 26 / 1~261(261p)

1. 멕시코는 주일본대사관에서 한국을 겸임해 온 바, 1986.8.25. Ricardo Galan Mendez 초대 주한 상주
대사를 임명하고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9.12. 동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신임 Mendez 대사는 1987.1.14. 서울에 도착하여 2.23.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나 동 신임
대사의 좌경 사상을 이유로 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외무부는 1986.12.17. 주콜롬비아대사에게 동

3. 동 대사의 주콜롬비아대사 재임 중인 1980.2.27. 도미니카 국경일 리셉션장을 무장 게릴라가 급습하여
인질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동 멕시코대사가 게릴라들과 협상한 바, 주콜롬비아대사관은
1987.1.7. 당시 사건 개요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보고를 통해 동인이 좌경적 사상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관계자의 진술 등을 보고함.
4. 동경 주재 주한 겸임 Gonzalez Galvez 멕시코대사는 이임 예방차 1986.10월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
예방 및 외무부 장·차관 면담 등을 시행하였으며, 정부는 주한대사관에서 대사대리로 근무를 마치고
1987.4.29. 이임하는 Jorge Fuentes 공사에 대한 서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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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가 주콜롬비아 멕시코대사로 재임 당시의 행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대사부임 - 니제르

| 87-0061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3 / 27 / 1~139(139p)

1. 니제르는 1985년 주한 대사관 설치를 결정하고, Joseph Diatta 주미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한 바,
정부는 1985.6.18. 주니제르대사에게 주재국 정부가 동 신임 주한 겸임대사의 아그레망을 조속히
신청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주미 니제르대사관은 1986.1.14. 주미대사관에 대한 공한으로 동 신임 대사의 아그레망을 요청하여
온 바, 이에 정부는 2.6. 동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고, 주미대사관을 통해 통보함.
88

3. 주니제르대사는 1987.4.8. 동국 예산 사정으로 주한 신임장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Diatta 대사를
1987년도 유엔 및 비동맹 교섭대책의 일환으로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정부는 동인에 대한
방한 초청을 결정하고, 신임장 제정일을 6.4.로 결정함.
4. 주니제르대사는 1987.4.30. 주재국 외무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은 한국에 명예영사관 설치를 희망하고
있음을 밝히고, Diatta 대사 방한 시 명예영사 후보자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하고,
동 후보자 면담 관련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함.
5. Diatta 신임 대사는 1987.6.1.~6. 방한하여 신임장 제정, 외무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가진 바, 동 대사는
미국, 유엔, 캐나다 및 한국을 겸임하게 됨.

대사부임 - 스웨덴

| 87-0062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3 / 28 / 1~55(55p)

1. Christer Sylven 신임 주한 스웨덴대사는 1987.6.5.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외무부는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에 대한 동 대사의 예방을 주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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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부임 - 터키

| 87-0063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2과

MF번호

2017-3 / 29 / 1~91(91p)

1. 정부는 1986.5.13. 신임 주한 터키대사로 임명된 Yunus Gucell 대사에게 6.4. 아그레망을 부여하고,
동 대사는 1987.2.23.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신임장 제정 후 주한 터키대사관은 1987.2.23. 및 2.27.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삼부 요인, 주요 장관 및 대통령 영부인 예방 주선을 요청하였으며, 동 대사는 합참의장,
외무부 제1, 2차관보 및 구주국장을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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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부임 - 투발루

| 87-006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의전1과/동남아과

MF번호

2017-3 / 30 / 1~4(4p)

1. 주피지대사관은 1986.1.31. 투발루 외무성이 Ionatana 주한대사(투발루 상주)의 해임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2. 주피지대사관은 1987.5.25. 투발루 정부가 주한대사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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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부임 - 북예멘

| 87-006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동과

MF번호

2017-3 / 31 / 1~119(119p)

1. 주일본대사관은 1986.12.17. 동경 주재 북예멘대사관이 자국 정부로부터 1986.12월말 동경 부임 예정인
Mohammed Abdul Koddos Alwazir 대사를 초대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고,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는 공한을 보내왔음을 보고함.
2. 정부는 1987.1.6. 동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고, 동 대사는 7.9. 신임장을 제정한 바, 동
대사는 한국 외에 필리핀, 싱가포르 및 호주를 겸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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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S(남태평양 해양자원의 보존과 사용에 관한
상설위원회) 대표 신임장 제정

| 87-006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4 / 1 / 1-26(26p)

CPPS(남태평양 해양자원의 보존과 사용에 관한 상설위원회) 대표(주한 콜롬비아대사) Ramiro
Zambrano Cardenas는 1986.2.19.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을 제정함.
1. 동 위원회 개요
명칭: The Permanent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and Use of the Marine Resources of

및 포경업 규제, 과학적 조사 확대, 해양법령 및 경제·통상 교류와 관련된 분야 연구, 해양기술에
관한 연구 및 인력 양성,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회원국 간 업무 협조 등
구성: 총회, 사무총장, 3개 전문위원회(조약위원회, 기획 및 외교위원회, 기술위원회)
연혁: 1952.8월 산티아고 선언으로 발족, 1982년 칠레 비냐델마르 총회에서 태평양 연안국에 동
위원회 대표를 파견하여 학문 및 경제 분야에서 동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결의

2. 신임장 요지
동 위원회 사무국은 주한 콜롬비아대사를 한국 정부에 대한 대표로 임명
동 위원회 목적 설명
 대표를 통해 동 위원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한국 정부, 공공, 학술 및 민간단체와의 정보
동
교환 확대 희망

3. 외무부는 1986.2.19. 주콜롬비아대사관에 상기 신임장 제정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동 내용을 전국
경제인연합회 등 유관 기관에 전달하고, 동 대사가 한국에서 동 위원회 대표로 활동하는 데 가능한 협조를
제공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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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 Pacific(CPPS)
회원국: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
목적: 남태평양의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보다 나은 개발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업무 단일화

대사부임 - UNICEF(유엔아동기금) 대표부

| 87-006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 / 2 / 1~34(34p)

UNICEF(유엔아동기금) 사무국장은 1987.5.7. 공한으로 한국 주재 신임 대표로 필리핀 출신
Ralph Diaz를 임명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1. 외무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동 임명에 대한 동의를 결정하고, 1987.6.16. 주유엔대표부에 UNICEF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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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CEF 서울사무소는 1987.7.23. Diaz 신임 대표의 부임을 발표함.
동 대표는 필리핀 대학에서 농업교육확대론을 전공하고, 서독 호엔하임 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대학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수료함.
동인은 필리핀 농업경제부 연구원 경력 등이 있으며 1979년 이후 UNICEF에서 근무 중임.

영사 위임장 발급

| 87-0068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7-4 / 3 / 1~179(179p)

외무부는 1986~87년 중 총영사관 소속 총영사와 대사관 소속 총영사 및 영사로 발령된 직원에
대하여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이 주재국 정부에 송부하는 영사위임장 발급에 필요한 내부
행정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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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주한 우루과이 명예영사 접수

| 87-006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4 / 4 / 1~23(23p)

주한 우루과이대사관은 1987.1.30.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하여 우루과이 정부는 구자원
럭키개발 사장을 주한 명예영사로, 구자훈 범한화재보험 이사를 명예부영사로 각각 임명 예정임을
통보하고,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우루과이대사관에 대한 의견 문의 및
내무부에 대한 신원 조회 요청 등의 내부 절차를 거친 후 1987.4.10. 동 임명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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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접수 - 콩고민주 공화국 (구 자이르)

| 87-007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4 / 5 / 1~9(9p)

1.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사관은 1987.6.2.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중국(구 중공) 주재 무관으로
임명된 Mukuta Sandjamba 대령을 주한 및 주일 겸임무관으로 내정하고,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는
공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2. Mukuta Sandjamba 대령은 1987.9.23.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방문을 위한 숙소 예약, 국방부
관계관 접촉 주선 등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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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감찰 발급

| 87-0071 |

생산연도

1982-1987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7-4 / 6 / 1~175(175p)

1. 외무부는 1982.12월 외국의 외교 차량 번호판 발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
조사 대상국

- 영국, 프랑스, 일본, 서독, 오스트리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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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차량에 대하여 외교차량 번호와 구별되는 고유번호 부여 여부 및 부여할 경우 동 고유번호
의 배정 방법
- 국제기구 상주대표 차량, 직원 차량 및 공용 차량을 구별하여 번호를 부여하는지 여부 및 구별할 경우
동 구별 방법

2. 교통부가 1987.2월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한 외교관 등의
차량 번호판 개정에 대한 의견을 1987.2.25. 교통부에 제시함.
3. 교통개발연구원 주최로 1987.8.25. 개최된 자동차 번호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외무부
관계관이 참석함.
4.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안) 제정을 위한 1987.9.15. 관계 부처 회의에 외무부 관계관이 참석함.
5. 외무부는 1987.9.28. 교통부에 자동차 번호판 제도 개선에 관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통보함.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 87-007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7-4 / 7 / 1~62(62p)

1. 주한 외교 공관 및 공관원들의 차량 면세 매입 및 매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1985.2.1. 새로운 규정을
통해 상호주의 적용을 반영함. 이에 일본 및 포르투갈은 자국 외교관에 대한 처우에 관한 정보를 요청
하였고, 미국은 자체 규정을 개정함.
2. 미국은 1985.3.11. 한국이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들에 대하여 부여하는 면세 특권이 대사관 소속 행정
직원에 대한 차별 등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권보다 불리하다는 불만을 제기

3. 미국 정부는 1986.1.7. 자국 주재 대사관 직원들의 면세 차량 매입 및 매도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매입 자격 및 매도 조건에 제한을 적용함. 이는 한국의 새로운 규정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으로 내용
이 유사하나, 직원 이임 시 미국은 1년 이상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차이점이 있음.
4. 미국은 대사관 직원이 한국 보세 창고에 임시 보관한 차량을 다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관세청이 1986.9.3. 외무부에 대하여 외교관 면세 차량을 매도할 경우 양수자의 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부적절함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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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정부는 미국에 대한 특별 대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

한·구주공동체(EC) 정치협력

| 87-007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4 / 10 / 1~112(112p)

EC(구주공동체)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1986∼87년 중 검토 및 관련 공관의 보고 내용임.
1. 외무부는 1986.4.13. 관련 공관에 EC-COMECON(대공산권금수체제기구) 간 관계 개선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EC 침투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대동구권 접근 노력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C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통보함. 이에 관련 공관들은
EC Troika 국가들과의 협의, 각국 외무성과의 협력 긴밀화 및 EC 정치협력 사무국과의 접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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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등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7.5월 대EC 정치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공관에
송부하는 한편 현지 공관의 검토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대통령의 1986.4월 구주 순방 이후 대EC 경제협력은 긴밀히 유지되고 있으나, 정무 분야의 직접
협력관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단일유럽협약이 1987.7월 발효 전망임에 따라 현지 공관활동 강화, EC 접촉채널 구축,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등 정무협력 강화 노력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

3. 동 지시에 대해 주벨기에대사는 대EC 협력 강화 방안을 아래 건의함.
정치협력을 위해 EC 의장국 외무성 정무총국장과 외무부 1차관보 간의 정치 대화를 시행하는
한편 추후 동 채널을 EC Troika 정무총국장과의 협의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며, 주한 EC Troika 대사
접촉 설명회 등을 개최함.
주EC 대표부 설치와 함께 대구주의회 접촉 및 대EC 정보 수집 노력을 강화함.

4. 주한 덴마크대사는 1987.7.2. 외무부 제1차관보를 방문하여 구주공동체 의장국 자격으로 한국 정세와
관련한 아래 입장을 전달함.
EC 12개 회원국은 최근 한국의 정세 발전을 지지하며, 환영함.
우방국인 한국이 민주주의 목표 달성 및 인권 존중 방향으로 조속히 나아갈 것을 희망함.

5. 외무부는 1987.7.7. 관련 공관에 EC는 회원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입장을 수립하는 등 정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EC 회원국에 대한 외교 교섭 강화 및 EC 정치협력회의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필요성을 통보함.

6. EC는 1987.12.18. 상공장관회의에서 EC 집행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를
정지하기로 결정함. 동 결정은 1988.1.1. 시행될 예정으로 EC의 여사한 입장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신정부에 대한 사전 압박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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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국 의회활동 인력 강화 방안

| 87-007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4 / 12 / 1~36(36p)

외무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86년 미국 의회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방안을 작성하여 시행함.
1. 추진 경위
외무부의 1986.5.9.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4월 대통령 유럽 순방 결과 후속조치 보고 시 대통령은
주미대사관의 의회 담당 직원을 3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대의회 홍보활동을 취약하게 하는

102

요인임을 지적함.

대통령은
미국 의회 담당 직원 3~4명의 5~6년 이상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함.

2. 검토 및 조치 사항
외무부는 5.14. 주미대사관에 관련 의견 보고를 지시한 바, 주미대사는 5.20. 대의회 활동 강화
방안을 아래 보고함.

- 의회 담당 직원은 3년간 동일 업무를 전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2~3년 연장하도록 함.
- 미 의회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의회 internship 등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함.
- 미 상원 및 하원에 별도의 자문관을 고용하여 활용함.
조치 사항

- 대사관에 정무 및 경제 의회 담당 참사관을 지정하고, 인원을 보강함.
- 별정직 의회 담당 전문 직원을 채용함.
- 의회 담당 직원에 대한 미 의회에서의 internship을 실시함.

한국 외교정책 중장기 구상 연구

| 87-0075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기획조사과

MF번호

2017-4 / 13 / 1~126(126p)

한국 외교정책 중장기 구상 연구에 관한 외교안보연구원 작성 1985∼87년 자료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내용임.
1. 1985년도 자료
외교안보연구원 자료 초안 유엔 관계 및 비동맹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2. 1986년도 자료
체제에 대한 의견

- 한국 외교정책 방향 재조명, 종합정책 건의 등 추가
중국(구 중공) 관련 내용 의견

-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지속 추가
- 지역별 정세 전망 중 중국 부분 추가 수정: 실용주의 체제와 탈이념 정책, 신경제 정책과 대외문호개방
추진

3. 1987년도 자료
해외 이주정책에 관한 보완
구주 지역 관련 내용 보완

중동
지역 정세 불안정 지속 등 보완
대유엔, 비동맹 외교 자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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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유엔 기본 정책: 유엔 가입 필요성, 문제점 및 전망, 추진 방향, 정부 입장
- 대비동맹 정책: 추진 방향, 가입 문제, 비동맹 참가 문제
- 수정 및 보완 사항: 유엔 가입 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엔 사무국 간부 활용, 유엔 주관 국제회의
국내 유치

미국 Asia Society / CFR 공동주관 한국관계
연구사업. 전2권 V.1 연구보고서

| 87-007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4 / 15 / 1~136(136p)

미국 Asia Society 및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공동 주관 1986∼87년 한국 관계
연구 사업 진행 경과임.
1. 경위
김경원 주미대사와 Peter Tarnoff CFR 회장 간의 1986년 협의에 따라 CFR은 AS와 공동으로 한국
관련 연구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Kenneth Dam 전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Korea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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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을 결성함.
 기관들은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및 한국의 정권 교체로 한국이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됨에 따라
동
동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보고서에 한국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권력 이양, 소련의
대북한 정책의 실태 및 소련-중국(구 중공) 관계 개선 등 한반도 주변 상황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계획함.

연구
결과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조사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1987년 중 보고서로 발간
예정임.

2. 토론회 개최
정치, 사회 및 경제 문제에 관해 3회에 걸쳐 뉴욕에서 토론회를 개최함.
제1차 회의는 1987.2.26. 뉴욕에서 한국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 간에 비공개로 개최되어 개헌
정국과 관련된 여·야 간 입장 차이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민정당은 동 회의에 참석한
소속 의원들이 작성한 참석 보고서를 1987.3월 별도로 배포함.

제2차
회의는 3.19. 뉴욕에서 한국 측 인사와 미국 측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국 국내 정세, 언론,
노동 및 경제 문제를 토의함.

제3차
회의는 4.30.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며,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 경제관계에 관하여 토의함.

3. 연구 결과 보고서 발표
워싱턴과 뉴욕에서 연구 결과 종합보고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1987.10.22. 개최하고‘Korea
at the Crossroads: Implications for American Foreign Policy’제하 소책자 형식의 보고서를
배포함.
동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 전망, 경제, 남북대화, 한·미 경제관계, 한·미 관계 전반 및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포함함.

미국 Asia Society / CFR 공동주관 한국관계
연구사업. 전2권 V.2 Korea Study Group 방한

| 87-007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4 / 16 / 1~334(334p)

미국 Asia Society 및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 공동 추진 한국 관계 연구 사업 사전
준비를 위하여 1987년 미국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함.
1. 제1차 방한
약 20명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1987.5.24.~30. 방한하여 주요 정부 인사, 정당 대표,
종교 지도자, 학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면담하고, 산업, 지방 및 DMZ(비무장지대) 시찰

동 방문단 관련 자료 현황임.

- 양 기관 소개, 방한단 인적 사항, 일정 주선, 면담 자료
- 외무부장관 오찬 연설문, 외무부차관 및 차관보 면담요록, 경제기획원장관 면담요록, 문공부차관
면담요록, 상공부장관 오찬 연설문,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면담요록,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만찬
결과 보고서

2. 제2차 방한
동 방문단은 1987.8.31.~9.4. 재차 방한하여 문공부차관, 외무부장관, 대통령경제수석, 국방부장관,
정계 인사(노태우, 김영삼, 이민우 등)와 면담함.
동 방문단은 대통령 면담을 희망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음.
동 방문단 관련 자료 현황임.

- 외무부장관 면담자료 및 면담요록
- 문공부차관 면담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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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가짐.
 방문단은 정치, 경제, 안보 및 국제 관계 3개 실무 연구 그룹을 구성하여 활동함.
동
정부는 동 방문단 방한 관련 대책회의를 5.20. 개최함.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 87-007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4 / 17 / 1~72(72p)

일본 사회당의 1987년 중 대한반도 정책 관련 사항임.
1. 주일대사는 도이 다카코 사회당 위원장의 1987.6.15. 고베 개최 전국 서기장 회의에서의 발언과 관련
하여 아래 보고함.
동 위원장은 88 서울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한국이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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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일본의 구체적 노력에 의한 일·북한 관계 개선 타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도이
위원장의 발언은 사회당 수뇌부의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최초의 공식 발언으로 사회당의
한국에 대한 정책 변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되며, 기본적으로는 사회당의 한국에 대한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한 당내부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평가됨.

2. 도치기 현 의회 사회당 의원 9명이 1987.7.30.~8.2. 방한하여 판문점, 올림픽 시설 시찰 및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 주최 오찬 등의 일정을 가짐.
3. 사회당 야마구치 서기장은 1987.8.20. 사회당 노선의 쟁점이 되는 안보, 자위대, 원전 및 한반도 문제
등 4개 현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위한 견해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한국과 관련한 종래의 당 정책 기본 노선은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 조선노동당과의 역사적 우호
관계 견지 등이며, 이러한 기본 바탕 위에서 한국 정부의 존재를 인정함을 전제로 향후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에 공헌할 것임.
필요시 당대표가 방한할 용의가 있음.

4. 국회 내무위 선거제도 시찰단 일원인 김동주 의원은 1987.9.7. 사회당 도이 다카코 위원장을 면담함.
동 면담에서 도이 위원장은 사회당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북한 측에 편파적인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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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련 미국대사관이 1986.12월 중순 소련의 대한반도 태도에 관해 소련 외무부 한국관계관 및 학계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한 내용 중 소련 측 인사 견해는 아래와 같음(주한 미국대사관 제공).
김일성 사망설 소동은 북한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한국의 국내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한·미·일의 공동선전임(외무부 관리).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근거가 없음(외무부 관리).

소·북한
군사협력

- 소련 측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무기 공급 계획이 없음(외무부 관리).
- 1986.9. 평양 개최 한반도 안보관계회의 참석 시 북한의 정치국원이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고 군사력에서 남북한 균형 또는 한국이 약간 유리하며, 북한은 대남 무력도발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였다고 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의문시 함(학계 인사).
한·소 접촉 문제

- 소련의 원칙적 입장은 한국 정부와 공식적인 접촉을 갖지 않는 것임(외무부 관리).
- 소·북한 관계 긴밀화가 한·소 간 경제교류 추진에 정치적인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소련의 대한
정책이‘식견 없는 것’임(학계 인사).

2. 1987.3.16.~17. 모스크바 개최 미·소 외무차관 회의 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에 대하여,
미 국무부 Armacost 정무차관이 1987.3.24. 주미대사에게 설명한 요지는 아래와 같음.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가 계획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소련이 공식 표명을 유보하는 것은 올림픽
공동주최를 주장하는 북한의 교섭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대결보다는 타협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감지함.
다만, 미국 측의 대북한 외교 접촉 지침 변경과 관련, 중국(구 중공)은 북한이 미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한 바 있으나 소련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각도에서 북한 측의 입장을 전달함.

3. 1987.11.16.~17. 동경에서 개최된 일·소 외무차관 간 사무레벨 회담 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이 언급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판 NATO 체제 등장 가능성이 상존함.
북한의 통일방안 및 고위 정치·군사회담 제의를 지지함.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구축을 위하여 한반도 지역의 비핵화를 지지함.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 조성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남·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를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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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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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6.12월 아래 요지의 미국의 대이란 무기판매 사건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함.
1. 사건 개요
친시리아 레바논 언론은 1986.11.4. 미국의 대이란 무기 비밀거래를 폭로함.
미 행정부는 대이란 무기 비밀판매 사실 및 동 판매대금의 니카라과 반군 지원을 위한 사용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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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함.

레이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을 시인하고, 동 사건에 연루된 포인덱스터 안보보좌관 및 노스 중령을
해임하는 한편 법원에 특별조사관 임명을 요청함.

미국
의회는 동 사건 조사를 위한 상·하 양원 별도 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함.

2. 미국 내 정국에 미칠 영향
레이건 행정부의 지도력 약화 및 의회의 발언권 강화가 예상됨.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동 사건을 계기로 대행정부 공세, 특히 외교정책에 관한 발언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대통령
비서실장과 케이시 CIA 국장에 대한 사임 압력 가중 등에 따라 미 행정부 고위 인사 거취에
추가 변화가 예상됨.

제2의
워터게이트 사건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화당 특히 부시 부통령의 대통령 입후보
관련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3. 한국에 대한 영향
레이건 행정부의 약화 및 민주당 주도 의회의 발언권 강화로 한·미 관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안보 분야: 양당은 대한국 방위공약을 공동인식하고 있으나, 팀스피릿 훈련 규모 축소, 주한미군
예산 삭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경제·통상 분야: 보호무역주의 법안의 통과 가능성 및 미 행정부의 1988년 선거 대비 농촌 지역
지지 확보 노력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증대가 예상됨.
국내정치 분야: 민주당 진보파 의원 주도의 한국 민주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4. 대책
중장기 대책: 미국 내 대한국 지지 인식의 계속적인 기반 확충 노력 강화 및 1988년 민주당 행정부
출범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당면
대책: 주미대사관의 대행정부, 의회, 언론 접촉 활동 강화, 국회 차원의 대미 의원외교 활동
활성화 및 현 대사관 고용 컨설턴트사의 체계적 활용 등이 필요함.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전4권
V.2 기본문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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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Contra(니카라과 반군) 사건 개요 관련 자료 요지임.
사건 경위

문제점

- 이란에 밀매된 무기의 종류와 수량 및 NSC(국가안보회의)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행된 비밀공작과
관련한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통보 필요성 등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의회와 행정부 간 논란이 계속됨.
- 레이건 대통령은 대이란 무기밀매가 미국의 대소련, 대중동 정책 차원에서 수행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자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니카라과 반군(CONTRA)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의 사용 의혹이 제기됨.
레이건 대통령이 1986.11.26. 임명한 Tower 위원회의 조사보고서

- John Tower 전 상원의원 등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대이란 비밀협상 및 무기판매, CONTRA 지원 관련
NSC 역할 등을 규명함.
- 1987.2.26. 발표된 조사보고서는 무기밀매가 대이란 외교정책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초기 단계부터 미국 인질 석방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지적하는 한편, 특히 무기
판매 대금의 행방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함.
- 동 보고서는 근본적인 책임이 대통령 비서실장 등 측근 참모 및 보좌관들에 있음을 적시함.

2. 동 사건 관련 주미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 요지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1987.2.3. LA Times지는 2.1. CONTRA에 대한 지원에는 사우디로부터
3천만 달러, 이스라엘로부터 수량 미상의 무기,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및 엘살바도르 등으로부터의
소액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음을 보고함.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7.2.9. 현지 B.O.지가 동일 워싱턴발 AP통신을 인용하여 미국의 대이란
무기 공급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미제 전투기 부품이 한국 및 서독 무기상에 의해 지난달 이란에
선적되었다고 보도함.
주미대사관은 1987.3.25. 워싱턴포스트지가 동일 동 사건을 조사 중인 특별조사관이 외국 정부의
CONTRA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주재 사우디대사에게 서한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국
및 대만에 대해서도 조만간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을 보도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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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79~80년 이란 내 인질사건 이래 이란과의 관계 단절이 미국의 중동정책에 큰 장애임을 인식함에
따라 대이란 관계 개선 모색을 위해 비밀리에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등을 이란에 파견하여 이란
지도층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대미 신뢰감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기를 수출함.
- 미국식 무기체계를 유지하여 온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미국 무기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회교혁명 수출 및 과격 노선을 약화시키고, 현실주의에 입각한 대미 접촉을 시행함.
- 레바논 좌익계 주간지는 1986.11.4. Mcfarlane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이란 방문 사실 등을 보도함.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전4권
V.3 의회청문회 - 미국, 198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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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이란, CONTRA(니카라과 반군) 지원 연루설 관련 1987년 주미대사관의 보고 및
외무부의 관련 지시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주미대사관 보고
Edward Feighan 하원의원(민주당, 오하이오)은 1986.12.8. 대이란 무기 공급 관련 하원 외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통한 대이란 무기 공급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문한 데 대해, McFarlane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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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답변함.

Lawrence
Walsh 이란·CONTRA 사건 특별조사관은 1987.4.23. 동 사건 조사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아래 요지의 서한을 보내왔으므로 관련 지침을 건의함.

- 미국 정부 또는 관련 인사가 한국 정부에 대해 CONTRA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특별조사관의 조사는 미국 정부관리 또는 관련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아닌 인사로
부터도 관련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Shwartz 특별조사관보는 대사 면담 및 한국 관련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할
수 있기를 요청하는 한편 국무부 법률고문실의 Taft 고문은 대사관 담당직원 면담도 가능함을 언급함.
Sigur 주재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5.14. 의회 청문회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콘트라 지원을
요청한 사실 관련 증언 시 아시아 3개 국가를 언급하였으나, Country 3, Country 4, Country 5 등
암호화하여 지칭하고, 구체적 국가명은 밝히지 않음.

- 동 차관보는 Country 3만이 실제로 CONTRA에 대해 2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음을 답변하였으며, 언론
은 대만(구 자유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의회 청문회 시 사용되고 있는 국가 암호와 관련하여 5.18. Taft 국무성 법률고문에게 확인한 결과
한국은 Country 5로 지칭됨.

싱글러브
장군은 5.20. 의회 청문회에서 국가명을 적시하여 밝히지 않았으나, Country 5로 지칭
한 한국과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언급함.

- 한국 측의 일차적 반응은 동 지원이 미국 의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표명이었으며, 동 건 추진을
위해 1985.1월 및 1986.5월 2회 방한하였으나 결국 한국의 지원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게 됨.
- 동 건 추진을 위해 North 중령 및 국무부 미주담당차관보와 협의하였음.

2. 외무부는 1987.5.6. 주미대사에게 Walsh 특별조사관의 4.23.자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디버 사건과의
일관성 유지 필요성 등 조사 협조의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비엔나
협약 제31조(외교관의 접수국 관할권 면제) 등을 근거로 거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CONTRA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었음을 통보함.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전4권
V.4 의회청문회 - 미국, 198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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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미주국은 1987.7월 미국 의회의 이란·CONTRA(니카라과 반군) 청문회 경과 및 전망에 관해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함.
청문회 개요

미국 국내 정치상의 영향

- 청문회 결과 레이건 대통령의 CONTRA 무기지원 관여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의 행정부의 신뢰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화당 행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에 따라 공화당 후보들에게
일정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나, 미국의 각종 선거가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후보자 개인의 정치 성향 및 인기도에 좌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건으로 인한 행정부에 대한 지지
하락이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 하락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주미대사관은 1987.11.18. 공개된 이란·CONTRA 사건 조사를 위한 상·하원 특별위원회의 사건
조사보고서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위원회 내 소수의견(상원 11명 중 2명
및 하원 15명 중 6명 등 공화당 의원 8명) 보고서와 함께 발표됨.
동 보고서는 사건 관련자의 법률 및 헌법 경시, 비밀외교 활동, 정책집행 기본절차 무시 등을
지적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무기 판매대금 CONTRA 지원 유용 사전 인지 여부는 증거 파괴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나, 대통령의 법률 집행·감독 의무 이행 및 보좌관들의 법률
경시 태도 조성 등에 책임이 있음을 적시함.
소수의견 보고서는 민주당 중심의 다수의견 보고서가 당리를 위해 선별적인 증거 채택으로
대통령 등 행정부를 과도하게 규탄하는 데 이용된 경직된 보고서라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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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원 합동 이란·CONTRA 조사 특별위원회는 1987.5.5.~8.7. 청문회를 개최함.
- 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는 레이건 대통령과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란 무기판매 대금의 CONTRA 지원
문제 인지 및 관여 여부임.
- North 중령은 증언을 통해 대이란 무기대금의 CONTRA 지원 관련 5차례 대통령 앞 메모 작성 및 보고
경로를 통한 상신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사건 관여 및 레이건 대통령의 인지 가능성을 시사함.
- 포인덱스터 보좌관은 증언을 통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없이 CONTRA 지원 추진하였음을 진술하여 동 대통령의 인지 가능성을 부인함.

소련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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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대외정책 관련 1985~87년 중 재외공관의 보고 및 정보 입수 내용임.
1. 제12차 세계청년페스티벌 (1985.6.5. 및 7.24. 주한 미국대사관이 외무부 동구과에 통보)
모스크바에서 1985.7.27.~8.3. 개최
주제: 평화, 핵전쟁 방지 및 군축, 반제국주의 연대성, 경제협력·발전 및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112

반파시스트 운동

목적:
전 세계 2만여 명의 청년들을 초청, 상기 주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승인 확보
준비 상황: 모스크바 시내 및 주요 산업시설 정비, 축제 대비 개인차량 통제 및 소련군의 인력 지원
소련 정치국원 알리예프의 7.14. 기자회견 시 반제국주의 운동에 대한 언급 유보는 서방 또는
제3세계 불참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

- 고르바초프의 참석 및 연설 여부가 주목됨.

2. 소련의 향후 대외정책 방향(1985.6.7. Bialer 미 컬럼비아대 교수의 WP 기고문)
고르바초프의 향후 3대 외교정책 목표

- 미국과 대등하게 세계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강력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재확립
- 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의 이미지 폄하
- 보다 시급한 국내 경제, 사회 문제 주력을 위해 군축협정 체결
고르바초프는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

- 미국의 이미지 폄하를 위해 미국의 이해가 개입된 분쟁지역들(파키스탄, 니카라과, 필리핀, 한반도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

3. 고르바초프의 대외정책(1985.8.26. Smith 남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시 발표)
소련의 외교정책 방향은 과거와는 달리 실용적 및 현실적 방향에 기초를 둔 접근이 예상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이 전망되며,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 모색 중
한반도 관계

-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계속 가능성
- 교역 및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점진적인 교류 추진 가능성
- 소련으로서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실익이 오히려 크므로 남북한 분단의 현상 유지 희망

4. 공산권의 정책과 전략(1985.12.18. 주한 영국대사관이 동구과에 제공)
최근 소련의 군축 제의

- 소련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대미관계 해결로 전략무기협상과 SDI(전략방위계획) 포기를 전제로 한
50% 핵무기 감축이 중심
고르바초프는 집권 초기 대서방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3대 군축 관련 제안

5.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7차 공산당 전당대회 정치보고서 중 외교정책 부분(1986.3.13. 주유엔
대표부 보고)
우주 공간에서의 무력 경쟁 금지
핵실험 금지 실행, 군사 예산 감소, 군축 등에 관한 입장

6.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1986.6.24. 소련의 외교정책 청문회 자료(1986.6.25. 주미대사 보고)
제27차 전당대회 이후 소련의 국내·대외 정책
체르노빌 원전 폭파사고 이후 소련의 국내·대외 정책

7. 소련의 대외정책(1987.1.30. 주스웨덴대사 보고)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의 기본 정책은 대외 관계보다는 국민경제 수준 향상이라는 국내 문제에
치중

- 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적인 세계전략 자체는 고수
- 과거의 적극적인 분쟁 개입이나 새로운 도발을 자제하면서 평화 지향적인 대외정책을 표방
미-소 관계는 군비 경쟁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소련의 최근 새로운 현실적인 제안을 주목할 필요

8. 소련의 대외 동향(1987.4.8. 주영국대사 보고)
소련은 경제적인 이유 및 대서방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동구 주둔 소련군 감축 문제를 검토 중
아시아 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장차 아시아 경제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에 대비하여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소련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방향에 비추어 소련의 대아시아 관계 강화 노력이 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협으로 표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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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1월까지 상호 간 중거리 미사일의 서구 배치 유예
- 1985.8.6.~1986.1.1. 시한 모든 핵실험 중지
-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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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대아시아 정책에 관한 1985~87년 중 외무부의 보고서 내용임.
1. 소련의 동북아 진출 동향(1985.11.22. 외무부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
현황

- 최근 소련의 신지도층 등장 이후, 중국·일본과의 관계 개선, 북한과의 군사·외교적인 밀착 등 동북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동향
분석
114

- 기본적으로 대외적인 영향력 강화를 위한 소련의 최근 정책 방향과 미·일·중국 간의 안보협력체제 발전을
견제하고자 하는 소련의 입장 및 고르바초프 정권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지역 내 각국의 소련 신정부와의
관계 개선 입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
대응 방안

- 소련의 동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한국의 대북한 관계 및 미, 일 등 주요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 소련의 동향에 대한 연구·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일과의 협의·
협력체제 강화
- 소련과의 직접적인 대화채널 확보 노력 및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로 소련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노력 경주
-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남북대화 추진 및 상호 이해 분위기 증진

2.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향 검토(1986.9월 외무부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
최근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동향

- 고르바초프 당서기장 등장 이래 적극적인 대아시아 정책 추진
- 특히 1986.7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이후 외교 공세 강화
소련의 정책적 의도

- 소련의 전략적 지위 강화 및 미국의 영향력 약화 도모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 소련의 당면 경제개발 추진에 활용 모색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최근 대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관한 기존 입장 유지
- 대북한 관계 강화로 소련의 영향력 증대 도모
- 북한의 전력 증강 및 모험주의 고무 가능성
- 소련의 대중국, 일본 관계 개선의 양면적 파급 효과
- 전(全) 아시아 안보회의 구상의 이중적 측면
한국의 대응 및 한-일 간 협력 방안

- 소련의 대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 추진과 관련한 정세 불안 요인에 대한 공동 대처 및 협조 모색
-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 증대, 대중·일 관계 개선, 아시아 안보 구상 등에 잠재한 긍정적 기회 활용

3.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순방(1987.3.10. 외무부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
동 지역에 대한 외교 공세의 일환으로 태국(3.2.), 호주(3.3.~5.), 인도네시아(3.5.~8.) 및 인도차이나
3국(3.8.~12.) 순방
주요 협의 내용

- 캄보디아 사태, 아프간 사태, 남태평양 문제 등에 관해 소련의 입장 전달
평가

4. 고르바초프의 대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향(1987.8월 외무부 구주국 보고서)
블라디보스토크 선언(1986.7.28.) 이후의 대아시아 정책 동향

- 전 아시아 안보회의 제안, 적극적인 대중국 및 일본 관계 개선 추진, 대북한 관계의 긴밀화, 대동남아
및 남태평양 진출 노력, 태평양 경제협력 구상에의 참여 노력, 아시아지역 INF(중거리 핵전력) 철폐 등
평화 공세
평가 및 전망

- 소련의 적극적인 대아시아 정책 추진은 이중적 측면 내포
-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대아시아태평양 정책 추진은 기본적인 정책 전환 또는 실질적 변화가 없는
전술적 측면에서의 변화에 불과
- 소련의 대아시아태평양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성이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 공세 추진 예상
한국의 대응 방향

- 한국 안보 이익상의 새로운 위협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노력 및 내재한 잠재적 기회의 능동적
활용이라는 양면적인 대응 필요
- 소련의 적극적인 대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 노력과 관련한 위협 및 정세 불안 요인에 대한 공동 인식
제고 및 공동 대처 협조 모색
- 위협 요소 속에 내재한 잠재적 기회의 활용
한·소 관계 개선 추진 방안

- 기본 방향: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에 따라 한·소 간 접촉 및 비정치 분야 교류 증진 등을 통해
관계 개선 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외교관계 수립으로 유도, 한·미 안보체제의 테두리 내에서
전통 우방,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
- 관계 개선 추진 방안: 소련과의 가능한 수준의 직접적인 외교적 접촉 모색, 우방국 및 친한 중립국 등을 통한
간접 접촉 등 측면 지원 활용, 체육·학술·문화 등 비정치 분야 교류 활성화, 경제·교역 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한국 실상 인식 제고 등 홍보 강화를 위한 주요 언론인 방한 초청 추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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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바초프의‘신 아시아 접근정책’
의 구체화
- 캄보디아 사태 해결 모색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노력의 일환
- ANZUS(호주·뉴질랜드·미국 동맹체제) 균열 및 반핵 여론을 이용한 평화 공세 강화
-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 표명

한·호주 정무일반

| 87-008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5 / 7 / 1~26(26p)

한국·호주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호주대사는 1987.8.7. Broinowski 신임 주한 호주대사 초청 만찬을 주최함.
동 만찬에는 Kerin 제1차산업 및 에너지장관 등이 참석함.
Kerin 장관의 11월 방한 추진, 신임 대사의 7주간 한국어 교육 등 부임 준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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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는 1987.9.14. 재선된 Sibraa 상원의장 및 Child 하원의장 앞 이재형 국회의장 명의 축전을 발송하는
한편 총선 후 구성되는 호주·한국 의원친선협회 의원 명단 파악을 요청한 바, 주호주대사는 동 의원
친선협회가 상·하원 27명으로 재구성됨을 보고함.
3. 주호주대사는 1987.11.4. 주재국 헤이든 외교장관을 이임 예방한 바, 동 장관은 주호주대사 재임 중
양국 관계의 발전에 만족을 표시하고, 최근 양국 간 교역관계 증진, 학술 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평가하는
한편 외무장관의 호주 방문 실현에 관심을 표시하면서 추진 경과를 문의함.
4. 신임 주호주대사는 부임 인사차 외교무역부 차관, 차관보, 북아시아국장 등을 예방하고, 1988년 중
한·호주 항공회담 및 상공장관 회담 개최, 외상 방한, 정책협의회 개최 일정 등에 관해 협의함.

한·벨기에 정무일반

| 87-008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5 / 8 / 1~50(50p)

한국·벨기에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관련 주벨기에대사 보고 내용임.
1. 한국전 전몰 무명 용사탑 점화를 위한 1987.5.10. 행사 주빈으로 초청되어 헌화 및 점화한 바, 동 점화식
주빈으로 선정된 것은 무명용사를 위한 추도 행사에 최초로 한국전 전몰장병이 공식 포함된 것에
따른 것임.

귀빈홀에서 개최한 바, 국방부 인사, 참전용사회 12개 지부 대표, 재향군인회장, 참전국 대사관 무관,
정·재계 인사 등 참석함.
3. 외무성 차관, 국제기구국장을 1987.5.20. 예방하여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한편 양국 관계를 협의
하였으며, 특히 벨기에 측이 유엔 총회 시 외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입장을 지지하여 준 데 대해 사의를
전달함.
4. 벨기에·한국 의원친선협회 초청으로 1987.7.2. 의회에서 동 친선협회 회원 및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함.
5. Kempinaire 개발협력장관을 부임 인사차 1987.7.2. 예방하여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최근
국내 정치 및 경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6. 1987년도 국군의 날 행사 계기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에 벨기에 참전용사회는 100명을 초청하여
주기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한 바, 국방부는 방한단 인원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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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전 참전용사회는 1987.5.18. 주벨기에대사의 부임 환영 리셉션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

재한 화교협회 소유 공역묘지 이전

| 87-008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7-5 / 9 / 1~64(64p)

인천시의 1987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인천시 화교협회 소유 묘역 이장 문제 관련
내용임.
1. 인천직할시는 1987.7.21. 화교협회에 대한 아래 내용의 공문을 통해 동 협회 묘역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분묘 이장 지연으로 사업 시행이 연기될 수 없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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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협회의 비협조로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관련 협조를 요청함.
최종적으로는 국내법인 매장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처리할 예정임.

2. 화교협회는 한·중국 간의 외교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사업 시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이에
외무부는 1987.8.20. 내무부에 대한 아래 내용의 공문을 통해 내무부의 관련 입장을 문의한 바,
내무부는 8.28. 회신을 통해 인천시가 처리할 사항으로 인천시가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을
회신함.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표부는 인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인천시 화교협회
소유 공역묘지 이장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해 왔음.
동 협회 측은 인천시의 요청을 수락하되 새로운 묘지를 인천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 내의
지역에 마련해 주는 한편 화교 묘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장비 상향 책정 등을 요구함.

3. 인천시는 1987.10.14. 인천화교협회장에 대해 아래 사항을 통보함.
묘지 현황: 총 2,873기(구획정리사업지구 내 800기)
대책 및 추진계획

- 화교협회와 협의하여 이장, 부평 공설묘지에 집단 이장지 제공
- 협의 불응 시 관련 법률에 의거 1987.10월중 강제 집행

4. 상기 관련 주한 대만대표부의 1987.11.13.자 외무부에 대한 공한 및 11.17.자 답신이 첨부되어 있음.

한·카나다 정무 일반

| 87-008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5 / 11 / 1~24(24p)

한국·캐나다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Drake 외무성 아태차관보의 1987.4.14. 주캐나다대사 면담 시 최근 미국의 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에 관한 언급
미국의 대북한 접촉이 재개된 것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88 서울올림픽 등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한 전략인 것으로 캐나다는 이해하고 있으나, 오히려 문제는 일본이 이를 계기로 또는 이를

2. Burney 수상비서실장(전 외무차관, 전 주한대사)의 1987.6.4. 주캐나다대사 면담 시 최근 한국 정치정세
관련 언급
한국의 현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며, 야당은 현 정세를 해외에 대한 선전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최근 한국의 실정이 왜곡, 과장되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을 아는 친구로서 안타깝게 생각함.

3. Shannon 외무차관의 1987.6.15. 주캐나다대사 면담 시 양국 간 현안 관련 언급
KAL의 토론토 취항 문제와 DASH-8 구매 문제가 공히 성사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임.
캐나다가 ALFALFA를 한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에게 유리한 ALFALFA 도입 결정을 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4. Drake 외무성 아태차관보의 1987.7.10. 주캐나다대사 면담 시 6·29선언 등 최근 한국 정치정세 관련 언급
개발도상국에서 다년간 근무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인들이 이렇게 신축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으며, 앞으로의 발전에 관하여 희망적으로 전망함.

캐나다
정부는 한국 내 상황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어 모든 한국인들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구상서를 한국 측에 보내려고 준비하였으나, 6·29선언으로 사태가
호전되어 동 구상서를 보내지 않기로 하였음.

5. Drake 외무성 아태차관보의 1987.7.30. 주캐나다대사 면담 시 최근 한국 정치정세 관련 언급
캐나다 정부가 접촉한 미국 국무부 측은 최근 한국 정치정세, 특히 야당의 집권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매우 조심하고 있음.
미국 측은 야당계 인사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 표시는 하지 않으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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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대북한 접근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관찰 중임.
캐나다는 미국의 대북한 접촉 완화 발표 이후에도 대북한 접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함.

한·코모로 정무 일반

| 87-0090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5 / 12 / 1~87(87p)

코모로의 1987년 태풍 피해에 대한 한국의 무상원조 지원 경과임.
1. 주유엔대사는 1987.1.9. 유엔 주재 코모로대사는 1.4. 코모로에 심한 태풍 피해가 있었으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를 한국 측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하고, 코모로는 1983년 랑군 사건 시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바 있고,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로 전문 발송 및
피해복구 원조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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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7.1.10. 상기 내용을 코모로를 겸임 중인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하고, 적절한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이에 주프랑스대사는 1.13. 한국 측 지원 여부를 1987년도
무상원조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하여 1987년 상반기 중 현금, 의약품 또는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함.
3. 외무부는 1987.1.17. 전두환 대통령의 코모로 대통령 앞 위로 전문을 주프랑스대사관에 타전하는 한편
1.23. 코모로에 대한 1987년도 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재해 구호금 현금 2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함.
4. 주프랑스대사관은 1987.2.11. 현지 코모로대사관 측과 협의 후 동 구호금을 코모로 외무성 앞 수표로
작성하여 공한과 함께 전달하였음을 보고함.
주프랑스대사관은 3.11. 현지 주재 코모로대사관은 2.25.자 공한으로 태풍 피해 구호금 2만 달러
지원에 대한 코모로 정부의 사의와 함께 영수증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주프랑스대사관은 7.20. 한국의 대코모로 무상원조 관련, Abdallah 코모로 대통령의 7.14.자
전두환 대통령 앞 감사서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한·지부티 정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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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부티 간의 1986∼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프랑스대사는 1986.9.10. 파리를 경유 중인 지부티 외교장관을 면담하여 제4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통일 시까지의 잠정 조치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기를 요청함. 이에 동 장관은 지부티는 독립 이래 한국 입장을 지지하였음을 밝히
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한국 입장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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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면담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1986년도 원조 품목 지프차 10대를
제공한 바, 지부티 측은 사의를 표명함.
3. 지부티 외교차관은 1987.1.4. 주프랑스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지원 예정 품목을 수락한다고 통보함.
4. 지부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가 1987.4.24. 실시되어 Aptidon 현 대통령이 재선된 바, 동 대통령
재선에 대한 대통령 명의 축전을 전달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프랑스대사는 1986.12.14.∼18. 지부티 출장을 통해 대통령, 수상, 국회의장, 외교장관 등 주요

한·휘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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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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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지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피지대사는 1987.1.6. 부임 인사차 주재국 마라 수상을 예방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 확대 발전을 위한
항공협정 체결 필요성을 설명한 바, 동 수상은 1986년 한국 총리의 피지 방문 시 피지산 설탕 구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을 언급하고, 한국의 수입 가능성을 문의함.
상공부는 1987년 하반기 중 피지산 설탕 1만 톤 구입이 가능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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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피지대사는 1987.5.1. Datt 외교장관을 예방하여 남북대화 등 한반도 정세 추이를 설명한 바, 동
장관은 비동맹회의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고, 양국 간 통상·경제협력 증진
필요성을 언급함.
3. 주피지대사는 주재국 법무장관을 신임 인사차 예방하고, 신정부의 외교경제 정책 등을 설명함.
4. 주피지대사는 1987.8.13. 주재국 외교차관과의 오찬 시 한국의 민주화, 남북 외교장관 회담 제의 및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설명하고, 유엔 총회 시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함.
5. 피지 정부는 1987.9.18.자 공한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로 주일본 피지대사관을 10.15. 폐쇄함을 통보한
바, 관광업계, 항공사 및 피지 정부의 공동협력으로 대사관 유지 경비를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동 철수
방침 결정은 10.11. 번복된 것으로 알려짐.

민간인사를 통한 한·프랑스 관계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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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훈 한·프랑스 경협위원장(KAL 회장)의 1984~87년 중 프랑스 고위 인사 접촉 시 프랑스
인사들의 언급 요지임.
1. Cresson 대외무역상(1984.3.18.)
그동안 어떤 오해로 인하여 한·프랑스 양국 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이제 새로운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Fabius 수상을 수행하여 방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2. De Gressouvre 대통령 특별보좌관(1984.3.21.)
Mitterrand 대통령의 북한 승인 언질 배경에는 남·북한 간의 접근을 통한 긴장 완화 및 대북한
영향력 행사 의도가 작용하였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프랑스의 이러한 역할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

주프랑스
북한통상대표부는 프랑스의 북한 승인을 강청해 오고 있으나,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프랑스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

3. Noir 대외무역상(1985.7.4.)
양국 간 경협관계에서 프랑스 측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임.
한국 측이 수입규제 문제에 있어 성의를 보여 주기 바람.

4. Chirac 수상(1987.1.22.)
양국 간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함.
AIRBUS에 대한 대한항공의 협조에 감사하며,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함.

한·프랑스
관계 증진을 위한 조 회장의 기여에 감사하며, 양국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기원함.

5. De Gressouvre 대통령 특별보좌관(1987.6.18.)
한국 측이 자신의 비공식적인 남·북한 간 중재·조정 역할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한국 측의
입장을 존중하여 추진하고자 함.

1987.4월
자신의 방북 시 김일성 부자 간에 정치적 상황 분석에 있어 이견이 있는 느낌을 받았으며,
특히 김정일이 더 호전적이고 강경하다는 인상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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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방한이 양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프랑스
실업인들은 특히 기술이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한국에 투자할 의지가 있음.

한·프랑스 정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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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 관련 주프랑스대사의 보고 내용임.
1. 크레송 의원(전 상공장관)은 1987.2.19. 주프랑스대사를 방문하여 양국 간 경협문제 등을 논의한 바,
동 의원은 프랑스 중소기업체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모색을 위해 금년 중 방한 예정이며, 공업용구,
전자 등 분야에서의 프랑스 기술과 한국의 노동력 간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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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임 예방 결과 보고 내용임.
레이몽 외상을 1987.2.26. 예방하여 양국 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바, 동 외상은 대사 재임
중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양국 간 경제관계 증진 등 성과를 치하하고, 유엔 총회 후 한국
외무부장관의 프랑스 방문을 초청함.
대통령 비서실장을 3.5. 예방하여 1986.4월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및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재임 중 제반 협조에 사의를 표명함. 이에 동 비서실장은 미테랑 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을
유념하고 있으나, 국내 정국으로 구체적인 방한 계획을 검토치 못하고 있음을 설명함.

시라크
수상을 3.10. 예방하여 양국 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바, 동 수상은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등 재임 중 양국 관계의 발전에 만족을 표명하고 노고를 치하함.

3. 우브리외 주한 프랑스대사는 1987.4.15. 대통령을 이임 예방한 바, 대통령은 미테랑 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 등 양국 관계에 관해 언급하고, 동 대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훈장을 서훈함.
4.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에게 시라크 수상의 5월 중 소련 방문 계기에 한국의 유엔 가입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프랑스 측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한 바, 주프랑스대사관 공사가 1987.5.19.
파악한 바에 의하면 프랑스 측은 시라크 수상의 소련 방문 중 고르바초프 서기장 면담 시 군축, 인권 문제
및 양자 관계를 주로 논의함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한반도 문제를 거론할 시간이 없었음을 설명함.
5. 페롤 외무성차관을 1987.6.15. 신임 인사차 예방하여 1987년 하반기 외무부장관의 프랑스 방문 계획
등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6. 기타 주요 인사 면담 결과 보고 내용임.
무시텔리 대통령 외교담당보좌관을 1987.7.9.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 및 올림픽 기념주화 세트를
미테랑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주도록 요청함.
레스땅 수상 외교국방담당보좌관을 7.22. 면담하여 양국 간 정치, 경제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Perrein 상원 프랑스·북한 친선협회장을 10.29. 면담하여 동 의원의 북한 방문 결과를 청취함.

한·감비아 정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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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주세네갈대사는 1987.2.15.~18. 겸임국 감비아 출장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방문 일정
Jabang 외상, 외무차관, 국회의장 등 예방(2.16.)
문교체육상 집무실에서 체육용품 기증식 개최, Jawara 대통령 예방, 대통령 주최 국경일 리셉션
참석(2.17.)

국경일
사열식 참석, 감비아 전신전화국 개관식 참석, 대통령의 외교단 접견 행사 참석(2.18.)

Jawara 대통령 예방 시 동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양국 간
관계 긴밀화에 만족을 표명함.
Jabang 외상, 외무차관 면담 시 감비아 측은 한국의 원조물자(미니버스 및 사무용품) 제공 결정에
사의를 표명하고, 북한의 동 외상 방북 초청을 거절하겠다고 약속함.
체육용품 기증식에서 문교체육상은 답사를 통해 감비아 정부 및 국민의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감비아 올림픽부위원장은 감비아의 88 서울올림픽 참가를 위해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측이 IOC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와 함께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함.

국회의장
예방 시 감비아 측은 국회도서관 내 한국 서적을 보여 주면서 계속적인 한국 책자 공급을
요청함.

3. 관찰 및 건의 사항
감비아 대통령은 1987.4.11.~16.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동 기회에 브루나이 및 인도네시아도
방문 예정임.
3.11. 총선을 앞두고 국경일 행사에도 선거운동 성격이 가미되어 다수의 감비아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함.
북한의 집요한 원조계획(의사 파견, 수도 반줄시 탑 건립 등)이 계속되고 있어 1987년에도 계속
적인 소규모 원조 등이 필요하며, 한국 국회 발행 간행물 등 한국 서적의 계속적인 공급을 건의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요 인사 예방 및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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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정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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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5 / 18 / 1~25(25p)

한국·독일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독일대사의 주요 인사 면담 결과 보고임.
외무성 Schlagintweit 신임 정무차관보를 1987.4.13. 면담하여 한반도 상황 및 양국 관계 현황을
설명한 바, 동 차관보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문화적 역량을 평가함.
외무성 Keil 아주국장을 4.14. 신임 인사차 예방하여 1986.4월 대통령의 독일 방문 등 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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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동 국장은 1986년 서울 개최 정책협의회 참석 및 외교장관
예방 사실 등을 언급하고 한국의 정치 발전을 기대함.

2. 제13차 한·독 경제공동위 참석차 방한한 독일 외무성 Scheel 동아과장은 1987.6.10. 구주국장을
예방하고 바이체커 대통령 및 콜 수상 방한 문제, 정책협의회 개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3. 독일 하원은 1987.1월 총선으로 구성된 하원 내 독일·한국 의원친선협회 구성 현황을 통보함.
7.1. 현재 총 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장은 기독사회당 Spilker 의원임.
이재형 국회의장은 동 의원친선협회 재구성에 대한 축전을 발송함.

한·교황청(구 바티칸) 정무일반

| 87-0097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7-5 / 19 / 1~32(32p)

1. 외무부 구주국이 1987.6월 작성한‘교황청 지위와 한국과의 관계’보고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음.
교황청의 지위

- 교황청의 법적 지위
- 교황청과 지역교회 관계
-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 교황청의 대외 활동
- 교황청의 지위 관련 약사
- 교회의 현실참여 현황
- 해방신학의 발전 과정
- 교회의 현실참여 전망
한국과 교황청과의 관계

2. 상기 보고서 중 한국 관계 내용 요지는 아래와 같음.
국가와 교회 간의 충돌의 예(교회의 비호권)

- 삼천포 성당 김영식 신부가 1982.1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수배자 정순철을 은닉하고, 동인의 일본
밀항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됨.
한국과 교황청과의 관계

- 한국 교회가 유례가 없이 큰 희생을 치르고 스스로 세운 교회라는 점에서 교황청은 한국 교회를 크게
신임
-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03위 시성식 집전을 위해 1984.5월 방한하는 등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지지, 1988.9월 서울 개최 제44차 국제성체대회에 참석 전망
- 천주교 한국 전래 및 전파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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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현실참여

한·아이티 정무 일반

| 87-009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5 / 20 / 1~65(65p)

한국·아이티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아이티 친선협회가 1986.12.29. 주아이티대사대리 관저에서 결성됨.
동 결성 행사에는 아이티 경제인, 언론인, 체육인, 의사, 학자 등 34명의 창설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아이티대사대리 및 Anglade 주아이티명예총영사의 협회 결성 취지 설명에 이어 임시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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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거쳐 회장 및 2명의 간사가 선출됨.

회장단이
협회 정관 초안을 작성한 후 1987년 초 총회를 개최하여 협회정관을 확정하고 사업 계획을
토의하기로 결정함.

2. 한·아이티 친선협회가 1987.2.25. 및 3.5. 양일 특별총회를 갖고 협회 정관을 확정하였으며, 4.2. 회장단이
선출되고 창립 회원들이 정관에 서명함으로써 동 친선협회가 정식 발족한 바, 임기 2년의 동 친선협회
회장단 명단은 아래와 같음.
회장: Abel Leger
부회장: Albert Chauvet
사무총장: Philippe Lahens
재무: Jacques Thebo
고문: Philippe Boisson, Jacques Lebrun, Smith Barthelus

3. 1986년도 한국의 대아이티 무상원조 물품 전달식이 3.11. 아이티 농림성에서 개최됨.
전달 물품

- 경운기 30대
- 양수기 15대
- 살포기 15대
- 기타 각종 농기구
전달식 참석 인사

- 아이티 농림상 등 6개 부처 장관 및 다수의 고위 인사
- 주아이티대사대리, Leger 한·아이티 친선협회 회장, Anglade 주아이티명예총영사 등

한·일본 정무일반

| 87-009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5 / 21 / 1~168(168p)

한국·일본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일 정상 간 통화 및 친서 교환
나카소네 수상의 1982.11.30.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수상 취임 인사 통화를 시작으로 1988년
다케시다 수상까지 이취임 인사, G-7 정상회담 및 아시아 순방 등과 관련하여 총 11회 통화
나카소네 수상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친서 및 답서 교환

엔고를 겪고 있는 일본 경제가 엔고 현상을 극복하였으며, 엔고로 일본은 대외 투자의 호기를
맞고 있음.

1990년
말까지 일본이 세계 금융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일 무역 역조
해소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낙관적으로 평가함.

대일본
시장 확대를 위한 조치 등을 건의함.

3. 일본 언론과의 회견 등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7.4.17. 아사히 신문 외부부장과의 회견을 통해 4.13. 대통령 담화, 미국의
대북한 접촉 완화 정책 및 한·중국(구 중공) 관계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힘.

박수길
외무부 차관보는 6.11. 공동통신 편집국 차장과의 회견을 통해 한국 외교의 우선순위, 한국의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남·북한 간 긴장 완화, 중국과 소련의 북한과의 관계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힘.
이한기 국무총리는 6.16. 야나이 신임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함.

4. 일본 수상의 축하 전화
다케시다 수상은 12.21.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하였으며, 노 당선자는 일본 수상을
취임식에 초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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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종하 주벨기에대사의 1987.3월 일본 출장 및 경제관계 인사 면담 결과

한·자메이카 정무 일반

| 87-010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5 / 22 / 1~40(40p)

주자메이카대사의 1987년 중 한국·자메이카 관계 관련 보고 내용임.
1. Woodham 신임 외무담당국무상을 1987.1.6. 면담하고 남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결과 동 국무상은
자메이카가 남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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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ancis 외무차관을 1987.1.26. 면담하고 외상의 방한, 한반도 문제 등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협의함.
3. 수상 측근인 Stone 총무처장관과 1987.1.27. 오찬을 갖고 자메이카 국내 정세,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4. Shearer 부수상 겸 외상을 1987.3.12. 면담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협의한 결과 동 부수상은 최근
자신의 방한 시 한국 측이 베풀어 준 환대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함.
5. Stone 총무처장관을 1987.4.1. 방문하여 최근 북한 동향, 자메이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함.
6. Shearer 부수상 겸 외상을 주빈으로 Anderson 안보상, Stone 총무처장관, Hylton 항만청장 등을 위한
만찬을 1987.4.2. 개최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협의함.
7. Anderson 안보상의 요청으로 1987.4.10. 동인을 면담하고 자메이카에서의 북한 동향에 대해 주로
협의함.
8. Harding 법무상을 1987.5.27. 면담하고 자메이카 및 한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9. Manley PNP(야당) 당수를 1987.6.11. 방문하여 양국 관계, 남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10. Shearer 부수상 겸 외상을 1987.8.13.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해 협의함.
11. 이임 인사차 Manley PNP 당수, Shearer 부수상 겸 외상 등을 11월 예방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한·리비아 정무일반

| 87-010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7-5 / 23 / 1~91(91p)

한·리비아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Grada 주한 리비아국민사무소 차석은 1987.4.3. 외무부 마그레브 과장을 방문, 4.15. 미국의 리비아
폭격 1주년을 전후하여 서울 시내 적절한 장소에서 미국의 대 리비아 폭격에 대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외무부의 견해를 문의함.
마그레브 과장은 주한 공관이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유이며 외무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 단지 한국이 미국 및 리비아 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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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한국 영토 내에서 일국이 타국을 비방, 자극하는 일은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함.
마그레브 과장은 4.6. Grada 차석을 초치하여 리비아 측이 한국과 우방국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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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관 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조언하였으며, 리비아
측은 4.15.~30. 공관 내에서 동 전시회를 개최함.

2. 이상열 주리비아대사는 1987.4월 리비아에 부임한 후 아래와 같이 리비아 고위 인사들을 접촉하여
부임 인사를 하고, 양국 간 현안 문제 등을 협의함.
Tayare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5.4., 5.19., 6.2., 6.15., 11.5.)
Mustafa 외무부 의전실장 면담(5.5.)
Ibrahim 문교과학장관 예방(5.12.)
Shamek 교체성장관 예방(6.10.)

3. 주리비아대사는 국경일 리셉션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일시: 1987.10.3.
장소: 대사관저
참석 인원: 주재국 인사, 외교단, 교민 등 200여 명

4.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은 1987.11.10. Sayed 주한 리비아국민사무소 대표와 면담함.
Sayed 대표는 11.13. 방한하는 리비아 공업성장관의 대통령 예방 주선을 요청한 바, 중동아프리카
국장은 대통령의 분주한 정치 일정으로 대통령 예방은 어려울 것 같으나, 외무부 장관 면담이
확정되었음을 설명함.
Sayed 대표가 제2차 한·리비아 공동위 개최 건을 거론한 바, 중동아프리카국장은 동 공동위
개최에 이의가 없으며, 1988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다시 협의할 것을 제안함.

한·마카오 관계

| 87-010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7-5 / 24 / 1~59(59p)

마카오의 1987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마카오 주요 인사 방한
Vitorino 행정장관 등 마카오 정부 인사 6명이 1987.2.14.∼16. 및 10.21.∼24. 방한하여 상담 일정을
갖고, 마카오 비행장 건설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함.
Monjardino 경제금융관광장관이 8.16.∼18. 방한하여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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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카오 기술 및 투자 진출 유치 활동을 시행하고 판문점 시찰, 현대·대우·삼미사 등 방문 일정을
가짐.

2. 주홍콩총영사의 마카오 출장
1987.3.7. 마카오 총독 주최 오찬 참석 및 마카오 교민 초청 조찬 주최
4.22.∼23. 총독대리 및 행정장관 초청 오찬 주최, 마카오 반환 경과 청취
8.18.∼19. 신임 총독 예방
9.23.∼24. 총독 등 주요 인사 예방

3. 총독 사임
Pinto Nachado 총독은 1987.5.30. 사임을 표명한 바, 총독의 마카오 건설계획 등 정책에 대한
친중국계 인사의 불만 고조에 따른 것으로 보도됨.
포르투갈 대통령은 6.2. 동 사임을 수리함.

4. 대마카오 경제 관계
한국상품전시회가 1987.9.24.∼27. 개최된 바, 고려합섬 등 8개 업체가 참가함.
전등기구 제조 업체가 투자 진출함.

한·말라위 정무 일반

| 87-0103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7-6 / 1 / 1~44(44p)

한국과 말라위 간의 1986~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말라위에 대한 원조
정부는 한국과 단독으로 수교한 말라위에 상주공관을 설치함.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담 및 북한의 수교 시도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1987년도 및 1988년도
10만 달러 원조를 제공함.

재무장관 등 경제부처 고위 간부로 구성된 사절단이 경제개발 계획 추진 참고를 위한 아시아
방문의 일환으로 1986.8.31.~9.4. 한국을 방문함.

3. 국제기구에서의 지지 교섭
제42차 유엔 총회에 대비하여 1987.8월 북한에 제의한 남북 외무장관회담과 관련하여 말라위가
총회 기조연설 시 동 제안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여 줄 것을 교섭한 바, 말라위 측은 호의적인
반응을 표명함.

한국의
UNIDO/IDB(유엔공업개발기구/미주개발은행) 및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입후보,
유네스코 집행위원 입후보에 대한 말라위 정부의 지지를 확보함.

4. 대사관의 정세 보고
주말라위대사는 1987.7.10.자 1987년도 상반기 중장기 정세보고서를 통해 말라위의 국내 정세,
경제 상황, 대외 관계를 항목별로 분석 평가함.
 서울올림픽 지원 대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공관의 관련 활동 계획을 보고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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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라위 인사 방한

한·멕시코 정무 일반

| 87-010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6 / 2 / 1~58(58p)

주멕시코대사의 1987년 중 한국·멕시코 관계 관련 보고 내용 및 양국 관계 동향임.
1. 외무성 Pedraja 아주국장 및 Cossio 경제국장을 3.24.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해 협의함.
2. 외무성 Diaz 수석차관 및 Olea 다자문제담당차관을 3.26.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해
협의함.
134

3. 외무성 Villasenor 양자문제담당차관 및 Heller 유엔국장을 3.30.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해
협의함.
4. 외무성 Benavides 국제기구국장을 3.31. 면담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문제에 대해 협의함.
5. 외무성 Montand 다자관계차관보를 4.24. 면담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평양 비동맹회의
등에 대해 협의함.
6. 해군장관을 4.28. 예방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7. 외무성 Olea 경제조정관을 4.30.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함.
8. 외무성 Arce 국제기술협력국장을 5.6.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해 협의함.
9. 국방장관을 5.7. 예방하고 양국 관계, 남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10. Palacio 상원의장 및 Schaffer 상원외교분과위원장을 5.26. 각각 예방함.
11. Cervantes 상공장관(6.3.) 및 Aguilar 상공차관(6.17.) 을 각각 예방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함.

12. Berezaluce 하원의장을 7.8. 예방하고 한국 국내 정세, 남북한 관계, 양국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13. Solis 대통령경제수석고문을 7.14. 예방하고 한국 국내 정세, 양국 경제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14. Bremer 하원 외무위원장을 8.20. 예방하고 한국 국내 정세,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135

16. Gutierrez 멕시코 석유공사 총재를 10.14. 예방하고 동인의 방한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5. Galan 주한 멕시코대사는 9.23. 외무부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협의함.

한·네덜란드 정무일반

| 87-0105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6 / 3 / 1~49(49p)

한국·네덜란드 간의 1985∼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네덜란드대사의 1985년 중 외무성 Van den Berg 아주국장 면담 결과 보고 내용임.
네덜란드 외상의 중국(구 중공) 방문 시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 측 입장(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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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간의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
- 한국 정부 승인문제(교차승인)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 표시
- 한국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국제 행사에서 상호 방문 및 접촉 진행 중
조자양 중국 수상의 주재국 수상 면담 시 조자양의 한반도 문제 언급 내용(6.17.)

- 최근 한반도에서의 남북대화 동향과 관련하여 남북적십자회담 및 경제회담 등이 성과를 가져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언급
-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은 있을 수 없음을 강조,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옹호
남·북한 관계 및 국내 정세 설명(11.20.)

- 동 국장은 한국의 학생 시위 등 최근 정세 동향과 김대중 문제, 한국 내 인권문제 등에 관심을 표명

2. 주네덜란드대사의 1986년 중 주요 보고 내용임.
주재국 해군참모총장이 3.18.~22. 한국 방문에 대한 답례로 최상화 해군참모총장의 10월 중
네덜란드 방문 초청장을 송부해 왔음을 5.2. 보고한 바, 국방부는 동 초청을 수락함.
최상화 해군참모총장의 11.2.~4. 네덜란드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주재국 해군참모총장 주최 오·만찬 참석, 함대사령부, 해군 작전학교, 항공기 제작회사 등 방문
-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예방, 주재국 해군 현황 브리핑 청취

3. 주네덜란드대사는 주로테르담 Bronmans 명예총영사가 1987.10.25.~11.6. 아래와 같이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한진이 인수한 대한선주와의 사업상 업무 협의
로테르담 시청의 재분류센터 유치사절단에 대한 활동 지원

4.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은 1987.11.2. 동 Bronmans 명예총영사를 면담한 바, 양측의 주요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명예총영사는 로테르담 시에서 추진 중인 재분류센터 설립 계획 등을 설명, 협조 요청하고 한국
선원의 급식 관련, 농성 사실 언급
 국장은 한국이 미국 및 일본 편중에서 탈피하여 다변화정책을 추진 중이며, 로테르담 항구의
민
중요한 역할에 동의함. 또한 선원 문제 관련 이해 촉구 및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언함.

한·뉴질란드 관계

| 87-010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6 / 4 / 1~57(57p)

한국·뉴질랜드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외무부는 1987.9.21. 주뉴질랜드대사의 보고를 토대로 주재국 신임 Marshall 외무장관의 대외관계
브리핑 중 한반도 관계 관련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한국 관련 사항

북한 관련 사항

-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고 통제된 국가의 하나이며, 오랫동안 중·소 등거리외교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바, 최근에 나타난 친소 경향이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계속될지 여부는 불분명함.
- 한국의 월등한 경제력 및 증대된 자주 국방력을 우려한 북한이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모종의
침략 행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평가 및 전망

-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및 정치 발전이 향후 대한국 관계에 있어 주요 관심 사항임을 확인함.
- 남북한 교차승인 방식에 의한 대북한 불승인 입장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뉴질랜드
정부의 북한 승인 움직임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2. Holborow 주한 뉴질랜드대사는 1987.9.25.자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자국 외무성 Elder 동북아과장이
동경에서 개최되는 동북아시아지역 공관장회의 참석 후 10.26.~27. 방한하여 한·뉴질랜드 양국 간
아래 상호 관심사에 관해 논의를 희망한다고 제의하여 왔음.
뉴질랜드의 대외정책: 반핵정책, 대미관계, 서방세계 내에서의 역할
아시아 상황: 중국, 한반도, 태평양연안 협력 방안
남태평양 상황: 태평양 도서국가 현황, 지역 안보 및 소련의 동향, 일본의 역할, 뉴질랜드의 역할

3. 동 Elder 외무성 동북아과장의 10.26.~27.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주요 일정

- 외무부 제1차관보, 아주국장 예방, 아주국심의관 주최 오찬
- KDI, 유엔사 방문, 판문점 시찰
제1차관보 예방 시 양측은 외무부 간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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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현재의 대한국 관계가 올바른 방향이긴 하나 다소 냉각된 관계임을
평가하고, 한국이 1988년보다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발전시킬 경우 대한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한국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88 서울올림픽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함.

한·오만 정무 관계

| 87-010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6 / 5 / 1~84(84p)

한국·오만, 중국(구 중공)·오만 간의 1985∼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오만대사는 1986.1.13. 체육부 장관의 1985.3월 오만 방문을 계기로 추진된 한·오만 체육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임 체육부 장관 명의의 오만 체육장관 방한 초청 서한 송부를 건의한 바, 외무부는
체육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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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6.2.4. 주오만대사에게 노동부장관의 오만 사회노동장관 방한 초청장 전달을 지시한 바,
주오만대사는 2.27. 동 장관에게 초청장을 전달함.
3. Yusuf 외교장관은 1984년 중국 외교부장의 오만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1986.7.13.∼14.간 중국을 방문하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관계, 이란·이라크 전쟁, 중동 사태, 캄보디아 사태 등에 관해 협의함.
4. 주오만대사는 1986.12.12. 보건장관을 예방하여 한국의 의료 인력 진출 문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의함.
오만 보건장관은 1986년 말 개원 예정인 왕실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인력과 관련하여 한국
간호사 채용 의향을 피력함.
주오만대사는 일차적으로 한국 간호사 10명을 우선 채용하여 예비적으로 활용 후 시험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외무부는 주오만대사에게 간호사들이 해외 취업 종료에 따른 귀국 후 실직, 결혼 적령기 상실,
중동 환경 기피 및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해외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인해 고용 조건 및
임금이 최소 사우디아라비아 수준이 되어야 송출 가능함을 통보함.

5. 주오만대사는 1987.2.17. 농수산장관을 예방하고, 오만 제3차 경제개발계획 중 농수산 분야에 관한
양국 협력관계에 관해 협의한 바, 동 장관은 한국 수산업체의 조업계약 갱신 및 어업합작계약 체결
등 양국 간 수산 분야 협력 증진에 만족을 표시함.
6.	오만 Salim bin Ali 교통차관은 플랜트 프로젝트 및 시설 자재 구입을 위해 1987.3.1.∼6. 방한하여
통조림 및 비스킷 공장 설비, 농장관개용 PVC, 스프링클러 구매 등을 상담함.
7.	주오만대사는 이임 인사차 1987.3.5. 국왕 개인 대표, 3.7. 안보국방 부수상, 3.10. 국가협의회 의장,
3.12. 법률담당 부수상, 3.22. 카부스 국왕 등을 각각 예방함.

한·파키스탄 정무 일반

| 87-010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6 / 6 / 1~72(72p)

1. 외무부는 1987.3.9. 아프간 공군의 파키스탄 내 아프간 난민촌 폭격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현황

- 아프간 공군의 2.26.~27. 파키스탄 내 아프간 난민촌 2회 폭격으로 110명 사망, 230명 부상 사태 발생
- 파키스탄 정부는 3.5. 외교단에 피해 상황과 정부성명 발표 등 내용을 브리핑
- 파키스탄 측은 아프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 성명서 발표를 요청
검토 의견

2. 외무부는 1987.3.10. 주파키스탄대사에게 한국의 아프간 사태에 대한 정치적 해결 지지 및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민간인 살상을 비판하는 입장은 불변임을 주재국 측에 전달할 것을 훈령한 바, 주파키스탄
대사의 3.13. 동 정부 입장 설명에 대해 파키스탄 측은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와 아프간 난민 원조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3. 외무부는 1987.5.28. 주파키스탄대사에게 조자양 중국(구 중공) 수상의 6.21.~24. 파키스탄 방문 시 아래
한국 입장을 동 수상에게 전달해 주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함.
남북대화

- 남북대화의 성과 및 진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호 신뢰 구축이 긴요
-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토의, 상호 신뢰 구축 후 정치, 군사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
-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적십자, 경제회담 등 기존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 측의 측면 지원 요청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측 협조 요청

-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남·북한 관계 발전 및 한반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 정착에 기여
주파키스탄대사는 5.1. 주재국 외무성에 상기 정부 입장을 전달한 바, 파키스탄·중국 정상회담에
서 한반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음을 6.30.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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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프가니스탄 관계를 고려하여 유엔, OIC(이슬람협력기구) 등 국제적 결의사항에 대한 지지 이상의
공식 발표 자제
- 불상사 지속 상황과 대아프간 관계 등을 감안하여 사태 해결 시까지 공개 성명은 유보
- 주파키스탄대사가 아프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등 파키스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부 입장을 주재국
정부에 재확인시키도록 조치

4. 파키스탄 외무성은 1987.5.19. 외교 공한으로 9월 중 모로코 라바트 개최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집행위원회에서 선출 예정인 동 위원회 회장 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농수산부와 협의 후 한국의 동회의 불참 입장을 9.30.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에 통보함.
5.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7.9.22. Ahmad 주한 파키스탄대사를 아래와 같이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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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파키스탄대사 언급 요지

- 아프가니스탄 사태 관련, 아프간 정부가 유엔 총회를 앞두고 각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선전전을 전개 중
- 1980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프간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희석시키고, 파키스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
아주국장 언급 요지

- 한국은 파키스탄 입장에 동감하며, 유엔의 아프간 관련 결의안을 항상 지지
기타 협의 사항

- 한국 측은 유엔 총회에서의 주요 관심사항, 88 서울올림픽 준비상황 설명,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출마
지지 요청
- 파키스탄 측은 유네스코 사무총장 후보 지지 요청, 파키스탄 수출품 관세 인하 요청, 한국 건설업체의
파키스탄 진출 희망

6.	동력자원부는 1987.11.12. 외무부에 파키스탄 광업 사정 조사를 위해 11월 하순 중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동 조사단의 현지 활동 수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주파키스탄대사관을 통해 동 조사단 파견 시기 등을 협의
파키스탄 석유자원성의 사정에 따라 동 조사단 파견 시기를 1988.1월 중순 이후로 연기

두양상선 소속 두양 다이아몬드호의 필리핀산
원목 밀수출 혐의 억류 및 도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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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 / 7 / 1~144(144p)

1. 주필리핀대사는 Maceda 자원장관이 1986.4.21. 일본 교토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지난 5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원목이 일본, 대만 및 한국에 밀수출되었으며,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동 밀수출 거래액의
80%를 착복함에 따라 정부가 동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음을 보고함. 이에 외무부는 상공부에 필리핀
측이 한국의 원목 수입 통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함.
2. 두양상선은 1986.5.9. 해운항만청에 필리핀 세관 당국이 동사 소속 다이아몬드호 선박 및 선원을 원목

3. 주필리핀대사는 자원장관이 1986.5.9.자 서한을 통해 원목 밀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관을 5.13.∼16.
한국에 파견 예정임을 통보하는 한편 관세청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이에 외무부는 5.14.
주필리핀대사에게 동 조사관의 방한 중 관계 부처 면담 등 직접적인 조사활동을 허용할 수 없으며,
외교 경로를 통한 협조 요청의 경우 자료 제공 등 선의의 협조 용의는 가능함을 통보함.
4. 주필리핀대사는 1986.6.2. 외무성 및 재무장관에 대한 서한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다이아몬드호 및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6.17. 재무장관을 면담하여 동 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재차 요청함.
5. 필리핀 관세청이 1986.7.9. 두양 다이아몬드호를 관세법 위반으로 몰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힌 데 대해 주필리핀대사는 통상장관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재고를 요청함.
6. 주필리핀대사는 1986.7.23. 라우렐 부통령 겸 외교장관 면담 시 정치적 배려를 요청한 바, 동 부통령은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아키노 대통령은 10월 중 동 선박의 석방을 결정함.
7. 억류 중인 다이아몬드호가 1986.10.7. 항구에서 도주함.
현지 언론은 필리핀 당국이 도주 사건에 대한 인책 조치로 8명의 경찰관을 해임하였으며, 외무성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를 제기하도록 요청하였음을 보도함.
해운항만청은 동 선박에 대해 불법 출항으로 인한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선장에 대해 3개월의 정직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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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 공범 혐의로 억류하였음을 통보함.

한·페루 정무 일반

| 87-011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6 / 8 / 1~60(60p)

한국·페루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Nieto 주한 페루대사는 1987.1.7.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하고, 페루의 PECC(태평양경제
협력회의)가입 문제를 협의함.
동 대사는 페루의 PECC 가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박수길 제1차관보는 한국은 페루의 PECC 가입에 동의하며, 페루의 가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142

입장을 전달함.

2. Nieto 주한 페루대사는 1987.3.24. 장선섭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시 페루가 차기 비동맹 의장국으로
피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는 한편 페루 정부가 북한 측에 대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될
경우 북한을 승인한다는 방안을 설득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문의한 바,
미주국장은 아래 입장을 전달함.
한국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추구하고 있음.
다만, 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전에 페루가 북한을 승인하는 경우와
같은 현상(Status Quo)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3. 주페루대사관 공관장 운전기사(Victor, 50세)가 1987.8.22. 대사관저 인근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테러
분자로 추정되는 4명의 괴한으로부터 총격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주페루대사관은 8.24.자 외무성에 대한 공한을 통해 운전기사 피격 사실 및 동 운전기사가 중태임을
통보하고, 동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조속한 범인 체포를 요청함.
Salcedo 페루 외무성 의전장대리는 8.25. 주페루대사를 방문하여 페루 정부의 위로의 뜻을
전해 옴.
해외 출장 중인 Wagner 페루 외무장관은 8.26. 주페루대사에 대한 위로 전문을 통해 여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음을 통보해 옴.
페루 외무성은 8.26.자 공한을 통해 동 사건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하고, 범인 체포를 위해
수사 중임을 회신함.
동 운전기사는 8.29. 사망하였으며, 8.30. 동인의 장례식이 개최됨.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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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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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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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아공 간의 1987년도 주요 관계 동향임.
1. 남아공 인사의 방한 문제
주일본 남아공 총영사 및 영사는 각각 6·25 참전국인 남아공의 참전비 유지 계획 추진, 6·25 참전회
회장 면담 및 부산 UNMCK(유엔기념공원) 위원회 연례회의의 참석 등을 위한 한국 방문을 희망
하여 옴.

정부는
동인들이 정부 인사 면담 등의 활동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비공식 방한을 허가함.

주유엔대표부는 1987.1.22. 보고를 통해 미국 정부는 남아공에 대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남아공
정부에 대항하여 무장투쟁 중인 ANC의 존재 인정을 통하여 남아공 문제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유엔대표부에서 ANC와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엔 주재 ANC 대표 접촉 활동 시행
여부에 대해 청훈함.

3.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남아공 축출 문제
비동맹 국가들은 1987년 IAEA 총회에서 남아공 축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3세계에 대한
외교 기반 확대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동 축출 결의안에 동조해 온 바, 9.24. 한·미 외무장관회담 시
미국 측은 한국의 기권을 강하게 요청함.
정부는 9.25.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동 결의안 표결 시 투표에 불참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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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C(남아공국민회의) 접촉 추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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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와질란드 정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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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6 / 10 / 1~136(136p)

한국·스와질란드 간의 1986∼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스와질란드 대사대리의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음.
1986.12.29. 외교장관 초청 오찬에서 북한의 수교 활동 및 88 서울올림픽 등 협의
1987.1.7. 국방장관 예방, 국군의 날 행사 참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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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28. 외교차관 면담, 비동맹 남남각료회의 및 무상원조 협의
1987.3.23. 외교장관 면담, 평양 남남각료회의 및 남북대화 등 협의

1987.3.27.
보건장관 만찬 초청, 홍보영화 관람

2. 스와질란드를 겸임 중인 주케냐대사는 국왕 알현 및 주요 인사 면담을 위해 1987.4.23.∼26. 스와질란드를
방문하고, 국왕 예방 외에 수상, 외교장관, 보건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는 한편 상주 대사 임명 계
획을 통보함.
3. 신임 주스와질란드대사의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음.
1987.8.28. 외교장관을 예방하여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및 신임장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9.11.
국방장관을 예방하여 동 장관의 국군의 날 행사 참석 관련 사항을 협의한 바, 동 장관은
유엔 총회 및 영연방 정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방한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답변함.

9.21.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해 의료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을 평가함.
- 국왕은 상주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한국의 의료 및 차량 등 지원에 사의를 표함.
9.23. 수상을 신임 예방하고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상주공관 설치, 88 서울올림픽 등에
관해 협의하는 한편 동일 외교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은 한국이 스타디움을 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외무부는 스타디움 건설 지원이 어려움을 통보함.

4. 스와질란드 정부는 1987.11.30. 외교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을 포함하는 개각을 발표함. 이에 외무장관
명의 신임 외교장관에 대한 축전을 전달함.

한·태국 정무일반

| 87-011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6 / 11 / 1~29(29p)

1. 주태국대사는 1987.2.10. 및 2.18. 김일성 생일 계기 Saard Piyavan 태국 법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설과
관련하여 태국 외무성은 Saard 장관에 대한 북한 방문 초청은 개인 자격의 초청임에 따라 동 장관의
북한 방문 여부는 개인 의향에 따를 것으로 태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정부의 공식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7.2.19. 주태국대사에게 아래 이유로 동 장관이 북한 방문을 자제하도록 태국 정부와
동 장관은 현직 각료로서 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며, 연정 내 제2당 소속 중진 인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인 자격이 될 수 없으며, 북한의 정치 선전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큼.
 ·태국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한

3. 주태국대사는 1987.3.16. Prapas 외무성 정무차관 및 6.9. Saard 장관을 면담하고, 동 장관의 북한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동 장관은 대사의 요청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임을 언급하고, 9.6.~11. 서울 개최
세계법률가대회 참석차 방한 예정임을 통보함.
4. 주태국대사는 1987.9.3. Saard 장관 일행의 8.25.~31. 북한 방문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 장관은 4.15. 김일성 75회 생일 기념행사 참석을 계획하였으나, 대사관의 방북 자체 요청 및
외무성의 권유에 따라 동 생일 행사에는 불참하고, 추후 방북하여 북한의 사법제도를 시찰함.
태국 외무성 동아과장은 대사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Saard 장관의 방북 자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김일성 생일 행사 이후 태국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방북 결정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함.

5. 주태국대사는 1987.6.9. Saard 법무장관의 서울 개최 세계법률가대회 참석 초청 건의를 통해 법무장관
초청에 의한 공식 방문으로 방한 시 체재비 부담 및 주요 인사 면담 주선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6.20.
및 7.7. 법무부와 협의 후 동 장관의 공식 방한 초청 추진은 어려움을 아래 통보함.
회의 일정 및 여타 참가국 인사에 대한 예우 원칙에 따라 외국 인사에 대한 공식 방한 초청은
계획하지 않음.

특별
배려로 Saard 장관과 ICJ(국제사법재판소) Singh 소장에 대한 왕복 항공료 제공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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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할 것을 지시함.

한·우간다 정무일반

| 87-011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6 / 12 / 1~27(27p)

한·우간다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 방문 기간 중인 1987.4.16. 김일성 주최 연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 정부를“ 괴뢰정권(puppet regime)”
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주우간다 북한대사관이 동 연설문
사본을 우간다 내 언론사에 배포하여 일부 신문이 5.8. 동 내용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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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7.5.22. Museveni 대통령의 한국 관계 발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우간다대사에게 지시함.
우간다 외무성 고위 인사를 면담하여 동 대통령의 발언이 양국 우호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측으로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우간다 측의 의견을 타진 바람.
우간다 측이 동 발언 사실을 인정할 경우 유감을 표명하고, 동 발언이 양국 간 우의와 관계 증진
노력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을 전달하기 바람.

3. 주우간다대사는 1987.5.26. Kabwegyere 우간다 외무성 외무담당국무상을 면담하여 Museveni 대통령의
한국 관계 발언이 양국 간 우호관계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함.
이에 대해 Kabwegyere 국무상은 Museveni 대통령의 한국 관계 발언이 자신이 판단하기에도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 한국 측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Museveni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에 대하여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우간다의 한국에 대한 관계가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주우간다대사가 Museveni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여사한 비우호적 표현을
삼가해 줄 것을 희망한 데 대해 동 국무상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말함.

4. 주우간다대사는 1987.7.1. Kabwegyere 국무상 등 외무성 간부들을 관저로 초청하여 만찬을 갖고 최근
한국 국내 사정,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설명함.
5. 주우간다대사는 1987.12.1. Lwanga 우간다 체육문화부차관을 면담하여 우간다의 88 서울올림픽
참가를 당부한 바, 동 차관은 가능한 한 금년 내 자국의 올림픽 참가를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통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Peace Corps(미국 평화봉사단)의 활동재개 문제

| 87-0115 |

생산연도

1981-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6 / 13 / 1~375(375p)

미국 평화봉사단 한국 파견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의 1982∼84년 중 협의 경과임.
1. 주한 미국대사관의 Cleveland 대사대리는 1982.6.14.자 외무부 미주국장 앞 서한을 통해 미국 평화
봉사단의 한국 내 영어교육사업계획(TEFL Program)을 알려 오면서 한국 정부와 동 계획에 대하여
합의하기를 희망해 옴.
동 계획은 15명의 미국 평화봉사단원을 1983.3월부터 2년간 한국에 파견하여 영어 교육을 실시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정부의 신규 예산사업 억제책으로 문교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이 동 계획상의 재정 부담을 수임하기
어려움.
- 국내 대학의 외국인 교수 초빙 시 동 계획상의 경비보다 낮은 비용으로 초청이 가능함.
- 영어 교육에 있어 국내 거주 미국인 활용이 가능함.

2. 주한 미국대사관 Blackmore 참사관은 1982.10.12.자 외무부 미주국장 앞 서한을 통해 미국 평화봉사단의
한국 내 활동 재개를 희망하여 왔는 바, 동 봉사단의 활동 관심 분야는 나병 치료, 농업 및 임업
분야이며, 그 외에도 한국 측이 요청하는 분야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여 옴.
동 건과 관련하여 Cleveland 대사대리는 1983.4.12.자 외무부 미주국장 앞 서한에서 평화봉사단의
한국 내 활동 재개를 위해 영어 교사 및 나병환자 물리치료사 각 15명씩 파견을 제의함.
외무부는 동 미국 측 제의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결과 미국 평화봉사단의 활동 재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1983.6.3. 외무부 미주국장의 Blackmore 참사관 면담 시 동 제의 접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 바, 동 면담 후 미국 측으로부터 추가 요청은 없었음.

3. 주한 미국대사관 Dunlop 참사관은 1984.11.1.자 외무부 미주국장 앞 서한에서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한국의 안내원과 통역요원에 대한 영어 교육을 위해 미국 평화봉사단 파견을 제의하여 옴.
동 평화봉사단의 계획은 1단계로 1985년 중 5인을, 2단계로 1986년 중 20인을 추가로 파견하여
1988년까지 2,600명의 안내원을 훈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함.

비용은
1단계 인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2단계 인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서울올림픽위원회
및 민간 부문이 공동 부담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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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 531,484달러 중 한국 측이 280,984달러를 부담하는 내용임.

외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1982.7.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 측이 동 계획에 합의할 수 없음을

한·미국 간의 위성TV 토론회 추진문제

| 87-0116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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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6 / 15 / 1~33(33p)

1. 외무부는 1986.8.1. 주미국대사에게 미국 의회 Consultant인 Bernard Aronson이 최근 국내 정세와
관련하여 김영삼, 김대중 등 인사를 포함하는 한·미 양국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위성중계 TV 토론회
(주제: 개헌 문제 및 한·미 무역관계)를 추진 중임을 통보하고, Aronson 측에 대해 정부의 우려를
표명하고 동 계획 추진을 중지하도록 설득할 것을 지시함.
2. 주미국대사는 1986.8.4. 아래 사유로 현 시점에서 동인을 접촉, 설득을 시도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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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인이 토론회 관련 협조를 요청하여 오는 경우에 한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함.
동인은 급진 자유 성향의 민주당계 로비스트로서 1985.2월 김대중의 귀국 시 동행한 미국인 중의
1명으로 금번 TV 토론회 추진 배경에는 국내 야권과의 연계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동인의 토론회 추진과 관련하여 본국 정부 및 여당 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야권 인사만
참가하는 일방적 토론회에 대해 미국 사회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외무부는 1987.3.14. 주미국대사에게 주한 미국대사관은 3.17. 국내 저명 언론인 12명을 미 공보원에
초청하여 국무부 몽고메리 인권담당 부차관보와 미국의 세계인권정책에 관해 전화 대담을 할 계획이며,
제1차관보는 3.14. 릴리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로 아래 요지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동 계획 중지를
요청하였음을 통보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동 입장을 국무부에 설명할 것을 지시함.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인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비판적인 일부 언론인들은 대담 후 편의에 따라 기사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사한 경우 물의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함.

4. 주미국대사관 정태익 참사관은 1987.3.16. 국무부 Blakemore 한국과장을 면담하고, 상기 대담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 이에 동 과장은 동 대담이 한국 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아래 요지로 언급함.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기본적으로 인권정책을 온건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난번 김동영 신민당 의원 방미 시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미국의 대외 인권정책에 대해 설명한
바 있음.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과 미국의 세계인권정책에 관해 대담을 진행시
켜 오고 있으며, 금번 대담의 주 의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하나로서의 일반적인 인권정책에 관
한 것이 될 것임.

미국 상원 한국관계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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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가 1987.3월 작성한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회 한국 관계 청문회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Cranston 위원장 주재로 3.18. 한국 국내 정치 관련 청문회 개최
참가자 발언 요지

주로 동 위원장이 제안한 한국 관계 결의안(한국 민주 발전에 대한 미국 국민의 공약 재확인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증언자 전원이 동 결의안 채택을 지지
평가

- 정국 타개를 위한 여·야 간 타협 강조 등 향후 1년간의 정치 발전의 중요성 확인
- 정치체제 선택은 한국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 표명 등 한국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객관적 태도
유지
- 안보 문제가 압력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등 한국 안보의 중요성 재확인

2. 외무부가 1987.3월 작성한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 결과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3.25. 청문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태지역 문제에 대한 Sigur 국무부 차관보의 견해 청취, 동
차관보의 한국 관련 사항 언급 요지

- 미국은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치체제 수립을 위한 한국 국민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
- 최근 미국의 대북한 접촉 지침 완화는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긴장 완화에 기여
- 주한 미국대사의 한국의 체제 변화 추진 세력을 포함한 각계각층 인사 접촉 필요
- 금강산 댐은 완공될 경우 한국 안보에 실제적인 위협 요소
평가

-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의회 증언을 통한 한국의 민주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재천명
-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의 지속적인 추진 및 북한의 금강산 댐 위협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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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위원장(민주, 캘리포니아)은 현 정국 타개를 위해서는 여·야 간의 타협이 관건으로 평화적 정권
이양과 자유, 공명선거를 지지하나, 정부 형태에는 간섭하지 않음이 필요함을 언급
- DeConcini 의원(민주, 아리조나)은 민주화는 한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상원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을 언급
- 홀브루크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방한 미국 의원 및 주한미군 지휘관들을 통해 한국 민주화에 대한
미국 정책을 한국 측에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한국 정치 발전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Atwood 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여당은 야당의 분열을 기대하며 5월까지 관망할 태세이나, 시간이
지연될수록 여당이 큰 대가를 지불할 것으로 안보 문제는 한국 민주화를 위한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언급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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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1987.5월 작성한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결과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1. 미국 하원 솔라즈 아태소위원장은 1987.5.6. 인권소위원회와 합동으로 한국 관계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국 국내 정국에 대한 시거 차관보 등의 증언을 청취함.
발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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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시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시프터 인권차관보
- 의회: 솔라즈 아태소위원장, 야트론 인권소위원장, 피언 의원, 폴리에타 의원
- 민간인: 하비 북미인권연합 목사, 맥도날드 조지타운대 교수, 플렁크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발언 주요 내용

- 시거 차관보: 전 대통령은 한국 최초의 평화적 정권 이양을 약속함으로써 민주화의 역사적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치제도의 발전이 긴요한 바,
대통령선거 방법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및 실질적 민주화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며 한국 국민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시프터 인권차관보: 북한 또는 여타 독재 국가에 비해 한국은 상당한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1년간 한국의 인권 상황은 깊이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으며, 이는 박종철 사건 및 예방적 인신구속 등임.
- 솔라즈 아태소위원장: 한국 국민들 스스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미국이 특정 정치제도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부당하나, 한국 정부가 민주화 공약을 성실히 이행키 위해서는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및 사법권의 독립 보장, 고문 근절 등 유효한 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함.
- 야트론 인권소위원장: 개헌논의 유보와 김대중 가택연금 등으로 한국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됨.
- 폴리에타 의원: 한국의 민주화 개혁을 위해 외교적 항의를 촉구하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철폐,
자동차 및 전자제품 수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임.

2. 평가 및 대책
솔라즈 위원장은 매우 신중한 표현으로 비교적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
되며, 폴리에타 의원이 주장한 경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증언자들이 반대 입장을
취함.
증언자들은 대부분 개헌 유보 관련 국내 정국을 기정 사실로 인식하면서 과감한 민주화 조치, 인권
상황 개선 및 여야 간 대화 촉구에 초점을 둠.
금번 청문회 분위기로 보아 미국 의회에서 민주화 발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접촉 활동을 강화하여 결의안 내용을 순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한·미국 정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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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1987년 중 한국 문제 논의 등 한·미 관계 주요 동향임.
1. 주미국대사관의 1987.2.25. 보고 요지
Gephardt 하원의원은 2.23.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연설 중 미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보다 단호한 대외통상 교섭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례로 아래 한국 관련 사항을
제기함.

2. 주미국대사관의 1987.2.26. 보고 요지
김경원 대사는 2.26. Feighan 하원의원을 면담하여 한국이 국내 정치 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 발전의 역사적 전기에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정부, 여당의 합의개헌을 위한
노력 등을 밝힘.
동 의원은 특정 개인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언급하고, 개인적 관심 사항으로 김근태에 대한
가족 의사의 방문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 경찰이 이신범의
모친을 괴롭혔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문의함.

3. 외무부 미주국의 1987.6월 미 상원 대한국 경제제재법안 내용 및 처리 전망에 관한 보고서 요지
법안 개요

- 상원은 Edward Kennedy 의원(민주) 등, 하원은 Thomas Foglietta 의원(민주) 등 발의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6.18. 동시에 제안
법안(Democracy in South Korea Act of 1987) 요지

- 전문: 전두환 대통령의 개헌논의 중단 조치는 민주화 진전을 저해하고 정국 불안을 야기, 대외원조법
및 무역법 규정은 노동권 침해 국가에 대한 투자, 원조 및 무역을 금지 등
- 제재조치 내용: 1974년 무역법에 따른 개도국 수혜 배제, 한국 상품에 대한 일체의 면세 혜택 중지,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사업에 대한 해외민간투자공사의 보험, 재정지원 금지 등
제재 종료 요건

- 한국 정부의 인권 및 노동권 존중,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민주화 조치 확립 등 제재 종료 요건 충족 시
대통령이 의회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30일 내 합동결의안으로 승인
처리 전망

- 큰 지지는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제재법안 상정 사실 자체가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저해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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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한국 군사독재정치에 대한 지원 비난
-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한국의 불공정 통상정책 시정 촉구 등

대책

- 법안 제안 의원 등 접촉을 통해 법안 상정 철회 또는 부결 적극 추진

4. 국무부 Armacost 정무차관의 1987.6.23. 김경원 주미국대사 초청 오찬 시 언급
한국 정국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야당 대표와의 면담 결정 조치는 소요사태 완화 및 정국 타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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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한국의
순조로운 평화적 정권 교체 및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 여당 측이 실질 문제에 관
해 내용 있는 대화를 추진함이 긴요하며, 만약의 경우라도 계엄령 등 비상수단을 발동시키는 것
은 한국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한·북예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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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임장 제정차 방한한 바 있는 Alwazir 주한 북예멘대사(도쿄 상주)는 1987.7.15. 외무부차관 면담 시
El-Eryani 북예멘 부수상 겸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 가능성을 타진함.
외무부는 동인을 8.24.~28. 또는 9.14.~18. 방한 초청하기로 하고 이를 주일대사관을 통해 Alwazir
대사에게 전달함.

이에
대해 Alwazir 대사는 북예멘 외무장관의 사정상 동 기간 중 방한이 어렵다고 알려 옴에 따라
외무부는 10.7.~18. 기간 중 3박4일 방한 초청이 가능함을 주일대사관을 통해 Alwazir 대사에게
전달함.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해 온 바, 동 친서는 1987.8.16.~19. 북예멘을 방문한 최창락 대통령 특사가
Saleh 대통령에게 전달한 대통령 친서에 대한 답신으로 동 특사 파견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관계
증진을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주북예멘대사는 1987.9.22. Al-Attar 북예멘 부수상 겸 기획청장관을 면담하여 양국 관계에 관해 협의함.
주북예멘대사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정세, 평화통일정책,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증진하기를 희망함.
Al-Attar 부수상이 한국의 대북예멘 지원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함에 따라, 주북예멘대사는 양국 간
적절한 협력 분야를 모색하여 검토하고, 한국의 대외협력 기금 등을 통하여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금년도에 수도 싸나 고적보존계획에 15만 달러 상당의 기자재를 지원할 방침임을
언급함.

- 동 부수상은 싸나 보존계획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국 측에서 북예멘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아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함.

4. Saleh 북예멘 대통령은 1987.9.26. 주북예멘대사에게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와 북예멘 혁명
제25주년 기념식전 참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혁명기념메달을 수여한 바, 동 혁명기념메달은 북예
멘 외무성 의전장에 의해 12.20. 주북예멘대사에게 전달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Al-Saidi 북예멘 외무성 의전장은 1987.9.13. 주북예멘대사에게 Saleh 북예멘 대통령의 9.10.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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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onez Abarca, Anibal E. 주한온두라스 대사
(일본 상주) 방한

| 87-012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6 / 20 / 1~107(107p)

Quinonez 주한 온두라스대사(일본 상주)가 1987년 중 2차에 걸쳐 방한함.
1. 업무 협의차 1987.5.21.~8. 아래와 같이 방한함.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미주국장 및 국제경제국장 면담
외무부미주국장 주최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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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올림픽 주경기장 및 삼성전자 시찰
Korea Herald, Korea Times 편집국장 면담

2. 개인 용무로 1987.11.3.~9. 아래와 같이 방한함(부친 동반).
외무부미주국장 예방 및 동 국장 주최 만찬
온두라스명예영사 주최 만찬 등

Thorsteinsson, Petur 주한아이슬란드대사
(아이슬란드 상주) 방한, 1987.10.25.-29.

| 87-012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7-6 / 21 / 1~116(116p)

1. 주노르웨이대사는 1987.8.31. Thorsteinsson 주한 아이슬란드대사(레이캬비크 상주, 남·북한 겸임)가
이임 예방차 중국(구 중공), 북한 및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방한 기간(10.25.~29.) 중 예방 일정 주선
가능하면 북한 방문 후 판문점 경유 한국 방문을 희망하며,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

2. 외무부는 1987.9.9. 대통령에게 동 대사의 판문점 경유 방한 제의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북한 측이 동의하는 경우 동 대사는 휴전 이후 최초로 판문점을 경유하여 방한하는 외교관으로서 대북
시범사업 제의 중‘모든 외국인의 판문점 통과 남북한 방문’조항의 현실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최근 북한 측이 1987.6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일행의 판문점 경유 한국 입국 허용을 거부한
사례로 볼 때 동 건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함.

3. 외무부는 1987.9.10. 주노르웨이대사에게 정부가 주한 아이슬란드대사의 판문점 경유 방한에 동의함을
통보하고, 동 대사의 북한 측에 대한 관련 교섭 및 북한의 반응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이에 주노르웨이
대사는 9.28. 동 대사가 평양 도착 후 판문점 통과 여부를 결정하여 북한 측에 제의할 예정임을 보고함.
4. 동 대사는 1987.10.25.~29. 방한한 바,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0.28. 아래와 같이 동 대사를 면담함.
아이슬란드대사는 북한 방문 후 판문점을 경유하여 방한하기를 희망했으나, 북한 측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여 유감임을 밝히고, 북한 총리 등 면담 시 북한 측은 최근 군축회담 등 남북회담
제의를 한국 측이 거부하였으며, 북한은 의무병제가 아니고 모든 군인이 자발적으로 입대하였다는
허황된 사실을 주장하였음을 언급함.
외무부장관은 동 대사가 초대 주한대사로서 한국 입장을 지원하고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
데 대해 치하하는 한편 남북 외무장관회담 제의 등 남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한 동 대사의 노력을 당부함.

5. 동 대사는 방한 중 10.19.~23. 북한 방문 주요 일정, 접촉자, 판문점 통과 문제에 대한 북한 측 반응 및
북한 실정 등에 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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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와 협의 후 동 대사의 판문점 경유 방한에 동의함.
평가

송성한 주노르웨이대사 겸임국 아이슬란드 출장,
1987.5.18.-23.

| 87-012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7-6 / 22 / 1~61(61p)

1. 주노르웨이대사는 1987.5.18.~23. 겸임국 아이슬란드에 출장함.
아이슬란드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 최근 한국 국내 정세 및 남북한 관계, 올림픽 준비
및 양국 관계 발전상을 설명하고 주요 인사 초청 만찬·리셉션 개최 등의 일정을 가짐.

2. 상기 출장 중 주노르웨이대사의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음.
주요 인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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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장관, 외무차관, 주한 아이슬란드대사(레이캬비크 상주)
- 국회의장, 국회 외무위원장, 국회 IPU(국제위원연맹) 위원장
- 레이캬비크 시장, 아이슬란드 올림픽 위원장
- 주아이슬란드 미국대사 면담
오·만찬 및 리셉셥 개최

- 외무장관 및 국회의장 초청 만찬, 각계 인사 초청 리셉션, 기자회견 및 언론인 초청 오찬, 명예영사
초청 만찬
연설 및 방문

- 로터리클럽 연설, 나토 기지 및 지역 발전소 시찰, 아이슬란드 수출공사 방문, 수산성 방문, 주한
아이슬란드대사 주최 간담회 참석

대동구권 외교관 직접 접촉

| 87-012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7-7 / 1 / 1~34(34p)

재외공관의 1985~86년 중 동구권 외교관 및 무관 접촉 현황임.
1. 재외공관 외교관들이 오·만찬 등 개인적 행사 및 국경일 리셉션 등 공식 행사에서 유고, 체코, 헝가리,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구권 외교관들과의 접촉을 통해 88 서울올림픽 참가 여부,
양국 간 상호 교류 가능성 등을 타진함.

및 공산권 측의 분야별 주요 발언 내용을 분석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함.
한국의 경제 성장과 올림픽 유치 등 국제적 위상 부상에 따라 일부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 무관에
대한 접촉 지침을 완화함.

이에
따라 공산권 무관과의 접촉 활동은 횟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

15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국방부는 1985년도 후반기 공산권 무관 접촉 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하여 공산권 무관과의 접촉 활동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국 출장

| 87-012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7 / 2 / 1~52(52p)

1.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7.3.24.~4.17. 아래와 같이 겸임국 출장을 시행함.
출장 일정

- 세인트키츠네비스 3.24.~26.
- 앤티가바부다 3.26.~28.
- 도미니카연방 4.1.~3.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4.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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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훈령

- 북한 동향 파악 및 대처
- 각국의 최근 국내 정세 및 야당 측 동향 파악
- 88 서울올림픽 준비 홍보

2.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7.8.4.~9.12. 아래와 같이 겸임국 출장을 시행함.
출장 일정

- 세인트루시아 8.4.~6.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8.6.~8.
- 도미니카연방 8.13.~15.
- 세인트키츠네비스 9.10.~12.
주요 훈령

- 북한 동향 파악 및 대처 기반 강화
- 제42차 유엔총회 대비 한국 입장 지지 교섭
- 한국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 및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3.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7.11.10.~27. 아래와 같이 겸임국 출장을 시행함.
출장 일정

- 세인트루시아 11.10.~12.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1.12.~14.
- 세인트키츠네비스 11.17.~19.
- 앤티가바부다 11.19.~21.
주요 훈령

- 북한 동향 파악 및 활동 대처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
- 제42차 유엔총회 시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 한국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모색 및 관련 자료 수집

Kohl 독일 수상 중공 방문, 1987.7.12.-19.

| 87-012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7 / 3 / 1~36(36p)

정부는 1987년 서독을 통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전두환 대통령은 1986.4월 서독을 방문하여 콜 수상과 면담을 가졌으며, 콜 수상은 한국의 대중국
(구 중공) 관계 개선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남북한 교차승인 및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등을 제의하였으나 북한,

관계 개선을 제의하는 한편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함. 이에 호요방은
동 제안을 반대하는 북한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 상실을 우려함을 밝히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주서독대사관의 콜 총리의 중국 및 네팔 방문 계획 보고에 따라 외무부는 5.1. 및 5.25. 주서독
대사에게 수상 외교보좌관 및 외무성을 통하여 콜 수상의 중국 방문 시 한국 정부의 아래 요청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하여 주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
- 이를 위한 서독 측의 중개 의사 표명
- 한·서독 간의 합작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추진
- 통상대표부 설치 제의 전달
주서독대사는 콜 총리의 방한을 제의하였으나, 동 수상 보좌관은 1~2일 여정의 방한은 한·독
간의 긴밀한 관계에 비추어 적절치 않음에 따라 추후에 3~4일 일정으로 방한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함.

2. 콜 총리의 중국 방문 결과
콜 수상은 1987.7.12.~19. 중국을 방문하여 조자양 총리와 4차례에 걸친 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관계 개선을 권유하였는 바, 이에 조자양은 한국과의 경제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나
정치적 관계 개선은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만약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경우 소련이 이를 이용하여 북한과의 관계 밀착을 시도할 것임을 언급함.
조자양은 중국이 88 서울올림픽에 참석할 것임을 언급함.
서독 측은 중국은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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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소련 등의 반대에 봉착함에 따라 동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
중국 호요방 공산당 총서기의 1987.6월 서독 방문 시 콜 수상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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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일본·중국 관계 냉각
양국은 1972년 수교 이후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1985년 이후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특히 1987.1월 친일본 성향의 호요방 총서기의 실각으로 관계 냉각이 가속화됨.
등소평의 1987.5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일본 정부의 방위비 GNP 1% 이하 원칙 폐지 등)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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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파원 추방 등에 따라 양국 관계가 악화됨.

2. 외무부의 평가
외무부는 1987.5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주재 공관에 일·중 관계 냉각 배경, 전망 등에 관한
주재국 측 입장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동 공관 보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배경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현안 문제 외에도 양국
내 보수파의 득세로 양국 간 냉각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정치적 문제: 역사교과서, 신사참배 문제
- 외교적 문제: 중국 유학생 숙소의 대만(구 자유중국) 소유권 인정, 장개석 추모사업 등 대만 관련 사안
- 경제적 문제: 일본 정부의 무역적자 해결에 대한 무관심, 기술이전을 포함한 투자 미흡

3. 일본 공명당 야노 위원장의 중국 방문
동 위원장 일행은 1987.6.1. 중국을 방문하여 등소평, 조자양과 회담을 가졌으며, 등소평이 동
위원장과의 면담 시 일본을 비난한 데 대하여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이 등소평의 인식을 비판함에
따라 논란이 제기됨.

중국
외교부는 6.4.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함에 따라 일본 외무성차관은 6.15.
기자회견을 통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나카소네 수상도 일·중 국교 정상화 시에 합의된 1개의 중국
원칙 고수를 재확인함.

4. 일본·중국 각료회의 개최
북경에서 1987.6.26. 제5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현안 문제 해결 및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하여
협의함.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제 문제, 유학생 기숙사 대만 귀속 문제 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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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중국(구 중공)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소련의 중·소 정상회담 제의
중·소 정상회담이 1959년 이래 개최되지 않음.
Gorbachev 소련 공산당서기장은 1987.1.10. 중국 시사주간지 Outlook과의 단독 기자회견에서 중·
소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동 회견 내용을 소련 타스 통신 및 중국의 신화사 통신이 확인
보도함.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 개선 조건과 관련하여 3대 장애(베트남군의 캄보디아에서의 철수,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 중·소 국경지대에 배치된 소련군의 감축)에 대한 기존의 일괄 타결
주장으로부터 부분적 진전을 양해한다는 완화된 입장을 보임.

소련은
등소평 중국 지도자가 중·소 간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장애로 지적한 국경지대에 배치된
소련군 감축을 위해 1987.4~5월 중 2만 명을 철수함.

3. 중·소 간 화해 조치
중·소 국경회담

- 양국은 1987.2월 모스크바에서 국경회담을 재개하였으며, 8월 북경 회담에서 양국 간 아무르 및 우수리
강 수로의 항행로 또는 중간선을 동부지역 양국 국경선으로 결정함.
- 중국은 구 청조와 제정 러시아 간 체결한 국경 조약을 처음으로 인정함.
협정 체결

- 중·소 체육협정이 2월 체결되었으며, 3월에는 모스크바 소재 북경호텔 공동 운영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함.
- 1987년도 무역 및 지불협정이 체결됨.
외무차관회담

- 모스크바에서 4월 제10차 외무차관회담 및 북경에서 10월 제11차 외무차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관계
정상화 장애 요인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함.
- 중국 측은 월남이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도록 소련이 압력을 행사해야 함을 주장한
데 대해 소련은 불개입 원칙을 견지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소련의 중·소 국경지대 병력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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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ultz 미국 국무장관은 1987.3.1.~6. 중국(구 중공)을 방문하여 미·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바, 동
회담에서 거론된 한반도 문제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양측은 국제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의 일환으로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일반적인 의견 교환에
국한함.

미국
측은 북한의 88 서울올림픽 경기 방해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올림픽 공동주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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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상곤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부시 미국 부통령의 초청으로 1987.5.15.~27. 미국을 방문한 바, 동
부주석의 방문을 수행한 주계정 중국 외교부부장과 아마코스트 미 국무부 정무차관 간의 5.20. 오찬
회의 시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아래 내용의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함.

-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에 응하고,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중재안을 수락하도록 중국 측의 영향력 행사 요청
- 한·중국 실질관계 강화 요청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북한의 올림픽 공동주최 주장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며, 1987.7월 로잔 체육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기를 기대함.
- 한·미 양측이 긴장 완화와 대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한에서의 군사훈련 축소를 요망함.
- 한반도 긴장 완화는 소련·북한 밀착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보다 완화되어야 함.
-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은 현명한 조치가 되지 못함.

3. 아마코스트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1987.11.1.~3. 중국을 방문하여 오학겸 외교부장 및 주계정 외교
부부장 등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한반도 등 지역문제와 미·중 간 현안 문제를 협의한 바, 동 회담 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중국·북한 관계는 한·미 관계 못지않게 중요함.
경제 건설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원하고 있함. 한반도에서의 긴
장 완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필요함.
중국은 북한이 제안한 감군 및 3자회담을 지지하며, 미국이 실질적인 대북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함.
중국은 현재 한국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중 관계 증진이 가능함.
교차승인은 중국에 어떠한 이익도 없으며, 북한도 강력히 반대함.

인도·파키스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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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간의 1987.1월 국경 분쟁 동향임.
1. 배경
인도군은 1986.11월 이래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파키스탄군도 유사한
기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양국 간 긴장 상태가 고조되었으며, 인도 정부는 Punjab 지역 국경을
폐쇄하고, 군에 대한 적색 비상령을 발동하는 등 사태가 악화됨.

인도는
파키스탄이 인도 북부 Punjab 지역 시크교도들의 분리 독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2. 인도·파키스탄 협상 경과
인도 언론들은 1987.1.27. 간디 인도 수상이 파키스탄의 지아 대통령에게 긴장 해소 필요성을 전화로
전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양국은 1.30.~2.2. 뉴델리에서 양국 외무차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회담은 연장되어 2.4. 종료되었으며, 양측은 국경지대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 양측은 상호 무력 공격을 하지 않기로 함.
- Punjab 및 Jammu and Kashmir 접경지대에 증강 배치된 병력을 15일 이내에 평시 위치로 철수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Rajasthan 지역 등 여타 지역에서의 병력 철수 문제는 1987.2월 인도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함.
지아울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이 2.20.~23. 인도를 방문하여 라지브 간디 수상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이 내정 불간섭 및 국내·외 분리운동에 대한 지원 포기를 공동선언할 것을 제안하여
인도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임.

- 동 방문은 인도 크리켓협회장의 초청으로 크리켓 경기 참관차 비공식 방문 형식으로 실현됨.
양국 외무차관회담이 2.27.~3.2.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어 라자스탄 지역 접경지역 병력 평시
수준 환원 조치 등 긴장완화 방안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채택함.

Kashmir
북부의 Siachin Glacier 지역에서 9.23.~25. 파키스탄군의 공격으로 인도와 파키스탄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Kashmir 지역 내 인도군이 완전
전투 태세에 돌입함.

- Siachin Glacier는 전략 요충지로 인도가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양국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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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은 인도가 파키스탄 남부 신드 지방의 분리주의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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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미국 관계에 대해 주이란대사관 및 주미대사관이 1987년 중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Rafsanjani 이란 국회의장은 1987.1.28.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미국 내 이란의 억류 재산이 반환되지 않는
한 미국 정부와는 교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란의 무기가 대부분 미제이므로 이란은 미제 무기
부속품을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세계 어디서든지 구입할 것이며, 만약 미국이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할 것임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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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fsanjani 이란 국회의장은 1987.2.8. 이란을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외상에게 이란·미국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미국은 이란과의 관계 재개 희망을 2년 전부터 간접 시사했으며,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이 진정으로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우선 압류 중인 이란 재산의 반환 등 선의를 표할 것을 요구했음.

미국은
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란 측 사정을 악용하여 무기 거래상을 이용하는 등 선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

3. Rafsanjani 이란 국회의장은 1987.4.6. 기자회견에서 이란·미국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할 경우 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재개할 것임.

미국이
미국 내 억류된 이란 재산을 반환한다면, 이란은 이를 대이란 적대행위 해소로 간주할
것이며, 레바논 내 피랍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임.

4. 미국은 1987.5.4. 헤이그 소재 국가 간 재산 분쟁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에 따라 FRB(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동결해 왔던 이란 자산 454백만 달러를 영국은행의 이란 구좌를 통해 이란 측에 반환한 바,
미 국무부 이란담당관은 동 배경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미국은 이란 재산 반환 문제는 비정치적 문제로서 레바논 억류 미국 인질문제와는 무관한 사안
이라는 입장을 취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이란 측이 동 문제를 미 인질 석방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지연되어 왔음.
헤이그 법원이 동 사안이 인질 문제 및 여타 어떠한 정치적 문제와 무관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재산 반환이 이루어지게 됨.

나까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수상 미국
방문, 1987.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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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7.5월 대통령에게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1987.4.29.~5.2. 방미 시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주요 일정
정상회담 2회 개최(4.30. 및 5.1.), 외상회담 별도 개최(4.30.)
상·하원 지도자 면담
165
미·일 간 현안

- 미국 측, 일본의 시장개방 및 내수확대 요구
- 일본 측, 내수 확대를 위한 적극 재정정책 실시 약속
- 양측, 달러 하락 방지를 위한 정책 협조 합의
- 일본 왕세자의 1987.10월 방미 확인
국제 관계

- 미국 측,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약 재확인
- 미·소 군축협상: 미국의 입장에 대한 일본의 지지 재확인, 일본 측은 중거리 핵미사일의 완전한 제거
필요성 강조
한반도 문제(정상회담 및 외상회담 시 거론)

- 일본 측, 남북대화 및 88 서울올림픽 지원 입장을 천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일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 제기
- 미국 측은 시간 제약으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음.

3. 평가
미·일 경제 마찰 해소 노력

- 일본의 경제 마찰 해소 노력이 부진할 경우 악화 가능성
자유 진영의 주축인 미·일 협력관계 재확인, 연례 정상회담 개최 합의

- 미국 측은 베네치아 서방 선진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유진영 결속 과시 필요에 따라 무역 문제 관련
일본에 대한 공세 완화
나카소네 수상의 국내 정치 지도력 회복

- 조기 퇴진 가능성은 후퇴하였으나, 소기의 성과에는 미흡
- 1987.10월말 임기 만료 시 퇴진 예상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요 결과

구라나리(倉成) 일본외상 남태평양 순방,
198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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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라나리 일본 외상은 1987.1.7.~16. 호주, 뉴질랜드, 피지, 바누아투 및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5개국을 순방함.
순방 일정

- 호주(1.7.~10.), 뉴질랜드(1.13.~14.), 바누아투(1.14.~15.), 파푸아뉴기니(1.15.~16.)
순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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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태평양지역 경제원조가 미미함(총 대외원조 중 1% 미만)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불만 해소
- 일본의 경제적 진출 기반 확대
- South Pacific Forum 지지를 통한 남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외교적 지위 고양
- 소련의 적극적인 남태평양 진출에 따른 미국의 대응 협조 요청에 부응
- 일본의 대남태평양지역에 대한 기존 정치적·경제적 이익 확보

2. 동 외상은 1987.1.14. 피지 방문 시‘태평양 미래 사회를 지향하며’제하의 연설을 통하여 일본의
대남태평양지역 기본 외교방향을 천명함.
대남태평양 기본 외교방향의 주요 내용

- 주권 존중에 입각한 양자 협력관계 증진
- 남태평양 지역 협력체(South Pacific Forum) 등을 통한 역내 국가 간 협력 노력에 대한 지지 및 지원
- 남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 유지에 기여
- 경제협력 확대 및 경제원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기존 공여 방안 재검토
- UNDP 내 200만 달러 규모의 태평양 도서국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
평가

- 일본의 대남태평양 기본 외교방향 천명을 통한 정치적·외교적 영향력 증대 도모
- 남태평양 지역 협력체와의 협조 관계 확대
- 최근 소련의 남태평양 진출 강화 등 정세 변화에 대한 대처 노력의 일환
-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일본의 이미지 강조

리비아의 남태평양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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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의 남태평양 진출 문제에 대해 주리비아대사관, 주호주대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 등
재외공관이 1987년 중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카다피는 국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조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1987.4.18.~21. 태평양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4.15. 미국의 리비아 공습 1주년을 전후하여 각종 반미 행사를 개최함.
회의 정식 명칭: The Conference of the Progressive and Revolutionary Forces and Peace

-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피지, 바누아투, 솔로몬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등의 관계자
회의 내용

-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측 국가들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남태평양 지역의
제국주의, 신식민세력 및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
- 동 지역 약소민족 해방운동을 지원하는 카다피 노선 지지 천명

2. Walters 주유엔 미국대사가 1987.4~5월 남태평양 지역 국가를 순방하여 소련, 리비아의 남태평양
진출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입장을 타진함.
3. 호주는 리비아의 남태평양 진출을 동 지역 안정에 대한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역내 국가와 협력하여
아래와 같이 강경하게 대처함.
1987.4.29. 호주 각의의회 안보위원회가 개최되어 리비아의 남태평양 진출 문제 토의
1987.5.1. 호주·뉴질랜드 외상회담에서 동 문제 협의
1987.5.19. 호주 정부가 주호주 리비아대사관 폐쇄 조치
1987.5.13.~24. Sadleir 호주 외무성 차관보가 리비아 침투 저지 문제 협의를 위해 남태평양지역
7개 도서국 방문

4. 주호주 리비아대사관 폐쇄에 대해 리비아 외무성은 1987.5.21. 아래 요지의 반박 성명을 발표함.
대사관 폐쇄 조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리비아 조치로 시오니스트 수뇌의 요청에 의한 것임.
리비아가 태평양 지역에서 테러 행위와 파괴 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무근임.
리비아는 호주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한 통상관계를 재고하기로 결정함.
리비아 정부는 호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양국 관계는 내정불간섭과
주권상호존중 원칙하에 유지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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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in the Pacific Region

참석자

미국의 태국내 전쟁물자 비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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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태국 간 1986∼87년 중 전시비축물자(War Reserve Stockpile) 협정 체결 경과임.
1. 외무부 동남아과는 1986.4.22. 미국의 태국 내 전쟁물자 비축 관련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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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상 전쟁물자 비축기지 설치안이 무산된 이후 쌍무주의로 전환,
태국과 동 기지 설치 추진
-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의 1986.4.8. 태국 방문 시 전쟁물자 비축기지 설치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60일 이내 개최하기로 합의
태국 내 전쟁물자 비축기지 설치

- 주요 내용: 비상시 태국은 미국의 허가하에 동 기지로부터 비축물자를 인출·사용 가능하며, 사용 물자에
대한 대금을 미국에 지불, 비상시 미군은 동 기지로부터 비축물자를 인출 사용, 사용분을 추후 보충
- 태국에 대한 의의: 평시에는 인근 국가, 특히 베트남에 의한 전쟁도발 억제 요소의 효과, 전시에는
태국 군에 대한 긴급 군수품 보급 및 재보급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 제공
- 미국에 대한 의의: 월남전 후 동남아지역 내 군수기지 설치를 통한 소련의 동남아 진출 억제 효과, 유사시
태평양지역 주둔 미군에 대한 원활한 군수품 보급 가능
문제점

- 반대 움직임: 태국 내 1975년 미군 철수 후 미국 세력 재등장에 대한 반대 및 베트남 등 인근 국가를
자극함으로써 지역 안보에 대한 위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 소요경비 문제: 연간 약 2천만 달러로 미국은 양국 분담 입장, 태국 측은 미국의 전담 입장
- 방어용 무기 사용 허가 문제: 미국 측은 미국 대통령 승인을 득한 후 태국의 사용 가능 입장, 태국 측은
미국 대통령 승인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가위기 시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미국 태평양지역 사령
관 허가로 사용 가능케 하자는 입장
- 미국 국내법상 문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및 한국 이외의 경우 미국 군사기지 또는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 군사기지에만 무기 비축 가능, 현행법의 개정 또는 현행법의 확대해석에 따라 해결
가능 예상

2. 주태국대사는 1987.1.9. 아래 내용의 미·태국 간 전시비축물자협정이 태국 국방장관과 주태국 미국
대사 간에 서명될 예정임을 보고함.
양국 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경비부담: 1988년 이후 5년간 5천만 달러 각각 투자
전시 비축 품목에 핵무기 및 미사일 제외

소형
무기, 대포 및 박격포 등을 위한 탄약 저장
미국은 주로 탄약 등 품목을 제공하며, 태국은 대지·건물 제공 및 보안 수임

미국·소련 정상회담. Washington, D.C.,
1987.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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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an 미국 대통령과 Gorbachev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7.12.8.~10. 워싱턴에서 4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12.8. INF(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에 서명하는 한편 군축 문제를 중점
협의하고, 지역, 인권, 양국 간 현안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1. 미국 측은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래 요지의 1987.11.18.자 전두환 대통령 앞 Reagan 대통령의
친서를 한국 측에 전달해 옴.
정상회담에서 인권, 양자관계, 지역문제, 군축 등 4개 의제를 협의할 예정임.

동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국 측의 의견 제시를 희망함.

2. 정부는 Reagan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1987.11.25.자 아래 요지의 회신을 미국 측에 전달함.
미국 정부가 소련에 대하여 4개 분야를 동시에 진전시킬 것을 촉구해 온 것은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으로, 여사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군축
문제와 관련하여 소련에 대해 취한 조치와 성과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특히 INF 철폐 협상
과정에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 세계적인 철폐 원칙에 대한 소련 측의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을 높이 평가함.
동 정상회담에서 소련 측에 대해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 교차승인 및 남북한 유엔 가입과 같은
한국의 현실적 방안을 설득하는 한편 88 서울올림픽이 북한의 방해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줄 것을 요청함.

3. 동 미·소 정상회담의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Gorbachev 서기장은 1987.12.10. 회담 시‘한반도에서의 중립국가 창설 및 완충지대화’
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문서로 Reagan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동 서기장은 이 문서를 북한 측으로
부터 전달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기계적으로 수교함.

12.9.
정상회담에 배석한 Schultz 미 국무장관은 88 서울올림픽이 모든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불상사 없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고 Gorbachev 서기장은 수개의 경기를 북한이
개최하면 원만한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간단히 언급함.
미·소 실무위원회에서 미국 측은 북한의 대한항공 사건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자제를 위한 소련 측의 영향력 행사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소련 측은 북한의 동 사건 개입 가능
성을 부인하는 한편 소련이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임.

16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인권 분야 관련 소련의 계속적인 개선 노력 촉구
- 양자문제 관련 미·소 교류 확대, 주소련 미국대사관 문제 해결 희망
- 지역문제 관련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캄보디아 문제 해결 및 이란·이라크 전쟁 종식 방안 모색
- 군축문제 관련 INF 협정 서명 외 전략공격무기 감축협상, SDI(전략방위구상), 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균형 감축 및 핵실험 문제 등 여타 주요 문제 협의

국교 수립 - 부탄

| 87-0137 |

생산연도

1971-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7 / 15 / 1~148(148p)

한국과 부탄 왕국은 1987.9.24. 뉴욕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수교 합의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수립함.
1. 부탄은 주로 SAARC(남아시아협력기구) 및 서구 원조국들과 수교하여 왔으나, 그간 한국 정부의 노력에
따라 SAARC 회원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수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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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탄 외무장관은 1987.9.14. 주인도대사 면담 시 한국이 1987년부터 5년간 매년 2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할 경우 1987.9.24. 예정된 한국-부탄 외무장관 회담 시 수교에 합의할 것임을 제의
하였으며, 정부는 동 부탄 측 제의를 수락함.

국교 수립 - 벨리즈, 1987.4.14.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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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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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중미과/경제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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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벨리즈 승인 및 수교와 관련하여 1981.9.2. 아래와 같이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중미 카리브해 영국 자치령 벨리즈가 1981.9.21. 독립 예정이므로 벨리즈 독립 후 승인과 동시에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고자 건의함.
한국의 승인 및 수교 원칙 근거

대책 및 추진 방안

- 벨리즈 독립 직후 대통령 전문으로 승인 조치
- 독립 후 수교 교섭 추진 및 독립 경축 특사 또는 수교 교섭 사절 파견 검토
- 과테말라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정부 입장 및 부득이한 조치임을 설명

2. 외무부는 1981.9.9. 벨리즈와의 수교 사전교섭 결과를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주멕시코대사를 9.1.~3. 벨리즈에 파견, Price 수상 등 정부 지도자 접촉 시행

- 한국의 대벨리즈 수교 및 향후 양국 간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 북한의 벨리즈 선제 수교 시도에 대처
교섭 결과

- 벨리즈 독립을 지지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공관 설치와는 별도로 수교를 제의
- 벨리즈 측은 독립 후 국내 일정상 10월 이후 재협의할 것을 희망하는 한편 경축사절 파견 문제는 수용
능력 미비로 부득이 접수가 어렵다는 입장 표시
향후 대책

- 독립과 동시에 국가승인 및 독립 축하 전문 발송(9.21. 타전)
- 주멕시코대사의 현지 출장을 통해 수교 교섭 추진
- 경제협력 시행 및 북한의 접근 동향에 대처

3. 외무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1982.1.7. 주멕시코대사관을 벨리즈 관할 공관으로 지정함.
멕시코의 지리적 인접성 및 중미지역 내 지도적 위치
멕시코의 적극적인 벨리즈 독립 지원

벨리즈와의
수교 교섭을 주멕시코대사관을 통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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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유엔 총회는 벨리즈 독립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
- 미국, 영국, 중남미 주요국 등 다수국이 벨리즈 독립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
- 과테말라는 벨리즈 독립에 반대하나, 시간이 경과하면 과테말라도 인정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대벨리즈 수교 시도에 대비하여 한국의 대벨리즈 수교 노력이 필요

국교 수립 - 벨리즈, 1987.4.14.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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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3.1.4. 외무부에 주벨리즈 미국대사대리의 벨리즈 Price 수상과의 1982.12.22.
면담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옴.
벨리즈 수상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문제 관련 남·북한 등 대치관계에 있는 국가와는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 확인

미국
대사대리의 한-벨리즈 간 민간경협의 실익 언급에 대해 동 수상은 한국과의 민간경협을
환영하면서 미국 정부가 동 사실을 한국의 관심 기업인에게 전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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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멕시코대사는 1983.1.27. 대벨리즈 관계 증진에 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벨리즈 측은 한국과의 수교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 견지

- 남북한 대결 등 문제 국가와의 수교 기피 입장
- 북한과의 조속한 수교 전망은 없는 것으로 전망
북한에 앞선 수교를 위해 한국 수산업체 진출, 원당 구입, 전문가 또는 연수생 초청 등 벨리즈와의
실질 협력관계 강화 검토 필요

대사,
실무자 및 주재상사로 경협조사단을 구성하여 출장 교섭 예정

3. 주멕시코대사는 1983.4.19. 벨리즈 측에 4.8. 대외기술 공여를 제의한 데 대해 벨리즈 정부가 현재로는 동
훈련계획에 참가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하고, 당분간 대벨리즈 접근은 우방, 미국 등을 통한
우회적 추진이 바람직함을 건의함.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4.2.2. 외무부에 벨리즈에 관한 아래 정보를 제공함.
벨리즈는 과테말라와 쿠바를 의식하여 대외정책에 극히 신중한 입장
벨리즈와의 수교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현재로서는
주벨리즈 미국대사관의 한·벨리즈 수교 교섭 주선은 곤란

5. 외무부는 1984.5.16. 카리브지역 미수교국과의 수교 교섭을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박건우 외무부미주국장 외 2명을 5.26.~6.10. 트리니다드토바고, 바하마 및 과테말라에 파견
과테말라 출장 시 벨리즈와의 수교 가능성, 한국의 대벨리즈 수교가 과테말라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 파악
 대표단은 1984.6월 아래 요지의 출장 보고서를 제출
동

- 바하마, 벨리즈 등 미수교국은 대외관계 개선에 있어 매우 소극적 태도인 것으로 관찰
- 현 정권의 대외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 상태의 우호관계 유지를 건의

6. 주멕시코대사는 1984.11.21. 벨리즈 대외기술 공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벨리즈 외무성은 한국대사관의 10.30.자 기술공여 의향 표명 공한에 대해 농업 분야 연수생 2명을
추천한다고 통보
동 연수생을 수교 교섭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985년도 대외기술 공여 계획에 필히 포함할
것을 건의
정부는 1985.1월 대외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2명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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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1.4. 대벨리즈 수교 교섭 추진 관련 아래 입장을 수립함.
교섭 추진 배경

- 벨리즈는 1984.12.14. 총선 결과 비동맹을 표방하는 집권당이 참패하고, 친서방 보수세력이 집권함.
-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4.12.28. Esquivel 신임 수상과 접촉한 바, 동 수상은 전 정권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2~3주 후 한국이 대표단을 파견할 경우 국교 수립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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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안

- 수교 교섭단 파견: 주멕시코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교섭단을 1985.1월 중 파견하여 신정부 주요 인사를
접촉하고, 수교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경제협력 제공 의사를 표명함.
- CBI(카리브지원계획) 조사단 파견: 외무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동 조사단 파견 대상국에
벨리즈를 추가하여 1985.2월 말~3월 중순 파견함.

2. 상기 벨리즈 수교 교섭단의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방문 기간 및 교섭단 구성: 1985.2.27.~3.1. 주멕시코대사(단장) 외 2명
교섭 결과

- 수교 교섭 원칙에 합의
- Esquivel 수상의 1985.4~5월 중 방한 의사 표명
- 관민 투자사절단의 1985.3.7.~9. 벨리즈 방문 합의
- 벨리즈 측은 기술협력, 단기적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요청, 차관 도입 희망
건의 사항

- 수상 방한초청, 외상 방한초청장 발송, 무상원조 제공, 200만 달러 전대차관 제공, 농·어업 이민 추진
관찰 사항

- 1983년까지 북한의 벨리즈 접근 동향이 있었으나 1985년 이후에는 특이 사항이 없으며, 국방담당
차관은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

3. 외무부는 1985.3.7.~9. 박쌍용 본부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CBI 투자사절단을 벨리즈에 파견하여 양국
간 합작투자 방안을 협의하였고, 양측 각각 5백만 달러 투자 규모의 합판 합작투자 상담이 이루어짐.
4. 벨리즈 수교 교섭 단장인 주멕시코대사는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및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대벨리즈
무상원조를 건의함. 이에 외무부는 1985.3.23. 주멕시코대사에게 벨리즈 정부와 2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무상원조 품목을 확정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국교 수립 - 벨리즈, 1987.4.14.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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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멕시코대사는 1985.4.28.~5.1. 수교 교섭을 위해 벨리즈를 방문하여 외상 및 수상을 면담함.
Barrow 외상은 한국과의 단독수교 입장을 명확히 언급함.

- 한국 민간업체 진출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이득 제공 시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
Esquivel 수상은 양국 간 민간 분야 협력을 간곡히 요망, 수교 문제는 검토 중임을 언급

2. 벨리즈 Young 교육·교통·관광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투자사절단이 1985.6.30.~7.8. 아래와 같이
방한함.
- 외무부 장·차관 예방, 새마을중앙본부 회장 및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 면담
- 전경련 주최 중남미 제국의 투자환경과 기업진출 세미나 참석 및 개별 상담, 산업 시찰
Young 차관은 7.5. 외무부차관 예방 시 귀국 후 방한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여 조속한 양국 간
수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3. 전경환 새마을중앙본부 회장은 1985.8.8.~10. 아래와 같이 벨리즈를 방문함.
수상, 외상, 지역개발장관 등 주요 인사 면담 및 농업 협력 사업 등 협력사업 논의
벨리즈 농촌지도자 초청 새마을 관계 세미나 개최

4. 주멕시코대사는 1985.8.4.~13. 벨리즈 출장 시 양국 간 수교 및 11월 중 벨리즈 수상의 방한 문제를
협의함.
5. 이상옥 외무부차관은 1985.10.7. 서울에서 개최된 IMF/IBRD(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Cain 벨리즈 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조속한 수교 실현을 희망함. 이에 Cain 차관은 한국과의
수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신정부 출범 후 경제개발 문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언급함.
6. 주멕시코대사는 1985.12.11.~15. 벨리즈 출장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외상 면담 시 민간기업의 투자 노력과 병행하여 수상 및 외상의 방한을 계기로 경제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정부 간 협력사업을 추진함이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조속한 수교 실현을 촉구함.

외상은
한국 측의 투자 실적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수교 문제를 거론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여사한 실적을 기초로 수교가 가능함을 강조하는 한편 1986.6월 수상 및 외상의 방한 원칙을
상정하고, 가급적 조속히 한국 측의 벨리즈에 대한 투자 실현을 희망함.
상기 수상 및 외상의 방한 시기의 조속한 확정과 벨리즈에 대한 투자계획 또는 차관공여 여부
제시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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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한 일정

국교 수립 - 벨리즈, 1987.4.14.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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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 / 20 / 1~143(143p)

1. Pitts 벨리즈 NOC(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ANOC(국가올림픽연합회) 총회 참석차 1986.4.21.~26.
방한하여 외무부차관 및 미주국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수교 방안에 관해 협의함. 동 위원장은 벨리즈는
한국의 투자 등을 기대하며 Barrow 외상이 1986년 중 방한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2. 외무부 미주국은 1986.6월 대벨리즈 수교를 위한 향후 추진 방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76

수상 및 외상 방한 추진: 1986년 하반기 실현, 수교합의서 서명 목표
무상원조 제공: 1986년 중 10만 달러 공여 계획
벨리즈의 투자계획 제시 요청에 대한 대처 방안

- 업계의 벨리즈 진출 장려 및 진출 희망 업체에 대한 행정 지원
- 벨리즈의 성급한 투자요청 완화 노력 및 1985년 한국 투자사절단 파견 결과 후속조치 추진
- 주멕시코 김창근 공사의 1986.9.14.~18. 현지 출장을 통한 수상 방한 시기 타진 및 무상원조 제공 방안 협의

3. 주멕시코 김창근 공사는 1986.9.14.~18. 벨리즈를 방문하여 Esquivel 수상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한 바,
동 결과는 아래와 같음.
양국 외상회담을 1986.9.29. 또는 9.30.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동 회담 시 양국 간 수교 문제 협의
수상 및 외상의 방한 추진: 1986.11월 방한 추진
벨리즈 측의 무상원조 희망 세부계획 접수, 외무부는 1986.9.26. 기자재 등 1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공여하기로 결정

4.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6.9.30. 뉴욕 유엔본부에서 벨리즈 Barrow 외상과 아래와 같이 회담을 개최함.
최 장관은 양국 간 수교 및 경제협력 증대 필요성을 설명한 바, Barrow 외상은 수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이에 앞서 대벨리즈 투자 추진 등 수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
 장관은 한국의 경제 체제상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강요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외교관계가
최
수립되면 기업 진출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임을 설명

벨리즈
외상은 소규모 봉제공장이라도 설립해 준다면 수교 문제를 적극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

5.	벨리즈 내 한국 봉제공장 Belcol 개업식이 1986.11.11. 현지에서 개최된 바, 외상 등 주요 인사 및
주멕시코대사 등이 참석함.
공장 설명 및 시찰 등 행사 개최
주멕시코대사는 무상원조 45,000달러를 외상에게 전달한 바, Barrow 외상은 동 공장의 설립을
환영하면서 양국 간 국교 수립을 결정할 것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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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장선섭 미주국장은 1987.1.29.~31. 아래와 같이 벨리즈를 방문함.
수상, 외상, 농업상 및 상공관광상 등 주요 인사 면담

- 수상의 1987.4월 중 방한 일정 잠정 합의, 수상 방한 중 수교 합의 추진
양국 간 구체적인 경협사업 및 무상원조 공여 등 협의

- 합작투자 및 제조업 분야 진출 장려, 임업 및 수산 협력 가능성 조사 등

2. 외무부 미주국은 1987.3.31. 양국 간 영토권 관련 분쟁의 요소가 있는 과테말라 부통령과 벨리즈
대과테말라 통보 문제

- 주과테말라대사의 건의에 따라 벨리즈와의 수교 사실을 아래와 같이 외무성에 설명하는 한편 부통령
방한 시 적절히 설명
   · 벨리즈 수상의 중국(구 중공) 방문 계기 방한 요청을 접수, 방한 중 수교 합의 가능성
   · 수교 시에도 한국·과테말라 우호협력 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음을 설명
벨리즈 수상 방한 및 수교 관련 발표

- 과테말라 외무성의 반응에 따라 벨리즈 수상 방한 사실 보도 시기 결정, 가급적 4.6. 발표
- 수교 사실은 4.14. 수교문서 서명 후 보도

3. 외무부는 1987.4월 한·벨리즈 수교 계획에 관해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중미 대륙의 미수교국인 벨리즈 Esquivel 수상의 1987.4.13.~17. 방한 계기에 한·벨리즈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합의 예정

1987.4.14.
양국 외상회담 시 수교 문서에 서명하기로 합의, 동 일자 수교 발표

수교
의의

- 벨리즈와의 수교는 한국과의 단독수교
- 중남미에서 쿠바 외 모든 국가와 수교 달성(한국의 총 수교국 126개국, 북한은 102개국)
- 유엔, 비동맹 등 국제사회 내 한국의 지지 기반 확대
- 경제 진출 기반 조성

4.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방한 중인 Barrow 벨리즈 외상과 1987.4.14. 회담을 개최한 바, 양측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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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이 1987.4월 중 각각 방한 예정임에 따른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한국 측

- 금번 양국 간 수교 실현에 만족, 이를 기초로 양국 간 협력관계 증대 희망
- 한국의 정치 발전, 88 서울올림픽, 한반도 정세, 남북대화, 경제 현황 등 설명
벨리즈 측

- 한국과 장기적 협력을 희망, 구체 6개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사업 제시 및 한국 민간기업의 진출 기대
-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의 대화 노력, 남북한 평화 공존 및 통일 실현 방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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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르완다를 겸임 중인 주자이르대사의 1987.5.25. 자이르 주재 르완다대사 면담 시 동 대사는 1975년
북한의 주르완다대사관 설치 직후 한국이 주르완다대사관을 폐쇄한 사실을 언급하고, 공관을 재개설
하는 것이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임을 강조하는 한편, 르완다 측 관련 입장을 공한으로
통보함.
2. 정부는 1987.6.4. 주자이르대사에게 르완다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사대리 파견 및 공관 개설을
주자이르대사는 6.6. 르완다대사를 면담하고, 상기 정부 입장을 공한으로 전달함.
르완다 정부는 8.12. 한국의 상주공관 재개에 동의를 표시함.

3. 르완다에 출장 중인 한국 외교관들 체류 호텔에 1987.8.29. 북한 요원들이 진입하여 한국 외교관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한 바, 르완다 당국의 개입으로 북한 요원들이 철수함.
4. 주르완다대사대리는 1987.9.11. 주재국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정부의 주르완다대사관 재개 결정 및
대사대리 임명에 관한 외교장관 명의 서한을 전달하였으며, 양국은 9.11.자 외교관계 재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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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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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74∼80년 중 소말리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 경과임.
1. 주모로코대사는 1974.10.28. 아랍정상회의 참석차 대통령을 수행하여 모로코를 방문 중인 소말리아
대외무역장관이 대사를 방문하여 한국이 경제협력을 전제로 소말리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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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케냐대사는 1977.8.26. 소말리아대사관 측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표시하고, 한국 외교관의
소말리아 방문 주선 의사를 피력하였음을 보고함.
3. 주우간다대사는 1978.2.1. 평소 친분이 있는 소말리아대사에게 서울공관장회의 참석 귀로에 소말리아
방문 의사를 타진한 바, 소말리아의 비상 상황으로 요인 면담 등을 확언할 수 없으나, 협조 의사를
피력하였음을 보고함.
4. 주세네갈대사는 1978.2.1. 소말리아대사에게 수교 의사를 타진한 바, 동 대사는 한국 측 의사를 외상에게
전달하겠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5. 주브라질대사는 브라질 판사가 1978.1.15.자 대사 앞 서한에서 소말리아 대통령 고문이 한국 정부에
대해 식량, 농기구 등을 지원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6. 외무부는 1978.2.8. 관련 공관에 대해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간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소말리아 접촉 시도가 에티오피아를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에 따라 당분간 양국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7. 외무부는 주태국대사에게 1979.1.7.∼14. 태국 등 동남아를 순방하는 Barre 소말리아 외상을 접촉하도록
훈령하였으나, 동 장관 면담을 실현하지 못함.

8.	소말리아 수산장관은 1979.4월 아랍은행 동경지점장을 통하여 한국의 어업기술조사단 파견을 희망함.
이에 정부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 또는 중동 지역 경협사절단 파견 시 소말리아 방문 포함을 검토함.
9.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1979년 말 소말리아 피난민이 50만 명 이상임을 밝히고, 한국의
원조를 요청함.

한국과의 관계 수립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18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0. 주수단대사는 외무성 행정관리국장이 1980.6.3. 수단 혁명기념행사 참석 소말리아 경축사절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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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0∼82년 중 소말리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 경과임.
1. 주함부르크총영사의 1980.12.11. 소말리아 명예영사 면담 시 동 명예영사는 어업 등 소말리아와의
경협 분야를 언급하고, 소말리아와의 수교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한편, 12.22.자
서한을 통해 수교의 시기적 적합성 등에 관해 정부 및 당 협의회에서 검토할 것임을 알려 옴.
외무부는 동 내용을 주유엔대사에게 통보하고, 소말리아와의 관계 개선이 한·에티오피아의
182

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함.

주유엔대사는
1981.1.20. 소말리아대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언급
하였음을 보고함.

2. 독일 주재 소말리아 명예영사는 주함부르크총영사에게 1981.2월 소말리아 방문 시 부통령, 외교장관
등과의 면담 결과를 알려 왔으며 외무부는 동 명예영사와의 협조 채널을 긴밀히 구축하도록 지시함.
3. 주인도대사는 1981.4.27. 주재국 소말리아대사 예방 시 양국 관계 수립 희망을 전달한 바, 소말리아
대사는 군용 피복 제공 등 교역관계 선행이 좋을 것으로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4. 주케냐대사는 1981.10.22. 주재국 소말리아대사 면담 시 동 대사가 본국 일시귀국 시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건의한 바, 긍정적 반응을 표시하였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또한 주유엔공사의
1981.12.3. 유엔 주재 소말리아 대사면담 시 동 대사는 케냐주재 소말리아대사가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임에 따라 동 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함.
5. 주케냐대사는 1982.2.20. 귀임한 소말리아대사를 면담하여 수교 문제를 협의한 바, 소말리아대사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소말리아의 입장, 김일성과 Barre 대통령 간의 친분관계 및 북한의 대소말리아
원조를 언급하면서 한국 측 제의 원조 내용 및 경협 규모에 비추어 부정적인 분위기임을 언급함.
6. 주케냐대사의 1982.12.8. 소말리아대사 면담 시 동 대사는 한국 측 제의가 자국 각의에서 거론된 바
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언급함.
7.	주캐나다대사는 1982.11.29. 주재국 소말리아대사와 면담한 바, 동 대사는 본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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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3년 중 소말리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 경과임.
1. 주인도대사의 1983.2.23. 주재국 소말리아대사 면담 시 비동맹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바, 동 대사는 호의적 반응을 표시하는 한편 비동맹 계기 한국의 고위대표단 파견 시 소말리아 대통령
및 외상 면담을 주선할 용의를 표명함.

소말리아 출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외무부는 동 건을 승인하고, 주카타르대사는 5.23.∼29.
소말리아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외상 대리, 총국장, 아주국장, 제2부통령, 광산장관 및 노동사회장관 등을 면담함.
친북한 세력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조속한 수교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
Barre 외상의 방한을 초청하는 외무장관 공한을 전달한 바, 소말리아 측은 방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언급함.

3. 외무부는 1983.7.22. 상공부에 소말리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소말리아 측이 주조공장,
직물공장, 병원기자재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함. 이에 상공부는 주조공장의 기술운영 지원이 가능함을 회신하는 한편 진출 희망 업체를 통보해 옴.
4. 주케냐대사는 1983.10.20.∼11.5. 소말리아 국제박람회가 개최됨을 보고한 바, 케냐 주재 KOTRA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은 박람회 사전 준비차 입국 사증을 신청하였으나 관용여권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으며, 소말리아 측은 추후 사증 발급이 가능함을 통보함.
5.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3.11.3. 소말리아 외무성 총국장이 Barre 대통령은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하였으며,
한국의 공식 사절단 파견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을 알려 옴.
6. 외무부 아프리카국장은 1983.12.1.∼4. 소말리아를 방문하여 외무성 총국장, 미국대사 등을 면담하고,
소말리아 측과 수교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소말리아는 군사 분야 등과 관련한 원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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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카타르대사는 1983.4.20.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소말리아 기자를 면담한바, 동 기자는 동 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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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4년 중 소말리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 경과임.
1. 주카타르대사는 1984.1.11. 본국 방문 후 귀임한 소말리아대사를 면담한 바, 동 대사는 Barre 대통령을
비롯한 본국 정부의 한국과의 수교 방침 및 한국에 대한 원조 요청 입장을 언급함.
2. 주카타르대사는 1984.1.25.∼29. 소말리아 출장 후 동 결과를 아래 보고함.
184

외무성 총국장 및 위원장 등은 무기 무상공여 5개년계획 및 3개 지원사업의 지원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의 공식 사절단 방문을 희망함.
소말리아 측에 대해 원조를 수교의 전제로 삼는 것은 수교 및 경협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함.

3. 주일본 소말리아대사는 1984.3.6. 주일대사에게 한국의 군사협력 제공 및 소말리아 내 염전 개발
참여 가능성을 문의함.
4. 주오만 소말리아대사는 1984.5.10. 주오만대사에게 한국 측의 어업 진출 희망을 표명하고, 어업 분야
협력과 수교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함.
5. 주미대사는 1984.7.19.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현 시점이 한국과 소말리아의 수교 추진에 최적기임을
강조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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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5년 중 소말리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 경과임.
1.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참치 연승어선의 1985년도 소말리아 수역 입어조건 교섭을 위해 1985.1.29.∼2.11.
민간교섭단을 소말리아에 파견한 바, 동 교섭단은 소말리아 측이 어업개발을 위해 합작사업 등
한국과의 어업협력을 희망한다는 요지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기존 입장을 완화하지 않는 한 공업 및 농업장관의 방한 초청 추진은 시기상조임을 통보함.
3. Osman 신임 주유엔 소말리아대사는 1985.5.21. 주유엔대사에게 양국 간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소말리아
정부 내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 및 수교를 위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언급함.
4. Osman 대사는 1985.5.30. 소말리아 정부가 Dry Dock 항구 건설, 조립식 군수공장 건설 및 탄약공장
건설 등을 지원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으며, 6.3. 한국 관민 혼성 경제사절단의 소말리아 파견
제의에 동의하고, 환영을 표명함.
5. 소말리아 재무장관은 중앙은행 총재 등 대표단을 인솔하여 서울 개최 제40차 IMF/IBRD(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총회 참석차 1985.10.4.∼11.간 방한, 동 총회 참가와 함께 외무장관 대리 및 한국 타이어
관계 인사를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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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4.24. 주케냐대사에게 소말리아가 수교의 전제 조건으로 과대한 경협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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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5년 소말리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을 위한 관민경제조사단을 파견함.
1. 주유엔대사는 1985.11.14. 소말리아 대표부 측이 본국 정부로부터 소말리아 측이 한국 관민경제조사단을
접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2. 강석재 외교안보연구원 국제경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민경제조사단이 1985.11.17.~21. 소말리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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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함.
주요 활동

- Barre 외상, Osman 기획성차관 등 정부 인사 면담
- 실무회담 3회 개최
- 농장, 방직, 주물, 제약 시설 및 수산 시장 등 시찰
성과

- 소말리아 측은 정부 차원의 경협 추진 후 민간경협 추진 입장 완화
- 한국 측의 군사협력 불가 입장에 대한 소말리아 측의 양해
관찰 및 평가

- 개방경제체제로의 급속한 전환 예상
- 한국과의 수교 의지 표명

3. 대소말리아 경제협력 후속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1985.12.16. 외교안보연구원 국제경제부장 주재로
개최됨.
소말리아 방문 결과 설명 및 소말리아 측 경협 요청 사항 협의

- 소말리아 측은 Homboy 개간사업, Eil-Mogadishu 간 연안 수산개발사업, 전기제강공장 사업 등 요청
소말리아 측에 제시할 경협 방안

- 농업개발투자조사단 파견, 수산분야 합작 추진, 기술연수생 초청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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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6년 중 소말리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 경과임.
1. 정부는 관민경제조사단의 1985.11.17.∼21. 소말리아 방문 시 협의된 양국 간 경협 문제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소말리아 측에 제시할 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1986.1.17. 주유엔대사에게 동
입장을 소말리아 정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농업, 관개 등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조사단 파견
민간 수산합작 추진, 어업연수생 초청 훈련

2. 주제다총영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진일산업이 소말리아 경제수역에서의 입어계약(입어척수: 선미
트롤 3척, 계약기간: 3년)을 1986.1.8. 체결하였으며, 주케냐대사는 태웅원양과 소말리아 회사 간에
1986.1.20. 입어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각각 보고함.
3. 외무부는 1986.3.18. 소말리아를 관할 중인 주케냐대사에게 소말리아 정부사절단의 1986년 하반기
방한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함. 이에 주케냐대사는 Barre 농업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농업사절단이 8
월 하순 중국(구 중공) 방문 후 9월 중 방한 계획임을 보고함.
4. Barre 농업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소말리아 정부사절단이 1986.9.14.∼18. 아래와 같이 방한함.
농수산부,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진흥공사, 농협중앙회, UNDP(유엔개발계획) 등 방문 및 삽교천,
대동공업 등 산업시찰 일정을 가짐.
한국 측은 경협 제시안에 대한 소말리아 측 입장을 타진하고, 주유엔 소말리아대사 등 주요 인사
방한을 초청함.

5. 오스만 주유엔 소말리아대사는 1986.11.19. 주유엔대사와의 면담 시 소말리아 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언급함.
소말리아는 원칙적으로 한국과 수교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음.
경협과 수교를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나, 소말리아의 기반시설 건설 지원 및 한국 실무단 파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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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9.25. 소말리아와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1. 정부는 소말리아 정부대표단의 1987.4.20.∼24. 방한과 관련하여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선 수교 후 경협 원칙하의 민간경협 추진 설명
미수교국 관계 개선 기본 방침 내에서 경제기술협력 용의 표명
188

2. 소말리아 외무성 Nur 아주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정부대표단이 1987.4.20.∼25. 아래와 같이
방한함.
주요 일정

- 4.20.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외무부차관 예방
- 4.21. 제1차 실무회담, 올림픽경기장 시찰, 정수직업훈련원 방문
- 4.22. 수산청장, 농수산부 차관보 예방, 삼성전자 방문
- 4.23. 제2차 실무회담, 한국 과기대 시찰
- 4.24.∼25. 회의록 작성 협의 및 서명
방한 결과

- Nur 아주국장은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면담 시 경화기용 탄약 공장 건설 및 군사요원 훈련을 요청
하였으나, 한국 측은 군사훈련 불가 입장을 설명함.
- 수산 분야에서의 투자 진출 희망에 대해 한국 측은 민간 투자협력이 바람직함을 설명하고, 기술협력
제공 검토 의향을 전달함.
- 외교관계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제42차 유엔 총회 계기 외무장관회담 개최 추진에
합의함.

3. 외무부는 주유엔대사에게 소말리아 사절단의 방한 결과를 통보한바, 주유엔 소말리아대사는
1987.5.26. 주유엔대사에게 동 사절단의 방한 중 환대와 배려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4. 외무부는 1987.6.26. 주유엔대사에게 9월 유엔 총회 계기 양국 간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추진 중임을
통보하고, 소말리아 측 입장을 타진하도록 지시한 바, 소말리아대사는 8.17. 주유엔대사 면담 시 외무장관
회담과 함께 실무자 선에서 경협 및 기술협력 문제를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언급하는 한편
9.25. 외무장관회담 시 양국 간 수교 발표 입장을 확인함.
5. 한국과 소말리아 외무장관은 9.25. 뉴욕에서 양국 간 수교 합의 문서에 서명함.

대소련 외교관 직접 접촉 (주UN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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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1985~87년 중 소련 외교관 접촉 현황임.
1. 1985년
주미대사관 관계관의 소련대사관 직원 접촉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공보관의 TASS 통신사 지국장 접촉
주인도대사관 관계관의 소련 외교 주간지 New Times 뉴델리 지국장 접촉

주미대사는 1986.1월 대사관 관계관의 지속적인 소련대사관 직원 접촉이 미국 측에 대북한 접촉
확대 구실을 제공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정부의 관련 지침을 요청함. 이에 외무부는 과도한 접촉
자제 및 향후 소련 외교관 접촉 시 사전에 청훈하도록 지시함.
주덴마크대사관 관계관의 소련대사관 직원 접촉 시 소련 측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관련 입장을 지시함.
주인도대사관 직원의 소련대사관 직원 접촉, 주사우디대사관 무관보의 요르단 주재 소련대사관
무관 접촉, 주민주콩고연합(구 자이르)대사관 직원의 소련 외교관 접촉, 주미대사관 직원의
코스타리카 개최 국제회의에서의 소련 외교관 접촉이 이루어짐.

주카메룬대사는
소련대사관 주최 10월혁명 리셉션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소련대사를 접촉하였으며,
대사관 관계관도 소련대사관 직원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으므로 외무부는 사전 훈령을 요청하
도록 지시함.
주스리랑카 일본대사는 1986.12월 주스리랑카대사 면담 시 소련 측이 카메룬에서 10월혁명 기념
리셉션에 한국대사를 초청한 것과 관련하여 한·소련 관계 변화 여부를 문의함.

3. 1987년
덴마크에서 소련 측과의 지속적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미국, 수리남, 카메룬, 일본, 말레이시아,
스위스, 덴마크, 세네갈,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등에서 대사 및 대사관 관계관의 소련 대사 및
대사관 직원과의 접촉이 시행됨. 이에 외무부는 미국이 한·소련 접촉 수준이 미·북한 접촉에 비해
앞서간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함.

주소련
미국대사관 직원은 6.10. 소련 외무성에 북한에 대한 접촉 완화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소련 측의 한국 외교관 접촉 지침에 관한 설명을 청취함.

외무부는
7월 미국의 대북한 접촉 완화에 따라 재외공무원 직무 수행 특수 지침에 의거하여 소련
및 중점 동구국가(헝가리, 유고, 동독, 루마니아) 외교관과의 접촉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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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를 통한 대소련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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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87년 중 개최된 한반도 관련 학술회의 계기 소련 인사 접촉 현황임.
1. 한반도 주변 4개국 한인 학자 학술회의
독일 Kiel 대학 부설 한국문제연구소가 개최하는 남북한 정부 간 평화 및 협력 문제에 관한 학술
회의가 1987.2월 개최됨.
동 회의에 중국(구 중공) 및 소련 학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소련 측 인사(한국계)는 불참함.
190

2. Lewis and Clark College는 1987.5.11. Oregon 개최‘환태평양 상호의존의 미래’주제에 관한 제25차
국제문제 심포지엄에 김경원 주미대사를 초청함.
피초청 인사 중에는 소련과학원의 Georgi Arbatov 북미문제연구소장이 포함됨. 이에 정부는
주미대사에게 동 소장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대소련 입장 전달 등을 지시함.

주미대사는
동인과의 조찬 시 한·소 간 교류,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남·북한 관계, 소련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소장은 제한된 범위이지만 양국 간 접촉을 환영하나, 소련의 대북한 관계, 미군의 한국 주둔이
동
여사한 관계 확대에 있어서 장애 요소라고 언급함.

3. 소련 동방문제연구소 부소장 접촉
주소련 미국대사관은 1986.4.2. 소련 동방문제연구소 Georgi Kim 부소장이 한반도 관련 학술
회의에서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한 보고서 내용 및 관련 평가를 전달해 옴.
 국무부 한국과장은 1986.5월 Georgi Kim 부소장 면담 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 내용을
미
주미대사관 관계관에게 통보해 옴.

Georgi
Kim 부소장은 1987.5월 학술회의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시 일본 교도통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관하여 언급함.

우방국을 통한 대소련 간접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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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을 통한 1984~87년 중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사항 파악 내용임.
1. 1984년
미국 국무부 한국담당과장은 대사관 관계관에게 워싱턴 주재 소련대사관 직원 면담 및 동 과장의
소련 방문 결과 관련 소련 측의 아래 사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함.

- 남북한 관계, 북한 동향, 미국의 대북한 정책, 유엔 동시가입 및 교차승인 문제, 88 서울올림픽 개최
문제, 소련·북한 관계 등

주호주대사는 3월 외무성구주국장을 면담하고 소련 권력 승계에 관한 호주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호주 외무성부차관과 소련 Kapitsa 차관 간의 3.14.자 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받음.

- 북한 김일성 동정 및 권력 승계, 소련·북한 관계, 한국·소련 관계 등
주미대사는 6월 Gaston Sigur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통하여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미국의 평가를 청취하였으며, 대사관 관계관은 국무부 한국과장으로부터 동인의 6월 모스크바
방문 시 아래 사항에 대한 Kapitsa 차관 면담 결과를 청취함.

- 한반도 정세 평가, 남북대화, 4자회담, 김정일의 방소, 그로미코의 방북 등

3. 1987년
영국 대처 수상의 3.28. 소련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영국 수상을 통한 소련에 대한
한반도 문제 관련 정부 입장 전달 방안을 검토하고, Renton 외무성 국무상의 3.28. 한국 방문
시 동 입장 전달을 요청함.
대처 수상은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회담 시 동·서 군축, 인권,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한반도 문제 등 지역문제는 외상 간 회담에서 거론됨.
주한 영국대사는 4.7. 외무부장관에게 대처 수상의 소련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아래 내용에 대
한 비망록을 수교함.

- Howe 영국 외상은 3.31.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과의 만찬 시 한국 입장을 전달함.
- 소련 외상은 남북대화, 남북한 유엔 가입 문제, 88 서울올림픽 문제 등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함.
주미대사관 관계관은 미국 국무부 Richard Solomon 정책기획실장의 10월 소련 방문 결과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 측의 입장 변화 여부에 관해 청취함.
외무부는 영국 측에 소련 외상의 12월 영국 방문 및 영국 외상의 1988.1~2월 소련 방문 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여 주도록 요청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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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의 1987.1월 현재 독립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및 마셜 군도

- 유 엔 신탁통치위원회는 1986.5.28. 미국의 태평양 전략 신탁통치 지역(북마리아나, 마셜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및 팔라우)에 대한 신탁통치 해제 결의안 채택
-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및 마셜 군도는 미국과의 자유연합(Free Association) 형식의 독립 선언
팔라우
192

- 미국 의회는 1986.10월 팔라우와의 자유연합협약(Compact of Free Association)안 비준
- 동 협약은 팔라우의 국내 절차 완료 시 발효한다는 단서 조항 포함
- 1986.12월 팔라우 주민투표 결과 집계 중

2. 외무부가 1987.1. 작성한‘마이크로네시아 지역 독립에 대비한 한국의 대책’보고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기본 방향

- 마셜 군도 및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독립 추이 주시
- 팔라우의 경우는 국내 절차 완료 시까지 관망
- 국가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미국, 일본 등 우방국 및 주요 이해관계국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처
- 마셜 군도 및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1987.5월 독립 축하 행사에 적절한 경축사절단 파견 검토
외교관계 수립 문제

- 우선적으로 영사관계 수립, 단계적으로 외교관계 수립
- 겸임공관 지정
경제 관계

- 소량 교역 증진, 어업협력 강화, 한국 건설업체 진출 지원, 항공협정 체결, 전문가 파견·기술연수생
초청 추진
교민 보호

- 주아가나총영사관의 현지 지도 강화

재외공관 설치 - 아일랜드

| 87-0157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8 / 14 / 1~153(153p)

1. 주아일랜드대사관이 1987.7.10. 정식 개설되어 전용덕 참사관(대사대리)이 동 일자 부임함.
2. 주아일랜드대사관 설치 경위는 아래와 같음.
1983.10.4. 한·아일랜드 수교 및 양국 상호 겸임공관 개설 합의

- 한국은 주영국대사관, 아일랜드는 주일본 아일랜드대사관이 각각 겸임
- 아일랜드 측은 한국 측의 상주공관 개설 제의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불가 입장 표명
정부는 1984.4월 강영훈 주영국대사의 겸임 신임장 제정을 위한 아일랜드 방문 이래 상주공관

- 주영국대사의 아일랜드 방문, 아일랜드 주요 인사의 방한, 한국 대표단의 아일랜드 방문 기회 등에
상주공관 개설 문제 협의
아일랜드 IDA(산업개발청) 서울사무소 개설 리셉션 참석차 1987.4월 방한한 Ronan 주한 겸임
아일랜드대사는 한국 상주공관 설치 문제가 각의에서 의결되도록 청훈하겠다고 언급
주영국 아일랜드대사관은 1987.5.20. 주영국대사관에 아일랜드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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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교섭을 계속 추진

이란·이라크 전쟁관련 주 이란·이라크 공관원
및 교민 안전대책

| 87-015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7-9 / 1 / 1~108(108p)

이란·이라크 전쟁 관련 1986∼87년 중 수립된 교민 및 재외공관원의 안전대책 내용임.
1. 근로자 및 교민 긴급철수 계획(1986.2월 주이란대사관 작성)
전황 단계별 계획

194

- 제1단계: 테헤란 및 건설현장 지역에 대한 공습 및 포격 임박
- 제2단계: 공습·포격 개시 및 이란·이라크 전쟁 격화
- 제3단계: 공습·포격으로 인한 피해 확대 및 이란·이라크전의 전면전화
근로자 및 교민 철수 세부계획

- 건설현장 근로자 철수 계획
- 교민 및 상사주재원 철수 계획
수송 수단(육로)

- 건설현장 근로자
- 교민 및 상사주재원
- 대사관 직원 및 가족

2. 이란·이라크 전쟁 동향 및 국민 안전대책(1987.1월 외무부 작성)
최근 전황

- 1987.1.9. 이란의 대규모 대이라크 공세로 남부 및 중부지역 전세 격화 및 공방전 계속
이란 측 공세 의도

- 대공세를 위한 이라크 영토 내 교두보 확보
- 1.26. 쿠웨이트 개최 예정인 이슬람회의기구 정상회의 저지 및 걸프제국의 대이라크 지원 견제
국민 안전조치

- 현재까지 피해가 없으나, 업체 각 현장별로 비상대피 계획에 의거하여 최대한의 안전조치 실시 중

3. 긴급철수 계획(1987.1월 주이라크대사관 작성)
미사일 공격 격화 시

- 제1단계 및 제2단계
현 정권 붕괴로 인한 내란 상황 도래 시

- 제1단계 및 제2단계
대사관 긴급대피 계획

- 단기적 및 장기적 대비

재외공관 설치 - Barcelona(스페인)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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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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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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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이 1987.12.22. 개설되어 김주택 총영사대리가 동 일자 부임함.
1988.3.21. 명인세 총영사 부임
1988.7.2. 공관 창설 기념 교민 행사 개최, 100여 명의 교민 참석

2.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은 스페인과의 경제·통상관계 확대 강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관련
업무 추진 및 영사업무 증대 대처 등의 목적으로 설치됨.
경제·통상관계 강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관련 업무 수행

- 88 서울올림픽 경험 및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시장 개척 및 진출 거점 확보
- 한국 선수단 참가 지원
영사업무 증대에 대처

- 관할지역 내 600여 명의 한국 교민 거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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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는 인구 5백만의 스페인 동북부 최대 도시로 스페인 상업·금융·교통의 중심지

남태평양 도서국 관할 공관 재조정

| 87-0160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9 / 3 / 1~36(36p)

1. 남태평양 도서국 마이크로네시아 제국에 대한 관할공관 지정과 관련한 관계 공관의 1985.4∼6월 중
보고 요지임.
주일본대사관

- 동 지역은 독립 후에도 외교·국방을 포함한 제반 사안과 관련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클 것이므로
주미대사관 또는 주아가나총영사관을 관할공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함.
- 일본은 주아가나 일본총영사관이 독립 후에도 계속 관할 예정임.
196

주호주대사관

- 동 지역은 독립 후에도 미국의 영향하에 상당액의 원조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미대사관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호주는 주하와이 호주총영사관이 관할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 정보 입수의 용이성 및 교통편 등을
감안한 조치임.
주피지대사관

- 태평양 소도서국 업무의 총괄적 조정, 소도서국들의 주변 대국에 대한 감정 및 도서국 간의 연대의식을
고려할 때 주피지대사관이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뉴질랜드대사관

- 교통편, 지리적 위치 및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주필리핀대사관에 의한 겸임을 고려할 수 있으나,
남태평양 소재 도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피지대사관에서 겸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뉴질랜드는 서사모아에서 겸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주필리핀대사관

- 주필리핀대사관을 겸임공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함.

2. 주아가나총영사는 1986.8.28.~30. 관할지역인 팔라우 공화국에 아래와 같이 출장함.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 대법원장 예방
대통령 주최 만찬, 국무장관 주최 오찬 참석
교민 초청 만찬, 팔라우 고위 인사 및 교민 초청 리셥션 개최

재외공관 설치 - 북예멘, 198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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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7-9 / 4 / 1~198(198p)

1987.3.24. 주북예멘대사관을 개설함.
1. 북예멘과의 외교관계 수립
1985.7.25.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합의 발표문 서명
1985.8.22.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공식 발표

2. 주북예멘 상주공관 설치 건의

동 대통령은 한국의 북예멘 상주대사관 설치가 바람직함을 언급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의
1986.7.6. 주북예멘 상주공관 설치 및 상주대사 파견 건의

3. 주북예멘 상주공관 설치 결정
외무부는 1986.7.25.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북예멘 측의 한국 상주대사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

북예멘
측은 1986.11.3. 한국 상주대사 접수에 문제가 없음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통보
외무부의 1986.11.20.자 주북예멘 상주공관 설치 건의를 대통령이 재가

4. 주북예멘대사관 개설
정부는 1987.3.12. 주북예멘대사관 개설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정부는 예멘아랍공화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예멘아랍공화국 수도 사나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함.
- 주예멘아랍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은 1987.3월 개설 예정이며, 이규일 전 주태국공사가 초대 상주대사로
임명됨.
- 이로써 한국의 재외 상주공관 수는 126개가 되며, 이 중 중동지역 상주공관 수는 18개가 됨.
주북예멘대사관이 1987.3.24. 공식 개설됨.

- 3.24. 사나 쉐라톤 호텔에 대사관 임시사무실 개설
- 4.22. 대사관 청사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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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북예멘 겸임)는 1985.11.6. 주북예멘 상주공관 설치 건의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의 1986.4.24. Saleh 북예멘 대통령에 대한 북예멘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시

주한공관 설치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 87-0162 |

생산연도

1981-1987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7-9 / 5 / 1~59(59p)

UAE(주한아랍에미리트) 상주 대사관이 아래와 같이 1987.3.9. 개설됨.
1. 주한 상주공관 설치 교섭
정부는 1980.6월 UAE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하고, 동년 12월 아부다비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함.
정부는 1981년 이후 UAE가 주한 상주공관을 설치하도록 교섭해 옴.
198

2. 주한 상주공관 설치 계획
UAE 대통령, 외상 및 관방장관은 1984.10월 주UAE대사에게 각각 주한 UAE 상주공관을 1984년
내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통보함.

UAE의
주한 상주공관 설치 계획이 인력 및 예산 사정으로 지연됨.

3. 주한 상주공관 개설
UAE 정부는 1986.1월 주한 UAE 상주공관 설치에 관한 칙령(Federal Decree)을 발표하는 한편
주중국(구 중공) 및 필리핀 UAE 공관 설치도 동시에 발표함.

UAE
정부는 1986.10월 Al-Amri 주한 상주대사 임명에 관한 칙령을 발표함.

Al-Najjar
주한 UAE 1등서기관이 상주대사관 개설 선발대로 1987.3.6. 서울에 도착함.
Al-Amri 초대 주한 UAE 상주대사가 1987.3.9. 서울에 도착하여 대사관을 개설함.

- 동 상주대사관 개설로 주한 상주대사관의 수가 52개에서 53개로 증가함.
- UAE 는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오만, 이란, 이라크에 이어 6번째로 주한 상주공관을 개설한 중동지역
국가가 됨.

주한공관 설치 -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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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은 1987.3.2. 외무부에 적절한 대사관 사무실을 구할 때까지 유엔빌리지 내
아파트를 대사관 임시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통보한 이후 5.28. 대사관 사무실을 한남동에 소재한
건물로 이전한다고 재차 통보함.
2.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 설치 경위는 아래와 같음.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1986.6월 방글라데시 방문 시, 방글라데시 측은 주한 상주공관 개설 방침을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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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함.
방글라데시 측은 1987.1월 Mahmood 내무차관을 주한대사로 임명함.
Rahim 1등서기관(대사대리)이 1987.2월 공관 창설 요원으로 부임함.

주한공관 설치 - 브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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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루나이 외교부는 1987.2.4.자 주브루나이대사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주한 브루나이대사관 설치
결정과 함께 Mustapha 외무성 동북아담당관을 대사대리로 임명하였음을 통보하고, 동 대사대리는
1987.2.11. 서울 부임함.
2. 주한 브루나이대사관 설치 경위는 아래와 같음.
브루나이 국왕의 1984.4월 방한 시 정부는 브루나이의 주한 상주공관 개설 희망을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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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협조 제공을 약속함.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1984.12월 브루나이 방문 시 브루나이 측은 인적자원 부족으로 대사 임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주한 상주공관 설치 시 동경 상주 주일본대사가 겸임할 것임을 밝힘.
브루나이 정부는 1986.4월 Anak Puteh 동경 상주 주한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함.

주한공관 설치 -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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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naviraja 스리랑카 외무성 행정차관보는 스리랑카의 주한 상주공관 개설을 위한 대사관 청사 및
대사관저 확보를 목적으로 1986.5.4.~17. 방한함. 동 차관보는 방한 후 5.29.자 외무부 의전장 앞
서한으로 방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옴.
대사관 사무실

- 방한 기간 중 스리랑카 대사관 사무실(교보빌딩 내) 임차계약서에 서명
대사관저

- 후보 건물을 답사하였으며, 추후 결정 예정

스리랑카 정부의 1984.3월 주한 상주공관 설치 결정 이후 스리랑카 측은 수차에 걸쳐 개설 의사를
표명함.

스리랑카
외교장관은 1986.2월 1986년 중 상주공관 개설 계획을 재확인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스리랑카의 주한 상주공관 개설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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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지역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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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7년 중 태평양지역 협력 추진 경과임.
1. 민주정의당은 1987.1월 Pacific Forum 주최로 1987.1.9.~12.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태평양국가
의원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향후에도 동 회의에 계속 참가, 한국 입장 설명 등 국익 도모 기회로 활용
금번 회의 시 최대 관심사였던 중국(구 중공)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활용 기회 모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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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대미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책 추진이 필요
소련의 태평양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북한이 소련의 세력을 배경으로 동 지역 진출을
시도할 것에 대비한 대응책 강구 필요

2. 외무부 태평양특별반은 1987.2월 주미국, 주일본, 주호주 등 주요 공관장에게 태평양협력 관련 아래
사항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주재국의 1987년도 태평양협력체 구상 실천 전망 및 방안, 추진 사업, 지역협력협의기구 회의
참가계획, 주재국 개최 주요 학술회의

태평양협력
전담부서 명칭, 임무와 주요 담당관, 동 협력문제 연구기관명 및 연구 분야 등

3. 외무부 태평양특별반장은 1987.4.8. 미주국장에게 주미대사의 국제 문제 심포지엄 참석과 관련한
태평양협력문제 개요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협력 추진 배경

- 태평양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력, 역내 국가 간 상호 의존도 심화, 지역협력 필요성에
대한 역내 각국의 인식 제고
협력 현황

- 인적자원 개발사업, 정부 간 협력체 구성,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및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등 민
간협력체 구성
한국의 추진 방향

-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의 실질 쌍무협력관계 강화, 미·일 등 전통우방과의 긴밀한 협조, 남태평양
도서국가와의 유대 강화, PECC·PBEC 등 역내 민간협력기구 활동지원 등

전망

- 세계경제 환경 악화에 공동대처 및 협력방안 모색 등 협력 필요성 증가
- 미·일 등 선진국은 ASEAN 중심의 협력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태평양협력 문제를
꾸준히 추진
- ASEAN은 내부 이견 및 회원국 국내 사정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HRD) 등 태평양협력사업의 공동
추진에 신중한 태도 견지
- PECC·PBEC 등 민간협력을 통한 역내 협력 논의와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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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함.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 증진: 통상, 경제, 기술협력 등 실질협력 확대를 통해 ASEAN이
한국과의 협력 증진 및 대화 개설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 정부 주요 인사 상호 교류 적극 추진

미국,
일본 등 역내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정책협의회 등 주요 협의체 활용, 유관 연구소 간 인적
교류 및 세미나 개최 등 적극 추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증진
기존 역내 협력협의기구 적극 활용: PECC, PBEC, PAFTAD(태평양무역개발회의), PSA(태평양
과학협회) 등 활동에 적극 참여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실질협력 및 유대 강화: 초청·방문외교 강화, 지역협력체에 대한 참여확대
추진, 경제협력 강화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지원, 참여 및 조사 연구

5.	외무부 태평양특별반은 1987.7.25. 태평양협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관한 아래 요지의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대외 면담 시 활용하도록 함.
대통령은 1982.7.31. 기자회견에서 태평양지역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
평등, 상호존중 및 호혜성의 원칙하에 역내 모든 국가들이 비정치적 성격의 포럼 개최를 통해
정상 간 상호 관심사 및 협력 방안 협의
정상회의 개최를 중장기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4.	외무부 아주국은 1987.7월‘태평양협력 관련 최근 주요 동향 및 한국의 전략’제하 아래 내용의 보고서를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3차.
Manila, 1987.12.14.-1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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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이 1987.12.14.~15. 마닐라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합의 및 결정 사항

- 마닐라 선언(전문 9개 항, 선언 22개 항) 채택
- 4개 경제협력 협정(ASEAN Industrial Joint Venture Agreement, ASEAN Preferential Tariff Agreement
Protocol, Agreement 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tra-ASEAN Investment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Standstill and Rollback of Non-Tariff Trade Barriers within the ASEAN)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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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선언 요지

- 정치협력: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인도차이나 난민문제 해결 방안 모색, 동남아비핵지대
설정의 조기 실현을 위한 노력 경주, 태평양권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협력 증진
- 경제협력: PTA(특혜무역협정) 개선 등 역내 통상 증진, 1988년까지 ASEAN 재보험공사 설립 등 재정·금
융 분야 협력, 1992년을 아세안 방문의 해로 선언 관광증대, 에너지 기술이전, 인력훈련, 자원보존 및
개발에서의 협력증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미, 일, EC(구주공동체), 호주 등과의 시장개방 협의, 무역 및
관광 진흥,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등 강화
- ASEAN의 협의체 기능 강화: 회원국의 문화, 생활풍습에 대한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한 노력 경주, 보건,
마약 남용 방지 및 불법 마약 거래 근절, 사회·문화·과학 및 기술 분야 협력 강화
주요 정치 문제에 관한 각국 입장

- 동남아 비핵지대 설정: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는 긍정적이나, 미군 기지의 필리핀 주둔을 사실상
지지하는 싱가포르 및 태국은 회의적으로 필리핀은 헌법에 중립 및 영토 내 핵무기 보유 금지를 규정
하면서 현실적으로 미군 기지를 인정하고 있는 모순에 처함에 따라 분명한 입장 표명 유보
- 캄보디아 문제: 전 회원국이 캄보디아 내 베트남군의 철수 지지
평가

- 10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 자체의 정치적 의미에 의의
-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방안 제시, 정치적으로는 각국의 이해 상충으로 구체적 성과 도출에
미진
- 아키노 정부의 안정적인 대외 이미지 부각 및 국내적으로 대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

2. 주싱가포르대사는 1987.12.17. Peter Chan 주재국 외무차관이 한국 등 현지 주재 ASEAN 대화 상대국
(미, 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EC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여 동 마닐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음을 보고함.
공동언론성명에 언급된 대화 상대국 확대 조항은 구체적으로 한국과 남태평양 도서제국을 특히
염두에 둔 것으로서 소위 Sectoral Approach를 추진한다는 것임.

회담에서
동 조항에 관해 논의된 바 없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준비회의에서 채택된 문안이 반영된
것임.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3차.
Manila, 1987.12.14.-15.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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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에서 1987.12.14.~15. 개최된 제3차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관련 문서(영문)
목록임.
1. 대언론 공동성명(Joint Press Statement)
2. 마닐라 선언(Manila Declaration of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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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관세장벽의 동결 및 철폐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Standstill and
Rollback of Non-Tariff Barriers among ASEAN Countries)
5. ASEAN 특혜무역협정하의 관세특혜 확대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Improvements on Extension of
Tariff Preferences under the ASEA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6. ASEAN 산업합작회사에 관한 개정 기본협정(Revised Basic Agreement on ASEAN Industrial Joint
Ventures)
7. 동 정상회담 시 회원국 정상들의 연설문
Soehar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개막사 및 폐막사
Sultan Haji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의 개막사
Mahathir 말레이시아 수상의 개막사 및 폐막사
Takeshita 일본 수상과의 12.15. 회담 시 회원국 정상들을 대표한 Mahathir 말레이시아 수상의
모두 발언 및 일본 수상의 모두 발언

8. 일본·ASEAN 간 포괄적 교류계획(Japan-ASEAN Comprehensive Exchange Program)
9. 일본 외무성 작성 일본·ASEAN 수뇌회담 개요(일본어)
10. 동 정상회담 조직위원회(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작성 ASEAN 개요 등 설명자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Agree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SAARC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
제3차, Kathmandu(네팔), 198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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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SAARC(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 정상회의가 1987.11.2.~4.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테러 방지, 비상식량 비축, 지역협력 분야 확대, SAARC 협력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협력
가능성, SAARC 사무국 기금 조성 등 협의 목적으로 개최
SAARC 7개 회원국 국가원수(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부탄) 및 수상(인도, 파키스탄)이
206

참석함.

2. 회의 결과
공동 선언문 채택

- SAARC 헌장, 유엔 헌장 및 비동맹 원칙 재확인
- 강대국 간 대립에 의한 국제정치 환경 악화에 우려 표명
- 세계 경제 현황 및 남아시아 경제 현실에 우려 표명
- 회원국 외무장관 간에 서명된 테러 방지에 관한 지역 협정 서명
- 비상식량 비축 협정 서명
- 남아시아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 필요성 강조
- SAARC 방송 프로 교환 시행
- SAARC 사무국 개설
주요 제기 사항 및 결정 내용

- 신규 회원 가입(버마, 아프가니스탄)·옵서버 자격 부여 문제·ASEAN 등 여타 지역협력기구와의 관계
수립 문제 등은 1987.12월 개최 예정인 뉴델리 상설위에서 검토하도록 위임
- 제4차 정상회의 개최지를 스리랑카로 결정

3. 평가
회원국 간의 분규와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테러 방지, 식량 비축, 자연환경 분야에 있어서 협정
서명 및 협의가 이루어짐.
남아시아 지역 정상 간의 양자 문제 협의를 위한 비공식 접촉 기회를 제공함.

4. 외무부는 동 정상회의 주최국인 네팔 국왕 및 외무장관에게 대통령과 외무부장관 명의로 각각 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함.

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 제18차. Apia
(서사모아) 1987.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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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차 SPF(남태평양협의회: South Pacific Forum) 정상회담이 1987.5.29.~30. 서사모아 수도 Apia에서
개최됨.
서사모아 독립 25주년 경축행사(6.1.)에 참석하기 위해 Apia에 출장 중이던 주뉴질랜드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동 회담을 참관함.

한국에서
무상원조한 차량 10대가 동 정상회담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됨.

2. 동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군사 쿠데타를 포함한 최근 사태에 깊은 우려 표명
- 사태 해결을 위한 동 Forum의 협조 의사 표명
뉴칼레도니아 독립 문제

- 프랑스의 국민투표 방안 반대
- 현상 타개 협의를 위해 뉴칼레도니아와 프랑스의 대표단 파견 제안
- 유엔 주관하의 국민투표 실시 제의
리비아의 남태평양 진출 문제

- 호주를 비롯한 대다수 회원국은 리비아의 남태평양 진출에 우려 표명
- 국제 테러 대응책 마련에 합의
기타

- 중국과 소련의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 의정서 서명에 대한 사의 표명
- 미국의 남태평양 지역 불법 어로행위 비난

3. 동 회담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측은 피지 군사쿠데타에 대하여 Forum 전체로서 압력을 가할 것을 시도
하였으나, PNG·바누아투·솔로몬아일랜드 등 멜라네시아 국가들이 반대하였으며, 당초 비공식
적으로만 논의하도록 되어 있던 피지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어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은 피지
문제에 대한 호주·뉴질랜드 측 주장과 뉴칼레도니아 문제에 대한 PNG·바누아투·솔로몬아일랜드
등의 주장 간의 타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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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문제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20차.
Singapore, 1987.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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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동남아과가 1987.6.18. 작성한 1987.6.15.~16. 싱가포르 개최 제20차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담 결과 보고서 요지임.
주요 협의 사항(공동성명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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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아세안 정상회담 주요 의제: 아세안 역내 협력 증진, 제3국과의 협력 증진, 후세들의 아세안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캄보디아 사태: 베트남의 캄보디아 무력 점령 강력 비난, 시아누크 대통령 영도하의 연정에 대한 지지
재확인
- 인도차이나 난민: 동 난민의 지속적 유출에 대한 베트남의 책임 지적
- 동남아 평화·자유 및 중립지대: 동 지대 실현 노력 재확인, 캄보디아 사태가 동 구상 실현의 장애임을 인정
- 아세안 협력: 아세안 공업합작투자 등 아세안 주요 사업 성과 검토
- 대화상대국과의 협력: 아세안의 경제개발을 위한 일본의 역할 증대 촉구,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주의
저지 촉구
평가

- 동 외상회담은 1987.12월 개최 예정인 마닐라 정상회담의 준비 회의로 종전과 같이 연설 및 연회 위주의
회의였으며, 베트남에 대한 압력 강화의 수단으로 난민 문제를 크게 부각
- 회원국 간 이해 불일치(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적극적, 여타 회원국: 소극적 내지 유보적)로 인해
동남아비핵지대 구상의 한계 노정

2. 외무부 동남아과가 1987.6.22. 작성한 1987.6.18.~20. 싱가포르 개최 ASEAN 확대 외무장관회의 결과
보고서 요지임.
아세안·대화상대국 간의 공동회의(6+6) 시 미국 및 일본의 발언 요지

- 미국: 캄보디아 문제 관련, 베트남의 침략에 대한 비공산제국의 저항 지지 및 베트남의 고립화정책 계속
추구 표명
- 일본: 한반도 문제 관련,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 및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본과 아세안 간의 협력 필요성 설명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간의 개별회의(6+1) 협의 중 일본과의 협의 요지

- 아세안 특별기금(Special ASEAN Fund) 설립 관련, 양측은 세부 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
- 양측은 일본·아세안 간 연구조사 분야의 교류 및 협력 도모를 위해 JIIA(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일부로
일본·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를 개설하기로 합의
평가

- 아세안·대화상대국 간 공동회의 시 전반적인 캄보디아 사태에 관한 아세안 입장 지지 등 동 사태에
관한 각국의 입장 재확인, 동남아비핵지대 등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 노정
- 아세안·대화상대국 간 개별회의 시 일본의 아세안 특별기금 창설 제안이 1987.12월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채택됨으로써 일본의 아세안 중시 정책 구체화

ASEAN(동남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제19차.
Singapore, 1987.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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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싱가포르대사관은 주재국에서 1987.7.9.~11. 개최된 제19차 ASEAN(동남아국가연합) 연례
경제장관회의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이광요 수상은 개막사를 통해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선진공업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인해 ASEAN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함.
ASEAN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선진공업국의 보호주의 완화를 유도하는

피해를 줄 것임.

ASEAN은
각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구조와 발전단계 및 개발철학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공통 분야를 꾸준히 모색해 왔으며, 향후 보다 많은 협력 분야 개발이 필요함.

ASEAN에
대한 일본 민간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일본의 제의는
시의적절하며, ASEAN과 미국은 최근 무역자유화를 위한 ASEAN-US Initiative 체결 교섭에
착수하기로 합의함.
마닐라 ASEAN 정상회담은 ASEAN 역사상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며, 동 정상회담에서 역내
경제협력의 다음 단계 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동 경제장관회의 의장을 수임한 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상공장관은 개막사에서 아래 요지로 언급함.
일본의 특별기금 제의는 시의적절하며, ASEAN 회원국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외국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은 경제구조의 개편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금번 회의에서 대화상대국과의 협력 실적을 검토하는 한편, 미국 통상부 대표와 ASEAN·미국 간의
주요 의제에 관해 협의를 가질 것이며, 특히 미국과의 회담에서는 ASEAN이 자유세계에서 성공적인
지역협력의 긍정적 표본이며, 미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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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규제와 통제의 완화를 통해 선진공업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함.

미국의
보호주의 법안은 일본과 EC(구주공동체)를 겨냥한 것이지만 ASEAN 등 개도국에게도

한·아세안 Forum, 제1차. Singapore,
1987.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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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싱가포르대사관은 1987.10.23. 제1차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의회 개최 계획에 관해 아래
요지로 보고함.
동 협의회(South Korea-ASEAN Forum)가 10.25.~28. 주재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한국 9명,
싱가포르 17명, 말레이시아 2명 및 태국 2명 등 총 35명이 참석 예정임.
 협의회는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서울대 이홍구 교수 및 고려대 한승주 교수
동
등과의 협의하에 캐나다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연구센터의 재정 지원에 따라 개최되며, 각
210

회원국의 대학교수, 국제문제연구소 요원 및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외무성 직원이 참가함.
동 협의회 개최는 한국이 ASEAN과 민간 차원에서 대화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부 수준의 대화 관계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주싱가포르대사는 1987.10.26. 주재국 Peter Chan 사무차관 등 외무성 간부, 인도네시아대사 등 외교단
인사 및 동 협의회 참석자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주최하고, 아래 요지의 연설을 행함.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경제 국가로 부상하였고, 전체 태평양지역에서 5위의
경제규모로 발전함.
특히 한국은 ASEAN의 5개 태평양지역 대화상대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보다 큰 규모의
교역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향후 교역이 가속화할 것임.
한국은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증대에 힘입어 대ASEAN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1987년 설립된
대외협력기금을 통해 남남협력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협력을 증진할 것임.
ASEAN이 경제 및 통상 면의 실질적 협력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ASEAN 경제협력 시대의
파트너가 되고자 함.

ASEAN 정부 인사 방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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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6.6.12. 말레이시아대사관 등 ASEAN(동남아국가연합) 주재 재외공관에 태평양협력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ASEAN 제국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 강화를 위해 회원국 정부 인사를 아래와 같이
방한 초청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초청 대상자를 인선하여 희망 방한 시기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시기: 1986년 하반기
대상

- 회원국 외무성 또는 경제부처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국장급 이상 관리 각국 1인(필요시 유력 언론
인도 가능)
- 양국 간 및 ASEAN과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비공식 협의
경비

- 왕복 여비 및 체재비 한국 측 부담

2. 상기 방한 초청 사업과 관련한 말레이시아 정부 인사 방한 초청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6.7.8. 외무성 Abdullah Zawawi 아세안담당 국장 방한 초청을 건의하는
한편 11.15. 동 국장을 면담하여 방한 가능 시기를 타진함. 이에 동 국장은 외상에게 승인 여부를
문의하여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언급함.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7.1.13. Razali 정무차관보 예방 시 동 차관보는 작년 하반기 Zawawi
국장이 방한 초청된 기회에 함께 방한할 계획이었음을 언급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동 국장과
함께 방한하여 정치 관계, ASEAN 문제 등을 논의하기를 희망함을 보고하고, 양인이 공히 방한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1987.1.27. 동 건의대로 추진할 것을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지시하고, 3.30. 박수길
제1차관보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송부함.
외무부는 1987.5.4. Razali 차관보 및 Zawawi 국장의 5.12.∼16. 아래 잠정 방한 일정을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통보함.

- 서울 도착(5.12.)
- 외무부장관, 차관, 제1차관보 및 아주국장 면담, 삼성전자, 럭키금성 연구단지 시찰(5.13.)
- 올림픽공원, 한강개발사업 현장, 판문점 시찰, 제1차관보 주최 만찬(5.14.)
- 개인 일정(5.15.)
- 국립박물관 및 경복궁 관람, 이한(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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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9차. 서울, 1987.6.26.

| 87-017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17-9 / 18 / 1~154(154p)

1. 제19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가 1987.6.26. 서울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에는 회원국 정부 대표 및 사무국 직원이 참석함.
한국: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의장인 외무장관 대리로 회의 주재), 백기문 외무부 문화과장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대만(구 자유중국): 주한 대만대사관 공사
사무국: 사무국장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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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87/88 회계연도 사무국 예산 승인

- 행정비 225,000달러, 운영비 280,111달러
주요 사업 활동 승인

- 86/87년도 기집행 사업: 장학생 교환(사회문화 전문가 5명), 제15차 아·태 영화제(87.4.14.~18., 서울,
대구, 부산), 제2차 아·태 심포지엄(87.5.23.~26., 일본 천리)
- 87/88년도 사업계획: 장학생 교환(사회문화 전문가 6명), 제5차 청소년 범죄에 관한 아·태 지역회의
(87.12월, 타이베이), 제16차 아·태 영화제(88.4월, 서울, 대구, 부산)

OAS(미주기구) 총회, 제17차. Washington, D.C.,
1987.11.9.-14.

| 87-017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9 / 19 / 1~184(184p)

제17차 OAS(미주기구) 총회가 1987.11.9.~14. 워싱턴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역내 31개 회원국, 20개 상임 옵서버국(한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19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함.
한국에서는 김경원 주미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함.

중미평화(니카라과) 문제

- 미국은 니카라과 반군에 대한 지원을 1988년까지 보류한다고 발표
- 니카라과 대통령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요청
- 미국은 과테말라 협정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
Malvinas(Falkland) 문제

- 전년도 이어 Malvinas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카리브 영연방 제국은 영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동 결의안에 기권
인권 문제

- 미국은 파라과이, 칠레 등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비난하고,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을 촉구
OAS 재정문제

- 동 기구 예산의 66%를 부담하고 있는 미국의 분담금 5천만 달러 체납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
- 미국의 조속한 분담금 납부 촉구

3. 정부대표단의 주요 활동
코스타리카 외무장관(총회 의장) 주최 리셉션 참석
OAS 사무총장 및 각국 대표 초청 만찬 개최
한국의 대OAS 사업 홍보
OAS 사무국 옵서버 담당 고문 초청 오찬 개최

4. 정부대표단 건의 사항(동 총회 참석 결과 보고서)
OAS 사무총장 방한 초청 추진
향후 OAS 유관 각종 회의에의 적극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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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협의 내용

OIC(이슬람회의기구)회의

| 87-017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7-10 / 1 / 1~183(183p)

제5차 OIC(이슬람회의기구) 정상회의가 이슬람권 26개국 국가원수를 포함한 44개 OIC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986.1.26.~29. 쿠웨이트에서 개최됨.
1. 회의 참석자
OIC 회원국 46개국 중 44개국 대표 참석(이란, 아프가니스탄 대표 불참)

- 국가원수(26개국), 수상(5개국), 부통령(3개국), 외상(8개국), 기타(2개국)
214

OIC 사무총장, U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및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 필리핀 Moro 회교
운동 대표 등 옵서버 대표단

2. 회의 의제
OIC 회원국 외상들은 1987.1.22.~25. 쿠웨이트에서 준비회의(제15차 외상회의)를 갖고 정상회의
상정 의제 및 최종 결의안 초안을 검토함.
OI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의제는 아래와 같음.

- 정치관계: 이란·이라크 전쟁, 팔레스타인 및 중동 평화 문제, 레바논 사태 등
- 경제관계: 회원국 간 경제, 통상, 과학기술 협력 증진 등
- 문화·사회관계: 이슬람 연대기금 활동, 마약 방지 협력 등

3. 회의 주요 결의 사항(1.29. 공동성명 발표)
이란·이라크 전쟁: 즉각적인 종결 필요성 재확인 및 이를 위한 전 회원국들의 노력 촉구
중동 평화 문제: 팔레스타인 및 아랍 영토로부터의 이스라엘 철수 촉구 및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지지
대이스라엘 관계: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인 미국의 대이스라엘 지원 정책 비난 및 OIC 회원국들의
대이스라엘 관계 단절 원칙 준수 촉구
국제 테러리즘: 국제 테러 행위 비난 및 유엔의 국제테러리즘 정의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지지
아프가니스탄 사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촉구 및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적 해결 노력 환영
리비아·차드 분쟁: 외부 세력의 압력과 개입이 없는 평화적 해결 호소
국제회교재판소 설립: 쿠웨이트가 작성한 동 재판소 정관 승인
차기 정상회의 개최: 제6차 이슬람 정상회의를 1990년 세네갈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아랍연맹 회의

| 87-017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7-10 / 2 / 1~97(97p)

아랍연맹 관련 회의의 1987년 중 개최 현황임.
1. 아랍연맹 긴급 외상회의가 1987.8.23.~25. 튀니지에서 개최됨.
회의 참가국

- 21개 아랍연맹 회원국
회의 결의안 요지

2. 아랍연맹 특별 정상회의가 1987.11.8.~11. 요르단에서 개최됨.
회의 참가국

- 21개 아랍연맹 회원국
회의 의제

- 이란·이라크전쟁 종식 방안
- 아랍·이스라엘 대결 관계
- 레바논 내전
- 이집트의 아랍연맹 복귀 문제
회의 결과(공동성명 요지)

- 이란의 이라크 영토 일부 점령 및 유엔의‘이란·이라크전쟁 종전결의안’수락 거부를 비난하고,
이란 측에 동 결의안의 수락을 촉구함.
- 아랍연맹 회원국들의 이집트와의 외교관계 재개 문제는 각 회원국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임.
- 유엔 주관하에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를 포함한 모든 관계당사자가 참여하는‘중동 평화회의’
의
개최를 지지함.
- 레바논 통일에 있어서 아랍의 주체성을 재확인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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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종전결의안 수락 촉구
- 이란의 종전결의안 수락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조치 강구 촉구
- 이란·이라크전쟁을 걸프 연안국(특히 쿠웨이트)으로 확대하려는 이란의 위협에 대한 경고
- 이란의 아랍국가 내정간섭과 치안교란 행위 규탄 및 엄중 경고
- 이라크의 주권수호 및 영토보전을 위한 제반 조치 지지
-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위협 규탄
- 쿠웨이트의 자국 선적 타국 이전 결정 지지

아프리카지역 협력기구 및 공동체 회의

| 87-0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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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7-10 / 3 / 1~164(164p)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1984~87년 중 지역협력체 회의 개최 동향임.
1. 1984년
서부 아프리카 4개국(나이지리아, 가나, 베냉, 토고) 정상회담이 1984.12.10.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되어
범죄인 인도조약 및 범죄 수사 협력협정 등을 채택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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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5년
4.29.~30.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개최된 Niger Basin Authority Lake Chad Basin Commission
정상회의(8개국 국가원수 참석)에서 니제르강 및 지류의 효율적 이용 문제를 협의함.
7.5~6. 토코에서 개최된 CEDEAO(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왕래 방안 등을 협의함.
9.10. 코트디부아르에서 개최된 Conseil de L’
Entente(통합회의기구) 임시정상회담은 5개국(니제르,
베넹,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토고) 국가원수 참석하에 수자원 개발, 식량 자급자족 방안 등 농촌
개발 문제를 협의함.

3. 1986년
1.6.~11. 모리셔스에서 개최된 COI(인도양지역회의)에서 역내 국가 간 항공, 해운, 어업 등 협력
문제를 협의함.
1.15.~16. 지부티에서 개최된 제1차 IGADD(한발 및 개발 정부간기구) 정상회담이 에티오피아 등
6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동 기구 정식 발족에 합의함.
6.30.~7.1.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개최된 ECOWAS(서부아경제공동체)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국민들의 역내 자유 거주 및 취업 등을 협의함.
8.7. 카메룬에서 제2차 CEEAC(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각료회의가 개최됨.

4. 1987년
4.20.~21. 모리타니에서 개최된 제12차 CEAO(서부아프리카공동체) 정상회담에서 신국제 교역질서
대처 문제, 농촌개발 문제 등을 협의함.

7.7.~9.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된 제10차 ECOWAS 정상회담에서 지역 경제 부흥과 사회 환경 개선
문제, 역내 무역 촉진 문제 등을 협의함.

8.27.~28.
가봉에서 개최된 제3차 CEEAC 정상회담에서 역내 국가 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
이동 실현을 위한 조치, 농업 및 공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함.

| 87-0180 |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제23차.
Addis Ababa(이디오피아), 1987.7.27.-2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10 / 4 / 1~119(119p)

에티오피아에서 1987.7.27.~29. 개최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제23차 정상회담 및 11.30.~12.1.
개최된 특별정상회담 결과임(아프리카 지역 주재 공관 보고 종합).
1. 준비회의
제45차 및 제46차 각료회의

소정상회의

- OAU 조정위원회 회원국 중 9개국이 참가하는 소정상회의가 3.11.~12. 카이로에서 개최됨.
- 외채 등 아프리카 경제위기, 남아공 및 나미비아 문제, 차드 사태 및 정상회담 이후의 OAU 활동사항
등을 협의함.

2. 제23차 정상회담
18명의 국가원수가 참석하였으며, Kaunda 잠비아 대통령이 의장으로 선출됨.
개막식에서 사무총장 및 모잠비크 국가원수 등이 기조연설을 통해 입장을 밝힘.
의제별 토의, 선언문 및 결의안 채택

- 차드·리비아 분쟁, 남아공 문제, 서부사하라 문제,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남아공 축출 문제,
경제 문제 등을 토의함.
- 남아공 규탄 결의, 차드 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원수급 분쟁위원회 결의, 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창설
제안을 채택함.

3. 특별정상회담
약 2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외 외채 문제 해결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의함.
외채의 10년간 상환 유예, 재조정, 양호한 조건의 대아프리카 원조 확대, 1988년 중 아프리카 대외
부채 해결을 위한 채무국과 채권국들의 국제회의 소집 결의안을 채택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재무장관 회의가 별도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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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차 회의(2.23.~28.)에서 정상회담 일정, 재정 문제 등 행정 사항과 남부아프리카 문제, 리비아의
차드 침공 및 점령 문제, 미국·프랑스의 차드 무력공격 문제 등을 협의함.
- 제46차 회의(7.20.~25.)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 남아공 및 나미비아 사태 등을
토의하고, 선언문 및 28개 결의안을 채택함.

| 87-0181 |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제23차.
Addis Ababa(이디오피아), 1987.7.27.-29.
전2권 V.2 자료 (결의문 및 선언문)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10 / 5 / 1~309(309p)

에티오피아에서 1987.7.27.~29. 개최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제23차 정상회담 및 11.30.~12.1.
개최된 특별정상회담 관련 자료 현황임.
1.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제45차 및 제46차 각료회의
1987/88 예산안, 전체회의 결과 보고서, 결의안 및 성명서, 사무총장 보고서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 보고서, 전원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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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차 정상회담
임시의제, 사무총장 기조연설문, 선언문 및 결의안 초안, 차드-리비아 사태 특별위원회 보고서
국가원수 연설문

3. 특별정상회담
재무장관회의 토의 자료(African common position on Africa’
s External Debt Crisis)
특별정상회담 결의문 및 선언문

한국 해군함정 일본어선에 대한 발포사건

| 87-018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10 / 7 / 1~60(60p)

1. 일본 언론은 1987.4.8. 한국 해군 함정이 대한해협에서 사격 훈련 중 일본 어선에 발포하였음을 보도함.
사건 경위

- 해군 구축함이 4.8. 대한해협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 훈련 관례에 따라 가상 표적에 사격 훈련을 실시함.
- 당시 일본 어선은 사격 방향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일본 어선이 표적은 아니었음.
조치 사항

- 국방부는 4.9. 주한 일본대사관 해군 무관에게 상기 내용을 설명함.
-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에 상기 내용을 통보하고, 일본 측에 적절히 설명하도록 지시함.
-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4.10. 한국 측이 설명한 일본 어선 위치 및 발포 시간, 발포 방향, 해군 함정과 일본
어선 간의 거리 등이 일본 해상 보안청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상이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

2.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1987.4.15. 주일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4.13. 서해 공해상에서 일본 어선
4척이 2차에 걸쳐 한국 함정으로 보이는 고속정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한국 측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청함.
사건 경위

- 해군 경비함이 4.13. 백령도 서방 군사특정지역에서 조업 중인 일본 어선 4척을 발견하고 일본 어선에
일몰 전까지 안전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소병기 5발을 경고 목적으로 발사함.
조치 사항

- 외무부는 4.16. 주일대사관에 해군 당국이 확인한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일본 측에 적절히 설명하도록
지시함.

3.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7.4.17.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에게 상기 2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외무부가 해군 측에 재차 확인한 바에 의하면 4.8. 포격은 일본 어선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포격 방향이 일본 어선과 반대 방향이었음.
4.13. 사건에 관하여는 일본 어선이 퇴거를 하지 않음에 따라 해상 분계선 가까운 해역에서의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일본 측의 이해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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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의 이의 제기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 87-018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10 / 8 / 1~61(61p)

1.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1987.8월 외무부장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8.6. 제20회 한국 원폭 희생자 추도
식장에서 결의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대한 요망서를 송부하고, 요망 사항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1987.9월 아래와 같이 회신함.
일본 정부에 대한 요망 사항을 대일본 교섭에 참고할 예정임.
요망 사항 중 보건사회부 소관 사항은 보건사회부에서 직접 회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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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사회부는 1987.12월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일본 정부에 23억 달러의
보상을 촉구하고, 보건사회부로 하여금 동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을 통보하는 한편 외무부의 검토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12.10. 아래 내용으로 회신함.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피해 보상 요구에 관하여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대일청구권
또는 보상 문제가 외교적으로 일단락되었음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이를 다시 제기할
수는 없음.

다만
원폭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정부로서 마땅히 수임해야 할 책임 등을 감안하여
금후 원폭 피해자들의 애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대책 중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미국 New York Times태극기 삽화관련 사건

| 87-018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10 / 15 / 1~79(79p)

1. NYT(The New York Times)는 1986.4.2. Robert White 전 주엘살바도르 미국대사의‘Enough Timidity
Toward Seoul’제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동 기사와 함께 수록된 삽화에서 태극기를 훼손함.
외무부는 4.3. NYT의 태극기 훼손에 대한 정부의 유감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함.
주뉴욕총영사는 4.3.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태극기 훼손에 대한 항의 서한을 NYT 측에 발송함.

- 강익조 뉴욕한인회장도 NYT 측에 항의서한을 발송함.
Gruson NYT 부회장은 4.15. 주뉴욕총영사의 항의에 대해 사과 서한을 보내옴.

게재하면서 동 기사와 함께 수록된 삽화에서 태극기를 재차 훼손함.
주뉴욕총영사관은 2.23. NYT의 Semple 편집인에게 전화 항의하고, 1986.4월 이후 10개월 만에
태극기 훼손이 재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함.

외무부는
2.24. NYT의 태극기 훼손에 대한 정부의 유감을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전달함.

주미대사는
2.24. NYT의 Gelb 논설주간을 접촉하여 동 NYT 기사가 한국의 현실과 한국 정부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 발전 노력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태극기의 존엄성을 해치는
악의적인 삽화를 게재한 데 대해 항의함.

주뉴욕문화원장은
3.3. NYT의 Semple 편집인을 면담하여 항의한 바, 동 편집인은 향후 NYT가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태극기 삽화를 게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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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YT는 1987.2.23. Edward Poitras(한국명: 박대인)의‘In South Korea, A Smoking Volcano’제하 기고문을

주한 미국 부산 문화원 점거사건 및 피해 보상
문제

| 87-018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11 / 1 / 1~59(59p)

1. 주한 미대사관은 1986.6.11.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1986.5.21. 발생한 부산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변상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주요 기물 파손 내용

- 카펫, 문, 커튼 및 소파
변상 청구액

- $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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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 북미과장은 1987.1.20. Miller 주한 미대사관 1등서기관을 초치하여 미국 측의 변상 요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
정부 입장 설명 요지

- 먼저 동 사건이 발생하여 공관의 재산에 피해를 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미국 측의 배상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의무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한국 측이 국제법상의 공관 보호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 금번 사건에 대해 한국 측이 문서로 회답할 경우 국제관례상 전례를 남기게 되며, 가해자에 대한 구상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 입장을 구두로 미국 측에 통보하는 바, 이로써
본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함.
- 과거 유사 사건의 경우 한국 측이 즉각 원상 회복 조치를 한 경우도 많았으므로 미국 측이 변상 요구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정부 입장 설명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

- 1.20. Miller 서기관은 미국 측 입장을 검토하여 이견이 있으면 다시 알려 주겠다고 언급함.
- 1.21. Miller 서기관은 동 건을 상부에 보고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고 중간 통보해 옴.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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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구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7-11 / 5 / 1~95(95p)

1. 소련은 1983년 KAL기 격추 사건 이후 KAL기의 첩보 행위설을 계속 주장하여 세계 여론을 오도하고,
책임 전가를 시도하여 왔는 바, 정부는 1986.2.25. 소련 주장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주유엔대사 명의
반박성명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안보리 문서로 배포하여 줄 것을 요청함.
안보리 의장(덴마크대사)은 여사한 서한 배포가 확립된 관행임을 들어 1986.3.5.자로 동 한국 측
서한을 배포함.

주유엔
소련상주대표대리는 안보리 의장의 한국대사 서한 배포 조치를 비난하는 3.14.자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바, 동 소련 측 서한이 3.17.자로 배포됨.

4.2.자 안보리 문서로 배포함.
한국 측 서한을 안보리 공식문서로 배포한 것은 안보리 관행에 따른 것임.
유엔 비회원국 정부가 안보리 소관 사항에 관하여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제출하고, 이를 배포
하도록 요청할 경우 의장은 이를 공식문서로 배포하는 것이 관행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안보리 의장(덴마크대사)은 상기 소련 측의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에 대한 아래 요지의 응답 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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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an, Ronald 미국 대통령 연설문 및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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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1986~87년 중 각종 기자회견 및 연설 내용임.
1. 기자회견(1986.2.11.)
예산안 관련 성명 발표

- 균형예산법에 의한 행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기 송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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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예산법, 사회복지, 민권(民權) 문제 및 부시 부통령 관련 문제 등 국내 정책
- 필리핀 총선, 필리핀 내 미군 기지, 1986년도 미·소 정상회담, 소련의 반체제 인사 등 대외정책

2. 기자회견(1986.6.11.)
예산안 관련 국방비 삭감 움직임에 대한 우려 및 증세 반대 입장 표명
세제 개혁안 및 니카라과 반군 지원 법안에 대한 의회의 협조 촉구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우주왕복선 계획, 중남미 문제, 멕시코 등 개도국 외채 문제 등에 관한
질의응답

3. 시국 특별담화(1987.7.4.)
7·4 독립기념일의 의의 언급, 대법원판사 추천 및 경제개혁 기본정책법안 설명
동 연설에서 한국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미대사는 7.4. 미 국무부 담당관의 아래
언급 내용을 보고

- 국무부는 한국 정치 발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건의
- 독립기념일 연설의 성격상 현 시점의 국내 주요 사안만 언급한 것으로 짐작

4. 제42차 유엔 총회 연설(1987.9.21.)
한국 관련 사항

- 필리핀에서 1986년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밝히는 기적을 이룩한 바, 한국에서도 여사한
정치 변화가 진행 중
- 신생 민주주의가 갈등과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미국도 다른 민주국가와 마찬가지로
여사한 과정을 경험
-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지난 20년간 ASEAN(동남아국가연합), 일본,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등 태평양
연안 신흥 공업국들의 기적 창출에 기여
기타 미·소 관계, 페르시아만 사태, 아프가니스탄 사태, 니카라과 문제, 유엔의 역할 등 국제 문제
언급

한·카나다 외무장관회담 (New York)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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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9월 외무부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 기회에 뉴욕에서 한·캐나다 외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외무부장관의 뉴욕 체류 일정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됨으로써 양국 외상회담
개최가 무산됨.
2. 외무부는 1986.9월 외무부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 기회에 뉴욕에서 한·캐나다 외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주유엔 캐나다대표부는 1986.9.17. Clark 외상의 뉴욕 방문 일정이 너무 짧아

3. 외무부는 1987.9월 외무부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 기회에 뉴욕에서 한·캐나다 외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함.
주캐나다대사는 9.1. Montgomery 외무성 아·태총국장을 면담하고 유엔 총회 기간 중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Montgomery 총국장은 Clark 외상에게 이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언급함.
Robertson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9.17. 주캐나다대사에게 Clark 외상이 9.23. 오후 7시 뉴욕에서
한국 외무부장관 면담을 희망함을 통보해 오는 한편, Clark 장관의 뉴욕 일정 사정상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측이 면담을 희망하여 부득이 동 시간을 제의하게 된 데 대한 한국 측의 양해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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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의 양국 외상회담 개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알려 옴.

한·이스라엘 외무장관 회담. New York, 198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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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ffe 주유엔 이스라엘대사는 1987.8.24. 주유엔대사를 방문하여 제42차 유엔 총회 계기에 한·이스라엘
양국 외무장관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한을 전달함.
2. 외무부장관은 1987.9.29. 오후 뉴욕 Helmsley Palace Hotel에서 Peres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아래와
같이 면담함.
Peres 장관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이 한국 주재 대사관을 철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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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였음을 언급하고, 이스라엘이 강력한 방위태세 유지, 자립 노력, 민주제도 발전 노력 등에서
한국과 유사성이 크다고 설명하면서 주한 이스라엘 상주공관 설치 가능성을 문의함.

외무부장관은
한국이 중동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가 중동에서 취업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스라엘과의 공식관계를 성급히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과 아랍제국
과의 관계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스라엘의 요청에 응하기 어려움을 설명함.
또한 Peres 장관은 양국 간의 항공기 생산협력 등을 위해 한국에 소규모 비공식 대표의 주재
가능성도 거론하였으나, 외무부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설명함.
Peres 장관은 최근 자신의 소련 외상 면담 기회에 소련으로부터 하위급(low level)의 관계 수립을
제의받은 바 있으나, 완전한 외교관계를 가질 필요성을 역설하고 소련의 동 제의를 거절한 사실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국(구 중공)과도 접촉할 계획이 있음을 밝힘.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참석계기
한·일본 외무장관 회담. Geneva, 198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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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7.7.27.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참석 계기에
일본 구라나리 외상과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함.
1. 배석자
한국 측: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외무부 허승 국제경제국장
일본 측: 외무성 나카히라 국제연합국장, 다카노 북동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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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국내 정치정세 설명 및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 제고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협조 확인
최근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의 군축회담 제의 등 배경 설명
대미 무역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미국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 동향에 대한 우려 표명

최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흥공업국 졸업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
다나베 일본 사회당 서기장 방북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상은 다나베 서기장 방북 시 일본 정부가
어떠한 메시지도 보낸 바 없으며,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한반도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
한·일 간 각종 현안 문제 협의

- 무역 역조
-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 어업 문제
기타

- 독도 문제
- 보안사범 문제
- 1987년도 정기 각료회의 연기
- 입국사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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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협의 사항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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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이 1987.5.4. 서울에서 개최됨.
1. 동 회담 대비 1987.4.7. 외무부 작성 보고 문서 요지
일본 정부는 4.7. 구라나리 외상이 나카소네 수상 방미 동행 귀로에 방한(부인 동반)하여 제2차
정기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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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귀로 5.3. 서울 도착, 5.4. 공식 일정, 5.5. 귀국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희망
정부는 상기 제의에 동의함.
의의

- 한·일 신시대를 개막한 바 있는 정상외교 성과 구현 및 양국 관계 증진
- 주요 현안 문제 협의

2. 동 회담 대비 1987.4월 외무부 작성 회담 계획 보고 문서 요지
일정

- 도착(5.3.), 국립묘지 참배, 외무장관 회담, 비공식 오찬,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5.4.), 올림픽 시설, 산업 시설, 시범농촌 등 시찰, 이한(5.5.)
일본 측 수행원

- 구라나리 외상 부인, 야나이 주한 일본대사, 후지타 외무성 아시아국장 등 8명, 비공식 수행원 8명,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 13명
협의 사항: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나카소네 수상의 방미 결과 설명, 남북대화 및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 합의, 88 서울올림픽 관련
협력 강화
한국 측 관심 사항

- 일·북한 관계: 일본의 대북한 기존 정책 고수 촉구
-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지문날인제도,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의 계속적인 개선, 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지위 부여
- 가칭 21세기 한·일위원회: 기본구성 및 발족작업 조기 착수
- 무역역조 개선 및 산업 협력
일본 측 관심 사항

- 북한 억류 일본인 선원 관련 대북한 접촉 설명
- 어업: 한·일 간 어업환경 변화를 감안한 현행 어업협정 재검토 협의
- 문화 교류: 기존 입장에 따라 순수예술, 학술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점진적 추진
- 주한 특파원 증원: 양국 특파원 수의 균형문제 등과 관련하여 현상 유지 입장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2 회담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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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5.4.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에 대비하여 외무부 관련 부서는
동 회담 자료를 작성한 바, 1987.5월 외무부 아주국 작성 외무부장관 언급 예정 사항에 관한 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음.
1. 동북아 정세

3. 한국 측 관심 사항
일·북한 관계, 무역 역조, 산업협력 및 기술이전,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21세기 한·일위원회, 대륙붕
개발, 문화 복수사증 발급 확대

4. 일본 측 관심 사항
어업, 주한 특파원 증원, 문화 교류, 청소년 교류, 독도 문제, 보안사범, 한국의 수입다변화 정책,
지적소유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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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정세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3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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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이 1987.5.4. 서울에서 개최됨.
2. 동 회담 대비 외무부 의전장실이 1987.4.24. 작성한 구라나리 다다시 외무대신 내외 공식방한 영접
계획의 요지임.
외무대신 약력
수행원 명단
230

- 수행원: 후지다 키미오 외무성 아시아국장 등 16명
- 기자단: 마이니치 신문 기자 등 13명
영접 준비 사항

- 숙소: 신라호텔
- 양국 기 게양: 국립묘지 게양 기, 차량 기, 호텔 게양 기
- 선물: 청자화병(외무대신), 백자다기세트(외무대신 부인)
- 서훈: 없음
- 경호: 입·출국 및 체한 시 사이드카 경호 등
체한 일정(안)

- 김포공항 도착, 숙소 도착(5.3.)
- 국립묘지 헌화, 양국 외무장관회담, 비공식 오찬, 대통령 내외분 예방,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5.4.)
- 재한 일본 거류민 면담,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기아산업 자동차공장 시찰, 새마을 시범부락 시찰,
오찬, 이한(5.5.)
- 부인 별도 일정: 외무장관 부인 예방, 예지원 방문, 이방자 여사 예방(5.4.)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4 회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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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987.5.4. 개최된 제2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결과임.
1. 주요 협의 사항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한국 측 관심 사항

- 일·북한 관계, 무역 역조, 산업협력 및 기술이전,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21세기 한·일위원회, 전 북한군
민홍구 하사 석방 문제
- 어업, 문화 교류, 청소년 교류, 주한 특파원 증원

2. 회담 결과
동북아 정세: 양측의 정세 인식 일치, 일본 측은 나카소네 수상의 방미 결과 설명
한반도 정세: 한국 측은 최근의 북한 동향, 남북대화 및 남북 체육회담을 설명, 일본 측은 한국의
긴장완화 노력 전폭 지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한 신뢰 조성, 대화 촉진 및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긴요하며, 주변 주요 국가들과 남북한과의 관계는 균형을 취하면서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 일치

일·북한
관계: 일본 정부의 대북한 관계 관련 한국 측이 신중한 대처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기존의 대북한 정책 고수 약속

무역
역조: 한국 측의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일본의 구체적인 노력 촉구에 대해 일본 측은 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약속

산업
협력: 양측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공동이익 증진 방안으로 산업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

21세기
한·일위원회: 본위원회 및 4개 전문위원회 설치 등 기본 구성에 관해 의견 일치,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합의
전 북한군 하사 민홍구 문제: 한국 측이 조기 석방 및 본인 의사에 따른 한국행 허용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북한 억류 일본인 선원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어려운 사정임을 설명,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송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어업:
양측은 한·일 어선 간 어업질서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

기타:
양측은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화 교류, 독도 문제 등에 관한 기본 입장 확인

3. 평가
양국 정상외교의 성과인 한·일 신시대 협력을 위한 기반 확대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대한 공통인식 심화 등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에 기여

일본과의
제반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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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관심 사항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5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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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대사관은 1987.5.5. 서울에서 5.4. 개최된 제2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결과 관련
일본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구라나리 외상의 대통령 예방
전두환 대통령은 외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3원칙과 관련하여 자유진영이
남북한 및 주변 제국과의 관계 균형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232

언급하고, 일·미 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제한적이어야 함을 강조함.
 대통령은 무역불균형 문제는 중요한 정치 문제이며, 확대 균형의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함을
전
언급하고, 일본 측의 흑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함.

구라나리
외상은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전 대통령은 동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2. 외무장관회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향후 1~2년간 유동적으로 예상하고, 소련·북한
관계 긴밀화가 중요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구라나리 외상은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한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발전을 전제로 하여 자주적 입장에서 절도 있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원칙을 제의한 바, 최 장관도 이에 동의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3원칙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 및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한·미·일 3국의 대응 방침을 집대성한 것으로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동 3국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 전략상의 고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한국 측은 미·일이 한국의
대중국·소련 관계 개선에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면 미·일 양국의 대북한 관계 완화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무역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섬유제품의 관세인하 등을 통한 일본의 수입확대 및
기술이전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무역확대균형을 위한 연차계획을 제시하고, 현인회의의
활용을 제의함.
 북한군 민홍구 하사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인도적 견지에서 동 문제를 조기 해결해 줄 것을
전
촉구하였으나, 일본 측은 북한에 억류 중인 일본인 선원 석방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함.

어업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은 현행 자주규제체계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한국 측은 조업 실태를
감안하여 현 규제 내용을 조정한다는 입장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표명함.

한·호주 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87.10.29.-30.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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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호주 정책협의회가 1987.10.29.~30.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과
외무부 아주국장 및 제1차관보, 주한 호주대사에게 정책협의회 개최 제의(1986.8월)
호주 Hayden 외상은 상기 정책협의회 개최에 동의(1986.9월)
호주 외무성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1987.10.29.~30. 서울 개최 제의(1987.8.25.)
외무부는 상기 호주 측 제의에 동의(1987.9.4.)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등 6명
- 호주 측: Sadleir 외무무역부 차관보 등 6명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예방, 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 판문점 및 잠실종합경기장 시찰
주요 협의 내용

- 동북아 정세: 한국 측은 소련의 아시아정책, 한·소·중 관계,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 설명, 양측은
소련의 신아시아정책의 안보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일치했으나, 호주 측은 동 정책이 아태지역에 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활용해 나간다는 입장 개진
- 한반도 정세: 한국 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북한 내부 동향, 남북대화, 88 서울올림픽 등 설명, 호주
측은 북한의 권력승계 동향, 남북관계 특히 남북대화의 전망에 대해 관심 표명
- 아·태지역 정세: ASEAN(동남아국가연합),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등 지역기구, 아·태지역
안보문제 등에 관해 의견 교환, 한국 측은 소련의 아·태지역 진출, 남태평양의 탈식민지화 과정 등을
이용한 북한의 동 지역에 대한 진출 가능성에 우려 표명, 호주 측은 소련의 안보위협은 계속 경계하나
소련의 지역 경제협력체 참가 유도 등을 통해 안보위협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입장 개진
- 다자무역 문제: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협력 계속 합의, 케언스그룹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개도국으로서의
한국의 특수한 입장을 호주 측에 전달
- 양자 문제: 양국 관계 평가, 무역 문제에 대한 양측 관심사 개진, 한국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입후보에 대한 지지 및 남극개발 참여에의 협조 요청에 대해 호주 측은 호의적
반응 표시
평가

- 양국 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상호 인식하는 계기 마련
- 소련의 아·태정책, 남태평양 안보문제 등에 관한 유익한 의견 교환
-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요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호주 측의 이해 제고
- 제2차 정책협의회는 1988년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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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87.10.29.-30.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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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987.10.29.~30. 개최된 제1차 한·호주 정책협의회 관련 자료 현황임.
1. 주호주대사 보고 정책협의회 자료(10.1.)
호주의 대외관계
한·호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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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부처 정책협의회 자료
건설부: 건설 협력(10.6.)
문교부: 교육 분야 협력(10.13.)

상공부:
양국 간 교역 현황 및 양측 관심 사항(10.13.)
농림수산부: 농업 및 수산업 현안(10.15.)
체육부: 상호 체육교류 계획, 호주 NOC(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제기 관심 사항(10.17.)
경제기획원: 양국 간 경협 현안(10.22.)
교통부: 양국 간 항공·해운 등 교통 분야 현안(10.23.)

3. 외무부 아주국 작성 정책협의회 자료(10.21.)
양측 대표, 협의회 일정, 의제 및 회의 진행
회의 자료

- 동북아의 정치적, 전략적 이해, 한반도 정세, 아·태지역 정세, 다자무역 문제
- 양자 관계: 양국 관계 평가, 무역 및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외교 협력

4. 외무부장관의 호주 대표단 접견 자료(10.29.)
호주 대표단 인적 사항
언급 요지

- 한·호주 정책협의회
- Sadleir 수석대표의 주중국(구 중공)대사 내정에 대한 관심 표명
- 호주의 1988년 200주년 기념행사 축하
- Hayden 외무무역부 장관에 대한 안부
- 최근 호주 국내 정세: 정치·경제 정세

한·벨기에 정책협의회, 제7차. Brussels,
198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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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벨기에 정책협의회가 1978.10.28. 브뤼셀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양측 수석대표: 한국 측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 벨기에 측 Hollants 외무부 정무총국장
의제

- 벨기에 측 제기: 동서 관계, 중동 문제
- 한국 측 제기: 한반도 정세, 남·북한 관계, 88 서울올림픽, 국내 정세
- 동서 관계: 벨기에 측은 미·소 간 중거리핵무기감축협상(INF) 타결 접근과 관련한 서구 측의
독자적 핵유지 불가피성 및 서구 주둔 미군 전면철수 반대 입장과 함께 헬싱키협약 이행 문제는
1988.4월 결론에 도달할 전망이 밝지 않으며, EC(구주공동체)와 COMECON(공산권경제상호원조
회의) 간 관계 개선을 추진 중임을 설명
- 중동 문제: 벨기에 측은 EC 제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이란·이라크전의 해결 모색 입장,
걸프만의 항행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동 지역에 소해정 파견 사실을 설명
- 남·북한 관계 및 88 서울올림픽: 한국 측은 남·북 외무장관회담 추진, 북한의 3자회담 제의 의도,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하고, 북한의 가능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벨기에
측의 협조를 요청
관찰 및 평가

- 한국의 국내 정세, 88 서울올림픽,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한 벨기에의 이해 심화
및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 확보에 기여
- INF 철폐협정 체결 제의 관련, EC 제국은 고르바초프의 최근 대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인식, 동·서
화해를 위한 기여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소련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국제 정세 및 양국 관계에 관해 상호 유익한 대화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양국 간 관계 증진의 계기 마련

2. 동 정책협의회와 관련 각종 회의 자료 현황임.
한국의 유엔 가입 노력 지원,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원, 남극 문제(10.6. 국제기구
조약국)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남북한 체육회담, 북한의 올림픽 방해 동향(10.6. 정보문화국)
88
주벨기에대사관 작성 정책협의회 자료(10.27.)
구주국 작성 정책협의회 자료(10월)

- 국제 정세,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양자 관계, 한국 및 벨기에 국내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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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 토의 내용

한·카나다 정책협의회,제3차. 서울,1987.11.26.-27.

| 87-0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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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가 1987.11.26.~27. 서울에서 개최되어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주요 국제 문제 등 양국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통상, 경협, 이민 등 제반 분야
에서의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함.
1. 양국 대표단
한국 대표단
236

- 외무부 제1차관보, 미주국장, 북미과장 등
캐나다 대표단

- McCloskey 외무성 아·태차관보, Dorrett 주한 캐나다대사 등

2. 토의 의제
한·캐나다 양국 관계의 장래

- 일반
- 통상
- 경협
- 이민
동·서 관계

- 미·소 관계 일반
- 군축 문제
동북아 정세

- 한반도 정세
- 일본 정세
- 중국(구 중공) 정세
-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동남아 정세

- 태평양 협력
- 인도차이나 정세
- 필리핀 정세
주요 국제 정세

- 중동 정세
- 중미 정세
- 남아공 정세
- 남북 문제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7.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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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프랑스 정책협의회가 1987.3.10.~11.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양측 수석대표: 한국 측 김봉규 외무부구주국장, 프랑스 측 Martin 외무성아주국장
프랑스 측 언급 내용

한국 측 언급 내용

- 동북아 정세: 소련의 군비증강 현황과 동북아 세력균형 문제 설명
- 한반도 정세: 북한·소련 간의 군사협력 긴밀화와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 남북대화의 교착상태,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및 우방국의 협조 필요성, 한국의 국내 정세 설명
- 한·프랑스 관계: 한국의 무역다변화 정책과 양국 간 무역확대 전망 설명 및 프랑스 측의 상응한 노력
요청
평가

- 대통령의 1986.4월 프랑스 방문 시 미테랑 대통령에 대한 대소련 메시지 전달 요청을 계기로 프랑스
고위층의 한국의 대소련·동구권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한 측면 지원이 증대
-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 및 전반적인 긴밀화 확인
- 1988년 프랑스 총선 시 사회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제 정세 분야에서 최근 고르바초프 소련 당서기장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및 구주 핵무기감축 제의
등 일련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계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는 데 양측 의견이 일치
-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 양국 간 긴밀한 협조 및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2. 프랑스 대표단은 아래와 같이 외무부 인사를 예방, 면담함.
외무부장관(3.11.), 제1차관보, 구주국장 및 아주국장(3.10.)

23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시라크 수상 소련 방문: 시라크 수상은 1987.4~5월 중 소련 방문 기회에 1986.4월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시 요청한 남·북한 유엔가입 및 교차수교,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 등을 고르바초프에게 재차 전달할 예정
- 한·프랑스 관계: 1986.4월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경제 분야를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에 만족을 표명, 한반도 정세가 현재 미묘한 균형 상태에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고 있으며, 더 이상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한국의 대 미수교국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프랑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측면 지원을 계속할 예정
- Raimond 외상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1987년 가을 프랑스 방문 초청장 전달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4차. 서울,
1987.5.2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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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12 / 2 / 1~53(53p)

1. 제4차 한·일 고위정책협의회가 1987.5.25. 서울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 예정임.
대표단(일본 측과 협의 후 확정 예정)

- 한국 측: 외무부 박수길 제1차관보, 아주국장, 아주국 심의관, 동북아1과장 등
- 일본 측: 외무성 무라타 료헤이 외무심의관, 북동아과장, 실무 관계관 등
협의 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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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정세 일반: 미·소 관계, 중·소 대내외 동향, 한국의 대비동맹외교 및 대미수교국 관계개선
정책, 지역 정세(중동, 남태평양 등), 국제 경제 정세(뉴라운드, 베니스 정상회담)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북한 내부 동향 및 경제 정세, 북한 대외 동향(대소, 대중국 관계, 대서방 접근),
남북대화 현황(88 서울올림픽 등 포함), 한·소, 한·중국 관계

2. 외무부는 1987.5.13. 주일대사에게 아래 동 정책협의회 한국 측 의제안 등 관련 사항을 일본 측과 협의
후 보고하도록 지시함.
의제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북한 동향, 북한의 대외관계(대소, 대중국 관계, 미국 등 대서방 접근 동향),
남북대화 현황(88 서울올림픽 등 포함), 한·소, 한·중국 관계
- 국제정세 일반: 미·소 관계, 중국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 소련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 미·일 관계, 한국의
대비동맹정책, 한국의 대미수교국 관계개선, 기타 지역정세(중동, 일본의 남태평양외교), 국제 경제
정세
회의 진행 방법

- 오전 중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오후에 국제정세 일반 토의 등 2회 개최
한국 측은 각 의제별로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 또는 코멘트 예정, 일본 측도 이에 상응하는 대표단이
구성되도록 요청

3. 주일대사는 1987.5.20.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일본 측의 의견을 아래 보고함.
회의 개최에 대한 5.20. 대외 발표에 동의
의제별로 실무자들이 발언하는 것보다 관례에 따라 양국 차관보가 통역 없이 영어로 의견교환
하기를 희망

일본
측 대표단은 무라타 외무심의관, 노무라 구아국참사관, 다카노 북동아과장 외 1명으로 확정
일본 측은 무라타 외무심의관이 대부분 발언, 소련 관계에 관해서만 노무라 참사관이 발언할 예정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4차. 서울,
1987.5.25.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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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철에는 제4차 한-일 고위정책협의회(1987.5.25. 서울)와 관련된 자료가 아래와 같이
수록되어 있음.
1. 일본 외무성 무라타 외무심의관 면담 자료(1987.5.25. 외무부 아주국)
인적 사항, 방한 개요(87.5.24.~27. 회의 참석, 장·차관 예방, 경주 관광, 부산 방문 등)
참고 사항: 주요 협의 의제, 회의 양측 대표단
239
일정

- 1987.5.24. 도착, 5.25. 장·차관 예방, 고위정책협의회, 5.26. 경주 관광, 5.27.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방문
 대표단
- 한국 측: 박수길 제1차관보 외 아주국장, 정보문화국장 등 8명
- 일본 측: 무라다 료헤이 외무심의관 외 야나이 주한대사, 외무성 구아국 참사관 등 7명
행사별 참석자
협의 의제 및 발표자
의제별 자료(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북한 동향
- 북한의 대외관계(대소 관계, 대중국 관계, 대미 접근 동향)
- 남북대화 현황
- 한·소 관계
- 한·중국(구 중공) 관계
의제별 자료(국제정세 일반)

- 미·소 관계
- 중국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
- 소련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
- 미·일 관계
- 한국의 대 비동맹정책
- 한국의 대 미수교국 관계
- 기타 지역정세(중동 정세, 일본의 남태평양 외교)
- 국제 경제정세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고위정책협의회 회의 자료(1987.5.25. 외무부 아주국)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7.11.12.-13.

| 87-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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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가 1987.11.12.~13.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대표단

- 한국 측: 소병용 외무부아주국장, 외무부관계과장 등 7명
- 싱가포르 측: Chew Tai Soo 외무성정무2국장, 정무3국부국장 등 3명
240

주요 협의 요지

- 동북아 정세: 한국 측이 소련의 신아시아정책이 표방하는 평화공존, 현상유지 전략 및 대북한 군사협력
강화 등 동 정책의 상호 모순성을 평가한 데 대해 싱가포르 측은 소련이 표방하는 신정책의 유연성으로
부터 취할 수 있는 이점 활용을 강조
- 캄보디아 문제: 싱가포르 측은 시아누크와 훈센 수상의 파리회담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의 지속적인 압력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한국 측은 동 문제 해결을 위한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노력과 입장 평가
- ASEAN 관계: 한국 측은 ASEAN과의 대화 개설에 관한 입장을 설명한 바, 싱가포르 측은 ASEAN 측의 여력
부족으로 대화 개설이 어려운 사정임을 설명
- 국제 및 지역협력 문제: 싱가포르 측은 자유무역체제 보호를 위한 NICS(신흥공업국) 국가 간 공동노력과
미국 내 자유무역주의자 지원을 위한 로비활동 필요성을 강조함. 이에 한국 측은 보호무역주의 부작
용 및 우루과이라운드의 중요성과 함께 자유무역체제 보호를 위한 수입개방정책 등 한국의 노력 설명
- 양자 관계: 한국 측은 비동맹회의에서 싱가포르 측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고 유엔 총회 기조
연설시 한반도 문제 포함 요청, 싱가포르 측은 싱가포르-서울-로스앤젤레스 구간의 항공이원권 조속
타결 요청
평가

- 동북아 및 동남아 정세에 관한 상호 유익한 의견 교환을 통해 동 지역 문제 전반에 걸친 이해 제고 및
양측의 입장을 상호 평가하는 계기 마련
- 다자국제기구에서의 상호 협력 증진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대

2. 상기 싱가포르 대표단의 주요 체한 일정
올림픽경기장, 국립중앙박물관 등 시찰(11.11.)
정책협의회 1차 회의, 국방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인사 면담(11.12.)
정책협의회 2차 회의, 외무부장관 예방, 동양정밀 시찰, 아주국장 주최 만찬(11.13.)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6차. 서울, 198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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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영국 정책협의회가 1987.3.23.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대표단

- 한국 측: 오재희 외무부차관, 김영주 주영국대사, 외무부 구주국장 등
- 영국 측: Timothy Renton 외무담당 국무상, Middleton 주한 영국대사 등
동·서 관계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 문제

- 영국 측은 영국·소련 정상회담 준비차 소련 방문 시 동 문제를 거론했으나, 소련 측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으며, 영국으로서는 동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소련 측에 거론하겠음을 언급
대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 문제

- 영국 측은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우방국들이 취할 태도에 대해 문의
한 바, 한국 측은 우방국들의 일방적인 대북한 접촉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분간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상황 진전에 따라 우방국들과 협의할 것임을 언급
양자 관계

- 영국 측이 지적소유권 소급 효과를 EC(구주공동체)에 대해서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관계부처 간 검토를 진행 중으로 4월 한·EC 고위협의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임을 설명
- 영국 측은 한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바, 한국 측은 동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 설명

2. 외무부는 1987.3.25. 주영국대사에게 외무부장관의 3.24. 상기 Renton 외무담당 국무상 면담 시
아래 요지의 메시지를 대처 수상의 소련 방문 중 소련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통보하고,
관련 결과 보고를 지시함.
남북한 교차승인 및 남북한 유엔 가입을 위한 소련의 협조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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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측은 고르바초프의 국내 개혁 이니셔티브에 어려움은 있으나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소련의 최근 군축문제 제의는 서구에서도 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영국으로서는 관망
입장이며, 일련의 소련 측 입장 변화와 관련하여 대처 수상의 소련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동 수상의 소련 방문 시 군축, 인권 문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이라크 문제가 토의될 예정임을 설명
- 한국 측은 군축 문제에 관한 영국 측 의견에 동감을 표하고,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소련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유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근 소련의 적극적인 대아시아 정책, 특히 대북한 군사지원
강화는 영향력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을 언급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7차. Washington, D.C.,
1987.9.10.-11.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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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미 정책협의회가 1987.9.10.~11.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주요 국제 문제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함.
1. 양국 대표단
한국 대표단

- 외무부 제1차관보,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외무부 북미과장, 동구과장 등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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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단

- Solomon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O'Donohue 정책기획실 부실장, Dunlop 한국과장 등 11명

2. 토의 의제
동·서 관계

- 소련의 대내외 정책
- 미·소 관계
- 고르바초프의 대아시아 정책
동아시아 문제

- 중국(구 중공)
- 중·소 관계
- 일본
- 동남아
- 중동
한반도 문제

- 북한 동향
- 남북대화
- 중·소 및 한반도
- 미국의 대한 정책
국제 및 양국 간 경제 문제

3. 한국 대표단의 기타 활동
Derwinsk 미 국무부 안보지원담당차관 예방(9.9.)
Armacost 미 국무부 정무담당차관 예방(9.11.)

Clark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면담(9.11.)
Lambertson 미 국무부 동남아담당차관보 면담(9.11.)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7차. Washington, D.C.,
1987.9.10.-11. 전2권. V.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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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1987.9.10.~11. 개최된 제7차 한·미 정책협의회에 대비하여 작성된 참고 자료
목록임.
1. 동·서 관계
소련의 국내 정세
미·소 핵군축 협상
지역문제 협의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2. 지역 문제
중국(구 중공)
일본
동남아
남태평양
중동

3. 한반도 관련 문제
북한 동향
소련·북한 및 중국·북한 관계
남북대화
미국의 대한 정책
한·일 관계
한·소 및 한·중 관계

4. 국제 및 양국 간 경제 문제
한·미 간 통상문제
미국 보험회사 합작진출 관련 301조 발동 동향
우루과이라운드 추진 현황 및 한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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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소 간 한반도 문제 협의 일지

Lagos(나이지리아)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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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구상에 따른 중견국 협의체(Concert of Medium Power) 설립을 위한 1987년
Lagos Forum 제1차 및 제2차 회의 개최 경과임.
1. 배경
나이지리아 Akinyemi 외상은 1986.10월 자국의 외교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래
목적의 중견국 협의체 설립 구상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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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맹 국가로서 일정한 지역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결성하여 유엔, 비동맹
등 기존 국제기구의 기능 강화를 도모함.
- 국제 평화 유지 및 경제, 안보 문제 해결에 기여함.
나이지리아는 대상 국가들에 대한 개별적 접촉 등 비공식적인 타진 후 1987.3월 공식 회의 개최를
결정함.

2. Lagos Forum 회의 개최
제1차 회의(3.16.~18.)

- 이집트 등 아프리카, 유고, 스웨덴 등 유럽 국가, 브라질 등 남미 국가 및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총 16개국
대부분의 나이지리아 주재 대사들이 참석함.
- 회의 의제를 정하지 않고 협의체 필요성, 성격 등에 관한 의견 교환 형태로 진행된 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동 협의체가 비공식 그룹 성격에 그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함.
- 회원국 범위에 대하여는 합의하지 못하고 협의 대상을 국제 금융 등 일반적 사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제기됨.
- 회의 명칭을 Lagos Forum으로 결정함.
제2차 회의(9.1.~3.)

- 총 20개국 대표가 참석하여 나이지리아 측의 설명을 청취하고, Forum의 정식 명칭, 기능 및 지위 등을
토의하였으나 상당수 국가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함.
- 포럼의 기본 성격에 대하여는 동·서, 남·북 관계를 넘어선 별도의 그룹이라는 대체적 방향이 설정됨.
- 별도 회의보다는 유엔 총회 등 주요 국제 회의에서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 비공식 모임
개최 및 나이지리아의 조정국 역할 계속 수임에 합의함.

관내 공관장회의, 1985-87년도 - 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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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나다대사의 1985∼87년 중 관내 공관장회의 및 합동 경제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임.
1. 1985년도 제1차 회의(5.22.~23. 토론토)
참석자: 주캐나다대사, 주몬트리올, 주밴쿠버 및 주토론토 총영사, 대사관 관계관, 무역관장 및
상사 지사장
주요 협의 내용

앨버타 주정부 예방(5.24.)

- 총독, 수상 및 관계 장관을 예방하여 한국의 농업 분야 투자자 및 농업기술 전문가의 캐나다 이민 추진을
위한 앨버타 주정부의 제반 여건 조성 및 호의적 고려 요청

2. 1985년도 제2차 회의(12.5.~6. 밴쿠버)
참석자: 주캐나다대사, 캐나다주재 총영사 3명, 대사관 관계관, 무역관장 및 상사지사장 등 32명
주요 협의 내용

- 관내 공관장회의: 정무, 홍보문화, 영사교민 등 분야별로 현안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 협의
- 합동 경제협의회: 양국 간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1985년도 실적 분석과 1986년도 활동계획 협의

3. 1986년도 제1차 회의(5.29.~30. 밴쿠버)
참석자: 주캐나다대사, 캐나다 주재 총영사 3명, 대사관 관계관, 무역관장 및 상사지사장 등 32명
주요 협의 내용

- 관내 공관장회의: 국내 정세 설명, 멀루니 수상의 방한 성과 설명, 정무, 홍보문화, 영사교민 등 분야별
공관 간 협조 사항 협의
- 합동 경제협의회: 국내 정세 설명, 멀루니 수상 방한 성과 및 한국 인권·민주화 문제 관련 오보에 대한
대책, 1986년 상반기 대캐나다 수출 상황 분석 및 전망, 하반기 대책 협의

4. 1986년도 제2차 회의(11.13.~14. 토론토)
참석자: 주캐나다대사, 캐나다 주재 총영사 3명, 대사관 관계관, 무역관장 및 상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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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공관장회의: 정무, 홍보문화, 영사교민 등 분야별로 업무 브리핑 및 토의
- 합동 경제협의회: 경제통상관계 주요 활동 실적 및 계획, 1984년도 실적 분석 및 1985년도 수출 전망,
양국 간 주요 현안 사항 토의

주요 협의 내용

- 관내 공관장회의: 정무, 홍보문화, 영사교민 등 분야별로 1986년도 주요 사업 성과 분석 및 평가, 1987년도
주요 사업 목표 토의
- 합동 경제협의회: 1986년도 경제통상관계 주요 활동 실적 평가 및 1987년도 수출 전망 협의, 양국 간 주요
현안 사항 토의, 각 상사별 실적 및 계획 보고

5. 1987년도 제1차 회의(5.14.~15.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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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캐나다 대사, 캐나다 주재 총영사 3명, 대사관 관계관
주요 협의 내용

- 각 공관에 대한 총괄사항: 1988년 평화적 정부 이양 및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기반 조성을 위한
측면 외교 활동 강화, 국가 안보 및 국내 정치정세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 강화, 북한 동향 및 반한세력에
대한 대처 활동 강화, 1987년도 대캐나다 수출목표(15억 달러) 달성을 위한 통상 및 경제 활동 강화
- 정무: 국내 정세에 대한 인식 제고, 대주재국 외교 활동 강화, 북한 활동 대처 방안
- 홍보문화: 한국 이미지 제고, 올림픽 홍보, 교포신문 대책
- 영사교민: 친북세력 대처 방안, 재외국민 보호육성, 평화의 댐 성금 모금, 올림픽 후원사업 활성화

미국지역 명예영사 회의. Washington, D. C.,
1987.9.18.

| 87-0209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12 / 10 / 1~145(145p)

미국 지역 명예영사회의가 1987.9.18. 주미대사 주재로 워싱턴에서 개최됨.
1. 개최 목적
1988년 평화적 정부 이양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비롯한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한 미국의 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명예영사 활용을 통한 전반적 친한 여론 조성

명예영사 17명
주뉴욕 및 주시카고 총영사

3. 회의 결과
주요 협의 내용

- 주미대사 개회사
- 외무부장관 명의 메시지 전달
- 정무, 경제, 홍보, 영사 관계 브리핑 및 토의
평가

- 한·미 간 정치, 경제, 문화, 영사 등 제 분야에 대한 토의 및 정부의 관심 사항을 설명
- 명예영사들의 향후 활동 방향 제시
- 명예영사 상호 간의 유대 강화 및 의욕 제고

4. 건의 사항
회의의 정례화를 통한 명예영사 활동 활성화 모색 및 활동 방향 관련 정기 협의 체제 구축
활동적인 인사의 선정을 위해 명예영사 임기제 확대 실시

명예영사
및 명예총영사 임명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일부 명예영사의 오해 소지 불식

명예영사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 신분증 발급

5. 명예영사의 사증 발급 권한 문제
동 권한에 대한 일괄 취소 문제는 일부 명예영사의 반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금번 회의 시
제기하지 않음.

차후
서면으로 각 명예영사 의견을 수렴 후 주미대사가 재건의하도록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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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자

총영사회의, 1987년도 - 미국. Washington, D.C.,
1987.4.30.-5.1.

| 87-021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12 / 11 / 1~167(167p)

1987년도 미국 주재 총영사회의가 4.30.~5.1. 워싱턴에서 개최됨.
1. 토의 의제
정무 관계: 총영사관의 정무활동 강화 방안, 명예영사 및 총영사 활동 강화 방안
경제·통상 관계: 경제 홍보 강화 관련 지침 및 대미 통상 관련 정부 입장 설명

영사교민
관계: 교민 대책 및 현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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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관계: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남북대화, 북한 동향 및 남북대화 관련 홍보활동 강화 방안
종교·학술단체 대책: 미국 NCC(전국교회협의회) 최근 동향, 한국 관련 연구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활용 방안

2. 외무부장관 훈시(대독) 요지
국내 정세 설명: 대통령의 평화적 정부 이양에 관한 4.13. 특별담화 발표,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 지속적 경제성장 추진
대미 관계 중점 사항: 한·미 간 무역마찰 해소 노력, 홍보활동 강화, 관할지역 의원과의 접촉활동
강화, 교민 보호 및 계도 노력

3. 회의 결과
정무 관계

- 한·미 관계 현황 브리핑, 4.13. 대통령 특별담화에 대한 미 의회 및 행정부의 입장 분석
- 총영사관의 정무활동 강화 방안: 관할지역 출신 연방 상하의원 접촉, 지방 친한세력 확대 및 활용 방안,
교포 및 주재상사 활동 문제 협의
경제 관계

- 미국 경제 현황, 통상입법 동향, 한·미 통상관계 브리핑 및 경제 홍보 강화 방안 토의
영사교민 관계

- 교포사회와 흑인사회와의 마찰 해소 방안, 미국 내 사면 신청 대상자 지원책 협의
홍보·언론 관계

- 대통령 특별담화문 관련 미 언론의 반응 분석 및 홍보 대책, 언론기관 접촉 강화 방안 토의
NCC 대책 관련 주뉴욕총영사관의 동 사무국 접촉 유지
각 공관의 외교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결의문 채택
종합평가 및 건의

- 총영사관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 공관 직원 증원, 신속한 경제정보 제공, 활동 예산 증액
- 대민 봉사활동 강화: 사면 해당자에 대한 여권 발급 건의, 민원 업무 전산화
- 홍보자료 배포 및 확산: 88 서울올림픽 홍보자료 지원, 한국 관련 기본 자료 확대 배포 등

| 87-0211 |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1 기본문서Ⅰ (1986.12-87.2)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2 / 12 / 1~162(162p)

1. 대통령은 1986.12.19. 외무부 건의 아래 198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서울 개최 계획을 재가함.
개최 시기

- 제1차 회의: 2.12.~21.
- 제2차 회의: 3.19.~28.
참석 공관장

- 93개 공관장: 84개 지역대사, 1개 지역대사대리(주이란), 2개 대표부대사(주유엔, 주제네바), 6개
지역총영사(주홍콩, 주바그다드, 주뉴욕, 주오사카, 주로스앤젤레스, 주카이로)

- 제1차 회의: 아주·미주 지역 공관장(43명)
- 제2차 회의: 구주·중동·아프리카지역 공관장, 주유엔 및 주제네바대표부대사(50명)
회의 운영 방침

- 1987년 정부 주요 시책 시달, 주요 업무계획 토의, 국제 정세 및 지역별 정세 분석 평가, 지역별 외교활동
강화 방안 토의, 그룹별 공관장회의 별도 개최 등

2. 외무부는 1987.1.27. 아래 1987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 기본계획(안)을 확정함.
참석 공관장

- 구주지역(17명), 중동지역(15명), 아프리카지역(16명), 대표부(2명)
공관장 국내 체재 기간 및 숙소
기본 일정(안)

- 국립묘지 참배, 개회식, 국무총리 주최 오찬, 제1차 정무관계 전체회의,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리셉션
(3.19.)
- 제2차 정무관계 전체회의, 부총리 주최 오찬, 제3차 경제관계 전체회의(3.20.)
- 제4차 경제관계 전체회의, 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구주 그룹회의(3.21.)
- 제5차 홍보, 문화관계 전체회의, 제6차 행정, 예산관계 전체회의,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3.23.)
- 제7차 영사, 교민관계 전체회의, 평통사무총장 주최 오찬, 종합토의 및 폐회식, 경제 4단체장 주최 만찬
(3.24.)
- 의식개혁 교육, 국내 정세 설명, 국회의장 주최 오찬, 장관 개별면담,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주최 리셉션
(3.25.)
- 장관 개별면담, 아프리카 그룹회의, EC(구주공동체) 그룹회의(3.26.)
- 안기부 방문 및 안기부장 주최 오찬, 산업 시찰(3.27.)
- 일선장병 위문(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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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대상 공관장인 경우 신임 공관장이 참석
개최 방법

| 87-0212 |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2 기본문서Ⅱ (1987.3)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2 / 13 / 1~93(93p)

1. 외무부는 1987.3.9. 대통령에게 아래 1987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 개최 계획을 보고함.
서울에서 1987.3.19.~28. 개최
참석 공관장: 50명
회의 운영

- (전체회의) 정무, 경제 등 분야별로 정책 브리핑 실시 및 외교 목표 달성 방안 토의
- (그룹회의) 지역별 회의로 지역 정세 분석 및 현안 문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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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 교육, 기관 방문 및 시찰

- (교육) 사회정화 운동, 국내 정세, 남북대화 현황 및 북한의 대남 군사 동향 등
- (기관 방문 및 시찰) 국방부 조달본부, 국가안전기획부, 올림픽조직위, 대덕 연구단지, 일선 시찰 등
공관장 부인 일정

- 교육(국내 정세 등), 사회사업 활동(새세대육영회 방문 등), 판문점 등 시찰

2. 외무부 근동과는 1987년도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아래 보도자료를 1987.3.12. 배포함.
서울에서 3.19.~28. 개최되며, 구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공관장과 주유엔 및 주제네바 대사
등 50명이 참석 예정임.
동 회의에서 1987년도 정부 주요 시책 및 이에 따른 기본 외교 방향을 시달하고, 정무, 경제,
홍보, 문화, 체육 및 영사, 교민 등 각 분야별로 광범위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임.
금번 회의에서 특히 88 서울올림픽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적 지원 방안과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외교적 대응책에 관하여도 토의할 예정임.
동 회의는 참석 공관장의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별 그룹회의와 정부의 주요 관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시책별 그룹회의를 통한 실질 토의를 강화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임.

참석
공관장 및 부인들은 회의 기간 중 전방부대 및 산업기관 방문을 통해 국가 안보상황 및
발전상을 다시금 확인할 것이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임지에서 국익 신장을 위한 외교 활동에
진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87-0213 |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3 연회 및 행사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2 / 14 / 1~140(140p)

1. 외무부가 1987.2.27. 아래와 같이 1987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 연회 일정 계획을 수립함.
국무총리 주최 오찬(3.19., 종합청사 간부식당)
외무부장관 주최 리셉션(3.19. 19:00, 부부 동반, 장관 공관)
동자부장관 주최 오찬(3.20. 12:00)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3.20. 18:00, 부부 동반, 청와대 영빈관)
노동부장관 주최 오찬(3.21. 12:00)

경제 4단체장 공동주최 리셉션(3.24. 19:00, 롯데호텔)
국방부장관 주최 오찬(3.26. 12:00, 육군회관)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등의 일정 및 참석 범위는 의전실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며, 기타
관계부처장 주최 연회 시 본부 간부 참석 범위는 가급적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추진

2. 외무부는 동 공관장회의 일정 및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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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무총장 주최 오찬(3.23. 12:00, 플라자호텔)
부총리 주최 오찬(3.24. 12:00)

| 87-0214 |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4 장관 개별면담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2 / 15 / 1~175(175p)

1. 외무부 중동국은 1987.2.16. 기획관리실, 경제국 등 부내 관련 부서에 3.19.~28. 서울 개최 예정인
1987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 참석 공관장들의 외무부장관 개별면담 자료 작성에 필요한 아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각 공관 제출 자료 중 대정부 건의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본부 방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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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주라이베리아대사관 관련 자료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인원 및 예산
주요 현안 문제

- 1986.11월 양국 외상회담 후속조치로 한·라이베리아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중
- 라이베리아 녹색혁명 지원과 관련하여 시범농장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종료하고, 동 사업을 위한
10만 달러 예산 확보
공관 건의사항에 대한 본부 방침

- (공동위 설치) 교환각서 형식으로 추진 중
- (시범농장 경영) 조사보고서 검토 후 다년간 계속사업 여부 결정 예정
- (순회 진료를 통한 정파의 활용 강화) 순회 진료용 별개 예산 배정 곤란
평가

- (대주재국 외교교섭)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 유지 및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 지지 및
대변, 제39~41차 유엔 총회 시 한국 입장 지지 발언 등
- (각종 보고관계) 적기 상세 보고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5 자료Ⅰ

| 87-021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2 / 16 / 1~133(133p)

외무부 아프리카국이 1987.3.11. 작성한 1987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 아프리카그룹 회의 자료
(대아프리카 외교활동)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외교 목표
북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및 수교 추진

실질협력관계
심화

2. 주요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남아공 문제: 비동맹 외교, 남부아프리카 외교 진출 문제 등을 감안, 인종차별 종식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 등
차드 사태: 당사자 간 평화적 해결 지지, OAU(아프리카단결기구)의 차드 사태 해결 노력 지지
서부 사하라 분쟁: OAU 정상회의 및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한 평화적 해결 방안 지지
Ogaden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해결 방안 지지

3. 남·북한 수교 현황 대비
수교 현황

- 동시수교: 한국 26, 북한 26
- 단독수교: 한국 3, 북한 14
상주 공관

- 한국: 18
- 북한: 30
대치 공관: 13

4. 토의 의제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대남아공 정책
정부 파견 의사 및 태권도 사범 운영 개선 방안
유력 인사 방한초청 효과 제고 방안

한국의
UNV(유엔봉사단) 참여 문제
기타 주재국과의 관계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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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및 방문외교 강화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6 자료Ⅱ

| 87-021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3 / 1 / 1~721(721p)

서울에서 1987.3.19.~28. 개최된 1987년도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브리핑 자료 중 1987년도
주요 외교 시책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국가 안보의 견고화
한·미 동맹관계의 심화, 한·일 우호협력관계 내실화
기타 우방국과의 협력관계 심화, 금강산댐 건설 저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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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통일 기반 강화
남북한 유엔 가입 및 교차수교 노력 전개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 국제기구에서의 기반 강화, 남극조약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남극기지 설치 추진 등

3. 전통 우방국과의 협력 증대
대서구 외교 기반 확대,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제국과의 협력 증진
태평양지역 협력 기반 구축, 중남미 제국과의 유대 강화

4. 비동맹권에서의 북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외교 기반 확충

- 수교 추진, 관계 개선, 주한 상주공관 설치 추진
남남협력 최대 활용

- 무상원조 사업의 효율적 운영, 훈련생 초청, 전문가 파견 확대, 국제기구를 통한 남남협력 등
초청 및 방문외교 적극 추진

5. 88 서울올림픽대회 지원 및 홍보외교 강화
공산권 참가 확보 노력, 북한의 방해 활동 대처, 적극적인 홍보외교

6. 국제 무역환경의 악화 극복
흑자 경제 기조의 견고화, 신속한 정보 수집 및 활용, 대일 무역역조 시정 노력, 한·미 통상마찰의
예방 및 보호주의 동향 대응, 우루과이라운드 적극 참여 등

7. 개방화정책 지속 및 재외국민 보호
개방화정책 계속, 교민사회 내 친북세력 조직화 대처 등 재외국민 보호

8. 외교체제의 강화
외교 요원의 정예화, 합목적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기능, 외교 편제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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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강화, 사기 앙양 대책 강구
- 외교 창구 일원화, 본부 및 재외공관 인원의 합리적인 배정, 본부 경제부서 확충, 중장기 정책 기능
강화 등

| 87-0217 |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7 말씀자료 및 연설문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3 / 2 / 1~121(121p)

서울에서 1987.3.19.~29. 개최된 1987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 언급 자료 및 연설문 목록임.
1. 외무부 구주국 작성 구주지역 그룹회의 주재 자료(외무부차관용)
2. 외무부 중동국 작성 중동지역 그룹회의(3.20.) 주재 자료(외무부차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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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 아프리카국 작성 아프리카지역 그룹회의(3.20.) 언급 자료
4.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3.24.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폐회사
5.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3.19. 동 재외공관장회의 훈시
6. 전두환 대통령의 1987.3.20. 격려사

| 87-0218 |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8 공관자료 (구주지역Ⅰ)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3 / 3 / 1~156(156p)

1. 주스웨덴대사관, 주독일대사관 및 주네덜란드대사관이 각각 작성한 1987년도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자료 목록임.
정무 관계

- 주재국 및 주변 지역 정세, 주재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평가 등
경제 관계

- 세계 및 지역 경제정세 평가 및 전망, 통상 진흥 방안,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등
홍보·문화·체육 관계
영사교민 관계

- 교민사회 실태 및 동향,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방안, 평화의 댐 성금 모금 등
국제기구, 연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장기적 주요 외교정책 구상, 예산·행정 관계

2. 동 자료들 중 주스웨덴대사관이 작성한 주재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평가, 주재국의 대외
정책 기조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스웨덴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평가

- 한반도는 4강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 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반도의
안정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전쟁 억지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최근 북한·소련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소련으로서는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주로 내정
개혁 및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이 대남도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입장이 아닐 것으로 판단함.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4강의 세력 균형에 크게 좌우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최근의 미·중,
일·중 간 관계 강화는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스웨덴의 대외정책 기조

-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전쟁 시에 중립을 지키기 위해 평화 시에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는
능동적 중립정책으로 주재국의 중립은 비동맹운동에도 속하지 않는 한편 국제협약 또는 보장하의
중립도 아니며, 헌법이나 국시로 명문화된 것도 아님.
- 여사한 중립 유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국방력 유지, 주요 물자 비축 및
생산 태세 완비를 목표로 하며,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동맹에의 불가입, 민주주의 및 자유체제
수호와 이의 성취를 위한 여타 국가 지원, 세계 평화 유지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및 불공정한 제도 개선을
정책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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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서울올림픽대회 지원 방안, 1987년도 홍보활동 강화 방안, 1987년도 문화교류 사업계획 등

| 87-0219 |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9 공관자료
(구주지역Ⅱ)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3 / 4 / 1~274(274p)

1. 주그리스대사관, 주노르웨이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핀란드대사관 및 주이탈리아
대사관이 각각 작성한 1987년도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자료 목록임.
정무 관계

- 주재국 및 주변 지역 정세, 주재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평가 등
경제 관계

- 세계 및 지역 경제정세 평가 및 전망, 통상 진흥 방안,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등
258

홍보·문화·체육 관계

- 88 서울올림픽대회 지원 방안, 1987년도 홍보활동 강화 방안, 1987년도 문화교류 사업계획 등
영사교민 관계

- 교민사회 실태 및 동향,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방안, 평화의 댐 성금 모금 등
국제기구, 연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장기적 주요 외교정책 구상, 예산·행정 관계

2. 동 자료들 중 주스페인대사관이 작성한 주재국의 통상정책 및 시장 동향, 주재국과의 통상 진흥 방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주재국의 통상정책 및 시장 동향

- 1986.1. EC(구주공동체) 가입에 따라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다수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시행 중임.
- EC 가입 전 높게 책정되어 있던 관세를 EC 가입 이후 7년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EC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수출 촉진책의 일환으로 1987년 수출진흥기관을 설립함.
- 강력한 수입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1986년 52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주로 EC 가입에 따른
경쟁력 상실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체질 개선을 추진 중임.
대주재국 통상 진흥 방안

- 수출 유망품목(전자, 운동용구 등) 중점으로 수출 품목의 다변화 시도 등 주재국의 EC 가입에 따른 수
입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엔화 및 주재국 통화의 대 달러화 강세를 계기로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최대 활용함.
- 한국 상품 구매사절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함.
- Las Palmas 등 자유무역지대 진출 강화를 통해 쿼터 등 수입 규제 우회 등을 추진함.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

- 스페인은 EC 가입 후 외국인 투자자유화 등 개방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주재국의 낙후
산업인 전자 부문은 물론 자동차 부품산업 등에 직접 또는 합작 등 형태의 진출 모색을 검토함.
- 일본의 경우 주재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피하기 위해 24개의 기업이 직접 또는 합작 등 방법으로
투자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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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10 공관자료 (중동지역)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3 / 5 / 1~182(182p)

1. 주이란대사관, 주레바논대사관, 주바그다드총영사관 및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이 각각 작성한
1987년도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자료 목록임.
정무 관계

- 주재국 및 주변 지역 정세, 주재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평가 등
경제 관계

- 세계 및 지역 경제정세 평가 및 전망, 통상 진흥 방안,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등
홍보·문화·체육 관계
영사교민 관계

- 교민사회 실태 및 동향,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방안, 평화의 댐 성금 모금 등
국제기구, 연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장기적 주요 외교정책 구상, 예산·행정 관계

2. 동 자료들 중 주이란대사관이 작성한 국제기구 관련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유엔 관계

- 주재국은 회교혁명 이후 북한과 특수한 유대관계(북한의 대이라크 단교, 대주재국 무기 공급 및
주재국의 반미정책 지지 등)를 유지하고,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한편 북한 입장을 지지하여 왔으나, 제40차 유엔 총회 시 한국 국민의 통일 염원 지지, 제41차
총회 시 남·북한이 상이점을 타결하여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강화하도록 단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2년간 종래에 비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 옴.
- 주재국은 현재 북한과 빈번한 접촉을 통해 특히 이란·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제42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측 입장에 반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비동맹 관계

- 북한은 주재국 회교혁명 이후 비동맹 분야에서 주재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함.
- 북한 이종옥 수상의 1982.4월 이란 방문 및 주재국 외상의 1983.2월 북한 방문 시 각각 비동맹정상회담
바그다드 개최를 저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고 1983년 뉴델리 개최 제7차 비동맹정상회담 시 주재국은
북한 측 수정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1986.9월 비동맹정상회담 시 주재국은 남남협력에 관한
각료급회의 평양 개최를 지지하였음.
- 상기 제반 사실에 비추어 주재국은 비동맹운동 관련 가급적 북한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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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서울올림픽대회 지원 방안, 1987년도 홍보활동 강화 방안, 1987년도 문화교류 사업계획 등

| 87-0221 |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11 공관자료 (아프리카지역Ⅰ)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3 / 6 / 1~241(241p)

1. 주라이베리아대사관, 주가나대사관,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 주시에라리온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코모로, 지부티 겸임), 주가봉대사관,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 및 주카메룬대사관이 각각
작성한 1987년도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자료 목록임.
정무 관계

- 주재국 및 주변 지역 정세, 주재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평가 등
경제 관계
260

- 세계 및 지역 경제정세 평가 및 전망, 통상 진흥 방안,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등
홍보·문화·체육 관계

- 88 서울올림픽대회 지원 방안, 1987년도 홍보활동 강화 방안, 1987년도 문화교류 사업계획 등
영사교민 관계

- 교민사회 실태 및 동향,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방안, 평화의 댐 성금 모금 등
국제기구, 연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장기적 주요 외교정책 구상, 예산·행정 관계

2. 동 자료들 중 주가나대사관이 작성한 주재국 및 주변 지역 정세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주재국 정세

- 1981년 쿠데타로 집권한 Rawlings 국가원수는 수차에 걸친 쿠데타 음모에도 불구하고 군부 및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1986.12.31. 연설을 통해‘참여민주주의’시행을
위한 1987.7.1. 지방선거 실시 계획 및 교육제도 개혁을 발표하고, 내정 개혁을 추진 중임.
- 현 정부는 경제회복계획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국내 자원의 효과적 이용,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정책 성공 여부가 주재국 정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대외 관계

- 주재국은 차드, 앙골라, 서부 사하라 문제 등이 외세 간섭 없는 아프리카 역내 관계국 간 또는 OAU
(아프리카단결기구)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이 조속히 종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인종차별철폐 지원군 창설을 주장함.
- 주재국은 부르키나파소와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토고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1983년 약 130만 명의 가나인 추방 조치에 따른 주재국의 경제난 가중 등의 이유로
나이지리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현재 양국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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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12 공관자료 (아프리카지역Ⅱ)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3 / 7 / 1~329(329p)

1. 주세네갈대사관,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주니제르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주말라위대사관, 주모리셔스대사관, 주스와질란드대사관, 주자이르대사관, 주우간다대사관 및 주케냐
대사관이 각각 작성한 1987년도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자료 목록임.
정무 관계

- 주재국 및 주변 지역 정세, 주재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평가 등
경제 관계

- 세계 및 지역 경제정세 평가 및 전망, 통상 진흥 방안,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등
- 88 서울올림픽대회 지원 방안, 1987년도 홍보활동 강화 방안, 1987년도 문화교류 사업계획 등
영사교민 관계

- 교민사회 실태 및 동향,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방안, 평화의 댐 성금 모금 등
국제기구, 연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장기적 주요 외교정책 구상, 예산·행정 관계

2. 동 자료들 중 주세네갈대사관이 작성한 대개도국 경제협력사업 효율화 방안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무상원조

- 주재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한편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가 커야 할 것이며, 가급적 원조 효과가 생산적, 지속적으로 유지됨
이 바람직함.
- 국산 자재 수출 확대 또는 기업 진출 등의 부수적 효과가 수반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대외 기술 공여

- 전문가 파견과 관련하여 주재국의 수용 태세 미비로 파견 효과에 미흡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특히 아프리카 최빈국의 경우 파견 전문가의 어학 자질, 능동적 자세, 건강
등을 중시하여 선정하는 한편 최저 생활여건에 대비한 충분한 일·숙식 경비 충당이 요망됨.
- 기술훈련생 접수와 관련하여 주재국의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연수 효과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며, 프랑스어 등 비영어권 지역 연수생의 연수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 및 연수생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직적 지원 조치가 필요함.
대외경제협력기금

- 상대국 경제개발사업의 주요 사업 중 한국의 경제 진출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함이
필요함.
- 적정 지원 분야로 제조업, 산업설비 분야, 주택사업 및 에너지 생산시설 분야 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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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화·체육 관계

| 87-0223 |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13 토의요록 및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7-13 / 8 / 1~89(89p)

1. 외무부가 1987.3.30. 작성한 3.19.~28. 서울 개최 1987년도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결과 보고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회의 참석자

- 구주, 중동, 아프리카지역 공관장 및 주유엔, 주제네바대사 등 50명(부부 동반)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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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도 주요 외교시책 토의
- 교육: 국내 정치 정세, 북한의 대남군사동향, 사회정화운동 등
- 국내 주요 유관기관 방문: 국방부, 국가안전기획부, 올림픽조직위원회 등
- 외무부 및 관련 부처와의 개별 업무협의
- 전방 및 산업 시찰
성과

- 1987년도 주요 외교목표 달성 방안 토의: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구주 순방 성과의 전 구주지역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 다변화 추진, 평화적 정부 이양에 대한 주재국 이해 심화 및 지지 확보, 19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무역흑자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계속, 유엔 가입 실현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 등 대유엔 및 비동맹 대책 등
- 시국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제고: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 현실 재확인 등
- 기타 주요 방침 시달: 공관장 책임하의 지휘감독체계 확립 강조 등

2. 동 재외공관장회의 토의 요록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음.
외무부 중동국 작성 정무관계 전체회의(3.19.) 의제별 토의 요록
외무부 구주국 작성 구주지역 그룹회의(3.20.) 토의 요록

외무부
중동국 작성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그룹회의(3.20.) 토의 요록
외무부 아프리카국 작성 제1차관보 주최 아프리카지역 그룹회의(3.20.) 의제별 토의 내용 요약
외무부 중동국 작성 제2차 종합토의(3.24.) 요록
외무부 기획관리실 작성 행정예산에 관한 토의(3.24.) 요록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7.2.12.-21. 전6권 V.1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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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7-13 / 9 / 1~261(261p)

서울에서 1987.2.12.∼21. 개최된 1987년도 제1차 재외공관장회의 기본 계획은 아래와 같음.
1. 참석 공관장(44명)
아주·미주지역 주재 대사, 주홍콩·오사카·뉴욕·로스앤젤레스·카이로 총영사

2. 주요 일정
2.12.(목)
2.13.(금)

- 제2차 및 제3차 경제관계 전체회의, 상공부장관 주최 오찬, 대통령 주최 만찬
2.14.(토)

-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정무관계 그룹회의, 평통사무총장 주최 오찬
2.16.(월)

- 제4차 및 제5차 정보 및 홍보관계 전체회의, 제5차 영사교민관계 전체회의, 문공부장관 주최 오찬
2.17.(화)

- 제6차 행정, 예산관계 전체회의, 종합토의, 폐회식, 부총리 주최 오찬, 경제 4단체장 주최 리셉션
2.18.(수)~21.(토)

- 교육(국내 정세, 사회정화운동), 장관 개별면담, 일해재단 방문, 올림픽경기장 시찰, 안기부 방문,
대덕연구단지 시찰, 국회의장 주최 오찬, 국방부장관 주최 오찬, 안기부장 주최 오찬, 올림픽조직위원장
주최 만찬, 일선장병 위문

3. 토의 의제
정무관계 전체회의

- 북한·소련 관계 강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남북대화와 한국의 외교 방향,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증진 방안,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방안, 유엔 및 비동맹 대책
경제관계 전체회의

- 국제 경제 환경과 대외경제정책 방향, 통상 진흥 및 통상마찰 예방·보호주의 동향·우루과이라운드
동향, 해외투자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 선진과학기술 도입 방안, 건설 및 인력 수출 방안
홍보·문화·체육

-1987년도 홍보활동 강화 방안, 88 서울올림픽대회 지원 방안, 문화·체육 교류 증진 방안
영사교민

-재외국민 보호육성 방안, 평화의 댐 성금 모금, 국민 해외진출 확대 방안, 영사업무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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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참배, 개회식, 제1차 정무관계 전체회의, 국무총리 주최 오찬, 외무부장관 주최 리셉션

| 87-0225 |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7.2.12.-21. 전6권 V.2 공관 건의사항 및 본부
방침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7-14 / 1 / 1~252(252p)

서울에서 1987.2.12.∼21. 개최된 1987년도 제1차 공관장회의 공관 건의 사항에 대한 본부
(관계부처 포함) 방침 및 각 공관장의 외무장관 면담 자료 현황임.
1. 관계부처 방침
문교부, 체육부, 문공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264

2. 외무부 본부 관련 각실·국·과의 방침
외교안보연구원, 총무과, 기획관리실, 아주국, 미주국, 정보문화국, 영사교민국

3. 각 공관장의 외무부장관 면담 자료
인원 및 예산
주요 현안 문제
공관 건의사항에 대한 본부 방침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7.2.12.-21. 전6권 V.3 토의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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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7-14 / 2 / 1~204(204p)

서울에서 1987.2.12.∼21. 개최된 1987년도 제1차 공관장회의 토의 요록 목차는 아래와 같음.
1. 정무관계 전체회의
2. 경제관계 전체회의

4. 영사·교민관계 전체회의
5. 예산·행정·교육관계 전체회의
6. 지역별 그룹회의
아주 지역
미주 지역

7. 지역별 소그룹회의
중남미 지역
동남아·대양주 지역
서남아 지역

8. 시책별 소그룹회의
무상원조 대책
이민 대책

9. 종합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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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문화·체육관계 전체회의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7.2.12.-21. 전6권 V.4 자료 I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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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7-14 / 3 / 1~231(231p)

서울에서 1987.2.12.∼21. 개최된 1987년도 제1차 공관장회의 브리핑 자료, 언급 자료 및
연설문 목록은 아래와 같음.
1. 브리핑 자료
대유엔 및 비동맹 관계

- 유엔 외교, 비동맹 외교, 기타 주요 국제기구 업무, 조약 및 국제법 관계 업무, 외교 사료 정리
266

홍보·문화 관계

- 홍보·문화 관계, 체육 외교
통신 보안 관계

- 국제 간 정보 탐색, 정보수집 차단, 국제 통신망의 취약성, 통신망 이용 시 유의사항, 비밀 보호,
보안 강화, 기타 운영 사항
영사교민

- 재외국민 현황, 재외국민 보호·육성, 영사 업무, 해외이주 업무, 여권 업무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 민 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직능 및 구성, 해외 지역협의회 설치 현황, 1986년 주요 업무 실적,
당면 업무, 재외공관 협조 사항
재외국민 교육

- 재외국민 교육의 목표 및 방향, 재외국민 현황, 국외 유학 업무
행정·예산 관계

- 1987년도 예산, 재외공관 예산 현황 및 운영 지침, 재외공관의 행정업무 간소화
교육·연구 계획

- 교육 훈련 및 정책 연구
경제외교 추진 계획

- 통상외교 강화, 경제협력 증진, 자원 및 기술협력 강화, 다자간 경제외교 확충

2. 언급 자료
아주그룹회의 시 모두 차관 언급 자료
홍보·문화·체육 관계 전체회의 시 장관 언급 자료

3. 연설문
대통령 격려사, 국무총리 치사
외무부장관 훈시 및 폐회사, 결의문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7.2.12.-21. 전6권 V.5 자료 II (아주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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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7-14 / 4 / 1~211(211p)

서울에서 1987.2.12.∼21. 개최된 1987년도 제1차 재외공관장회의와 관련하여 외무부 아주국이
1987.2월 작성한‘대동남아·대양주 외교 강화 대책’
(공관장회의 토의 자료)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동남아 지역 주요 관심사항
제3차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ASEAN 대화 확대 문제, ASEAN의 동남아 비핵지대안

2. 대양주 지역
주요 관심사항: 최근 소련의 태평양 진출 확대(일본의 구라나리 선언), 남태평양지역 국가 결속
강화,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ANZUS(호주·뉴질랜드·미국에 의한 태평양 공동방위체) 분열,
뉴칼레도니아 독립 문제, 미국과 남태평양국가 간 참치협상 타결, 마이크로네시아 군도 독립
호주, 뉴질랜드와의 외교 강화 방안: 기존 우호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남태평양
도서국가와의 외교 강화 방안: 대북한 우위 외교 견지를 위한 외교활동 강화, 국제 사회에서
한국 지지 기반 확충, 대남태평양 경제협력 강화, 지역협력체 참여 확대, 홍보 및 문화 교류 확대

3. 태평양 협력문제
소련의 태평양 협력체 참가: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의 Task Force 활동을 대소련 접촉 확대
기회로 활용, 추후 소련의 PECC 가입 문제 제기 시 미국, 일본, ASEAN 등 역내 주요 국가와
협의하여 대처

아세안의
HRD(인적자원개발)사업 동결: HRD 신규 사업 동결 방침이 해제될 때까지 관망, 대ASEAN
대화 추진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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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캄보디아 정세, 지도자 교체 문제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7.2.12.-21. 전6권 V.6 자료 III (미주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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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7-14 / 5 / 1~317(317p)

서울에서 1987.2.12.∼21. 개최된 1987년도 제1차 재외공관장회의 미주지역 공관별 정무 보고
자료 목록임.
1. 북미 지역
주미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268

2. 중미 지역
주바베이도스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주도미니카대사관, 주과테말라대사관, 주아이티대사관,
주자메이카대사관, 주멕시코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주수리남대사관,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3. 남미 지역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볼리비아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콜롬비아대사관,
주에콰도르대사관, 주파라과이대사관, 주페루대사관, 주우루과이대사관, 주베네수엘라대사관

특별공관장 회의, 1987년도. 서울, 1987.11.30.-12.3.
전3권 V.1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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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홍보과

MF번호

2017-14 / 6 / 1~297(297p)

외무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최 예정인 1987년도 특별 공관장회의 기본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회의 일정
11.30.~12.2. 회의
12.3. 대통령 예방
12.4.~7. 산업 시찰 등

대사 및 1987년도 정기 공관장회의 참석 총영사
1987.8.1. 이후 부임 공관장, 교체 예정 공관장, 1987.8.1. 이후 정무 협의차 일시귀국 공관장 제외

3. 공식 연회
대통령 만찬
국회의장 오찬, 국무총리 오찬 및 외무부장관 리셉션

4. 회의 의제
평화적 정부 이양 및 국내 정세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이와 관련한 남·북 회담
안보 정세 및 남북대화
통상 현안 및 교민 육성·보호
제5공화국의 외교 성과 점검 및 1988년 이후의 국제 정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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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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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관장 회의, 1987년도. 서울, 1987.11.30.-12.3.
전3권 V.2 토의록 및 공관건의

| 87-023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홍보과

MF번호

2017-14 / 7 / 1~162(162p)

1987년도 특별 재외공관장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
1. 회의 개요
회의 및 공식 일정: 11.30.~12.3.
전방 및 지방 시찰: 12.4.~7.

참석자:
아주, 미주, 구주, 중동·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85명(부부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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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일정
제5공화국의 외교 성과 평가
1988년도 평화적 정부 이양 및 88 서울올림픽 대비
국내외 정세 및 북한 정세 분석
지역별 정세 분석 및 대처 방향 검토
교육 일정: 국내 정세, 북한 정세, 국내 경제 현황, 대외 홍보 대책 등
전방 시찰

3. 관련 자료 목록
동 회의 지역별 회의 시 제기된 공관장들의 건의사항
동 건의사항 중 문공부 소관 사항 처리 계획
동 회의 시 대통령 격려사 및 연설문 등

- 대통령 격려사, 국무총리 치사
- 외무부장관 훈시, 개·폐회사, 리셉션 인사
외교안보연구원장의 아주지역 그룹회의 모두 언급 사항

특별공관장 회의,1987년도. 서울, 1987.11.30.-12.3.
전3권 V.3 자료

| 87-023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홍보과

MF번호

2017-14 / 8 / 1~360(360p)

1987.11.30.∼12.3. 개최 특별 공관장회의 관련 자료 목록임.
1. 지역별 회의 자료
2. 공관장 면담 자료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터키

브리핑 자료(주요 외교 성과)
홍보대책 및 88 서울올림픽(제2차 전체회의)
경제외교 추진계획(제3차 전체회의)
지역회의 자료(아주지역)
지역회의 자료(구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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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 공관장회의 자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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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4차.
Washington, D.C., 1987.4.28.-29.

| 87-023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7-15 / 1 / 1~260(260p)

미 국무부의 1987.4.10.자 제의에 따라 한·미 간 연례 제4차 소련관계 실무자회의가 4.28.~29.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개최됨.
1. 양측 참석자
한국 측: 조창범 동구과장 외 실무자,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미국 측: M. Parris 미 국무부 소련과장 외 관계관 및 소련관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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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 의제
소련의 남·북한 관계 및 88 서울올림픽에 관한 입장
고르바초프의 1986.7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이후 소련의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정책
미국·소련 관계 및 군축 문제
소련 국내 정세 및 경제 상황

3. 회의 결과
한국 측 설명 요지

- 최근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국 측 평가, 한·소련 비정치 분야 교류 추진 현황 및 전망
- 소련·북한 간 관계 긴밀화 동향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 측 평가
- 소련 및 동구권 국가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전망에 대한 한국 측 평가
-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적극화 동향과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 대한 한국 측 평가
미국 측 평가

- 소련의 대한반도 기본 입장: 김일성 사망 또는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에 새로운 정세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입장 유지 전망, 비정치적 교류 이상의 새로운 정책 검토 가능성 희박
- 88 서울올림픽 문제: 현 대내외 정책 노선에 비추어 소련의 올림픽 참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
- 한국의 대소련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 시각: 한국의 대소련 교류 증진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
- 한·소련 교류와 미-북한 접촉 문제: 한·소련 간 접촉 수준을 벗어나는 미·북한 접촉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미 간 입장 일치
- 소련·북한 관계와 한반도: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대소련 경도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소련은 북한의 모험주의를 견제코자 노력 중
- 소련의 대내·외 정책: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 관료층 내 보수 세력의 저항에 따라
개혁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

4. 성과
한국의 대소련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한 미국의 측면 지원 및 협조 분위기 제고
소련 국내 정세를 비롯한 대아시아 정책, 대한반도 입장 등 대외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미국
측의 시각 파악

한·미
간 소련관계 실무자회의 정례 개최 필요성 재확인 및 소련 관계 자료, 정보 교환을 위한 협조
체제 강화 합의

소련 문제에 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 및 미국 측의 관심을 고려하여 미국 측이
비공식 타진해 온 차기 소련관계 실무자회의의 1987.11월경 서울 개최를 수락하도록 추진

남북대화
문제에 관한 한·미 간의 인식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의 남북대화 입장 및 북한의
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미·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 조치에 따른 향후 미·북한 접촉 확대 가능성과 관련하여 한·소련
교류 수준에 대한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 소지 불식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미·북한 접촉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논리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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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의 사항

태평양 연안국가 협력회의(A Conference on
the Pacific Rim), Los Angeles, 1987.10.14.-16.

| 87-023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태평양특별반

MF번호

2017-15 / 2 / 1~55(55p)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987.7.14. 로스앤젤레스에서 10.15.~16. 개최 예정인 태평양연안국협력회의에
아래와 같이 대표단 파견을 건의함.
캘리포니아 Deukmejian 주지사는 태평양 연안국가 간 경제, 문화 교류 강화를 위한 회의
(A Conference on the Pacific Rim)를 개최할 계획으로 한국의 고위공무원, 경제단체장, 학자
및 총영사 등 대표단 참가를 요청함.
캘리포니아주는 태평양연안국에 대한 미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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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중으로 동 회의에 한국의 대표단 파견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7.10.2.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적격인사를 선정하여 참석을 권유했으나, 동 회의 참석이 어려운 실정임.
회의 주최 측에 대표단을 파견치 못하는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총영사가 동 회의에 참석하고
결과 보고 바람.

3.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987.10.19. 동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5개국 대표단, 한국은 김기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참석
회의 의제(3분과)

- 투자의 이동, 상품 및 용역의 이동, 인적, 사고(Ideas) 및 지식의 이동
평가

- 동 회의는 아·태지역의 투자, 교역, 문화, 교육에 관한 현안 문제에 치중하고, 역내 기구화 등 체제
문제는 논의치 않음.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한 우려 및 대책이 주요 관심사였으며, 자유무역주의의 증진을 기초로
각국이 상응하는 능동적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 대표단은 미국 측으로부터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한국 시장개방정책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정부의
한·미 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반 조치를 설명하여 미국 측의 인식을 제고함.
관찰 및 건의

- 다수 참가국은 아·태 협력의 가능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협력기구 설립 등 기구화 문제에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음.
- 특히 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은 현재 동 기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협력체 구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새로운 협력체 구성 논의 자체를 회피함.
- 한국의 대태평양협력 문제는 ASEAN의 협력체 구성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협력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ASEAN 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국가와의 쌍무관계 증진에 보다 치중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태평양시대의 지역협력 국제심포지엄, 서울,
1987.11.23.-25.

| 87-023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태평양특별반

MF번호

2017-15 / 3 / 1~53(53p)

외무부 태평양특별반(태특반)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남남협력 국제학술회의의 1987.11.23.~26.
서울 개최를 추진함.
1. 회의 개요
형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주최, 외무부 후원
주제: 태평양시대의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 in the Pacific Era)

참가
범위: ASEAN(동남아국가연합), 피지,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저명 학자 및 정부 인사, 한국의

- 6개 분과 세미나(무역, 투자, 인적 자원과 기술, 개별 국가와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문제, 안보 협력
문제, 종합 토론) 및 산업 시찰
학술회의의 방향 및 성격

- 발표 논문 주제 선정 시 일반론적 주제를 지양하고, 무역, 투자, 인적 자원 및 기술 등 주요 분야를 심층
취급함으로써 역내 경제협력 문제에 관한 전문분야별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되도록 유도
- ASEAN 제국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주요 국가의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의견 반영
- 중국(구 중공)의 1986.11월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가입에 따라 태평양협력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타진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한·중 교류 추진의 일환으로 중국을 초청 대상에
포함
- 고르바초프의 1986.7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이후 소련의 본격적인 역내 진출 움직임과 관련하여
향후 역내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의 및 전망

2. 동 회의 개최를 위한 제반 준비 조치 내용임.
국내·외 초청자 명단 작성
박쌍용 외무부차관 주최 11.24. 리셉션 초청장 작성
박수길 제1차관보의 환영사 작성

- 21세기 태평양시대와 경제적 성과에 의한 세계의 중심 이동 전망: 일본, 신흥공업국, ASEAN, 중국 등의
기여
-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지역협력 증진의 필요성
- 한국의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제반 역할 수행 성과 및 향후 노력
외무부와 연세대 간의 7.22. 회의 개최 지원계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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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정부, 경제계 인사
주요 일정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5차. 서울,
1987.7.29.-30.

| 87-023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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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본 협력위원회는 1987.4.10. 외무부에 동 위원회 제25차 합동회의가 7.29.~30. 서울에서 개최
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함.
2. 외무부 동북아1과가 1987.6.27. 작성한 동 제25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준비 보고서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일본 측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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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가와 다카시 일·한 협력위원회 이사장 외 24명(의원 11명, 재계 인사 10명 등)
협력위원회 측 요망 주요 일정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조찬, 국립묘지 참배, 한·일 협력위원회 주최 만찬 등
외무부 관련 건의 사항

- 대통령 메시지(개회식 시 국무총리 대독)
- 국무총리 예방 주선(1985년 기시 전 수상 방한 시 대통령 예방)
- 외무부장관 주최 조찬: 7.30.
기타

- 공항 귀빈실 주선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1987.6.8.-12. 전5권
V.1 사전준비 I (1984-87.5.24.)

| 87-0237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15 / 5 / 1~375(375p)

U San Yu 미얀마(구 버마) 대통령이 1975.5월 양국 수교 후 최초로 1987.6.8.~12. 국빈 방한한
바, 동 방한 추진 관련 경과임.
1. 방한 경위
주미얀마대사는 1984.2.7. 동 대통령이 1984년 상반기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
했음을 보고하고, 주일대사관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외무부는 주일본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건의하고 1984.2.11. 대통령 재가를 득함.

이상열
신임 주미얀마대사는 2.14. 동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 시 동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전달하는 한편 외무장관에 대한 서한을 통하여 초청 의사를 별도로 전달함.
 Chit Hlaing 외상은 6.4. 이 대사에게 미얀마 정부는 7.1.~11.로 예정된 동 대통령 일본 방문
U
계기에는 한국 방문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언급하고, 한국 측의 방한 초청을 원칙적으로
수락하였음에 따라 추후 추진 계획임을 설명함.
정부는 양국 정부 고위 인사의 방문 계기에 동 대통령 초청 의사를 전달해온 바, 1987.2.25.
U Ye Goung 외상은 이임 인사차 예방한 주미얀마대사에게 동 대통령이 1987.6월 중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음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함.

정부는
5.25. 동 대통령의 방한 계획을 공식 발표함.

2. 방한 준비
동 대통령 방한이 1987.6.8.~12.로 결정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비함.

- 대한항공 전세기 이용, 호텔 투숙, 수행원에 대한 경비 부담 문제, 방한 일정 등 의전 사항
- 회담 의제, 공동 성명서 문안, 방문자 인적 자료 등
동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주미얀마대사관 보고서를 토대로
관계 부처 및 미얀마 진출 한국 업체 간 협의를 거쳐‘대미얀마 경제협력 방안’
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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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을 통하여 동 사실을 확인함.

외무부는
동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계기에 한국 방문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정상외교를 통해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1987.6.8.-12. 전5권
V.2 사전준비 II (1987.5.25.- 6.7.)

| 87-0238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15 / 6 / 1~377(377p)

U San Yu 미얀마(구 버마) 대통령의 1987.6.8.~12. 국빈 방한 관련 사전 준비 관련 사항임.
1. 의전 사항
외무부는 일정, 선물 준비, 회담 배석자, 숙소 배치 등 환영·송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함.
대통령 방한 시 사용할 전세기를 제공하는 대한항공 사전 답사팀이 미얀마를 방문하였으며,
미얀마 선발팀이 방한하여 행사 현장 답사 등과 함께 준비 사항을 협의함.
278

2. 회담 의제 등 협의
정상회담 의제

- 국제 및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통상 및 한국 기업 진출 문제,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
대통령 방한 시 발표할 대미얀마 무상원조 계획과 관련하여 주미얀마대사와의 협의 후 1987년도에
12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공동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17개 항의 초안을 미얀마 측에 제시하여 협의한 바, 미얀마
측은 한국 측 안에 포함된 랑군 사건 언급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함.

만찬사,
도착성명 관련 미얀마 측 안이 전달됨.

대통령
방한 계기 외무, 국방, 경제장관 회담 등 양국 각료회의 개최를 추진함.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1987.6.8.-12. 전5권
V.3 공동성명서

| 87-0239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15 / 7 / 1~183(183p)

U San Yu 미얀마(구 버마) 대통령의 1987.6.8.~12. 국빈 방한 시 발표 예정인 양국 공동성명
문안에 대한 사전 교섭 경과임.
1. 한국 측 문안
정상회담 개최, 아웅산 테러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미얀마 정부의 관련 협력 제공에 사의 표명,
주한 미얀마 상주공관 설치, 상호 협력관계 증진, 남북대화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한 미얀마의 지지

과정에서 방문 성과를 국내적으로 최대한 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테러행위
관련 언급을 추가함.

2. 양국 간 문안 조정
서울에서 6.8. 외무부 아주국장과 미얀마 외무부 정무총국장 간에 조항별 문안 조정 문제를
협의함.

- 미얀마 측은 한국 측 문안 중 아웅산 테러 관련 북한 명시, 88 서울올림픽 개최, 상주 대사관 설치,
유엔 가입, 공동위 설치 등의 조항의 삭제 또는 상이한 표현의 문안을 제시함.
정부는 동 대통령 방한 시한이 촉박함을 감안하여 미얀마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아래
일부 문안을 삭제 내지 수정하여 합의함.

- 북한에 의한 아웅산 테러사건, 유엔 가입, 88 서울올림픽 개최 등

3. 최종 합의문
양국은 6.12. 총 17개 항으로 구성된 아래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랑군 사건(아웅산 테러)에 대한 미얀마 측의 위로 및 애도 표명, 남북대화 관련 한국 입장 설명, 미얀마의
남북한 대화 지지 확인, 남남협력 정신에 입각한 개도국 간의 경제협력 추진 등
한국 언론은 한·미얀마 양국이 호혜협력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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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7개 항으로 구성됨.

아웅산
테러 관련 사항은 미얀마 측 입장을 고려하여 1차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부 협의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1987.6.8.-12. 전5권
V.4 결과 및 후속조치

| 87-0240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15 / 8 / 1~234(234p)

U San Yu 미얀마(구 버마) 대통령의 1987.6.8.~12. 국빈 방한 시 양국 간 외무장관회담 및 후속
조치 관련 사항임.
1. 외무장관 회담
최광수 장관과 우애가웅 장관 간의 6.9.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얀마 측은 미얀마 1차산품의 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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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요청함.
양측은 한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 유엔에서의 협력 등 문제에 관하여 협의함.

2. 대통령의 자동차 기증
전두환 대통령 개인 명의로 동 대통령에게 국산 자동차 10대를 기증함.

3. 후속 조치
외무부에서 6.24. 확정한 후속 조치 주요 내용임.

- 외무부장관의 미얀마 방문 추진, 주한 미얀마 상주공관 설치 추진
- 미얀마 경제사절단 방한 권유 및 기술 협력 확대
- 한국어 연수생 초청, 축구팀 미얀마 방문, 태권도 교관 파견
주미얀마대사는 아래와 같이 관련 교섭을 시행함.

- 외무장관을 7.15. 면담하고 부수상이 인솔하는 경제사절단 방한 및 한국 외무부장관 미얀마 방문 등을
협의함.
- 경제담당 부수상을 7.22.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미얀마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운영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제1공업장관을 7.24. 면담하고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봉제업체들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정부에 대해 EDCF(경제개발협력기금) 자금을 미얀마 에너지 및 교환기 교체 사업을 위해 지원할 것을
건의함.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1987.6.8.-12. 전5권
V.5 자료

| 87-0241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15 / 9 / 1~483(483p)

U San Yu 미얀마(구 버마) 대통령의 1987.6.8.~12. 국빈 방한 시에 개최된 각종 행사 관련 자료 및
언론보도 내용임.
1. 정상회담 자료
미얀마 현황, 대통령 인적 사항, 국제 정세, 한·미얀마 관계
정상회담 진행 방안과 차중 양국 정상 간 대화 자료
281
대통령 만찬사 및 미얀마 대통령의 답사

- 대통령 만찬사: 방한 환영, 정부 수립 이후 미얀마의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 남남협력 정신에 기초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만족 표명 및 증진 희망, 북한의 무력통일 정책 및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미얀마의
88 서울올림픽에 참가 희망 등
- 미얀마 대통령 답사: 1975년 국교 수립 후 양국 관계 발전에 만족, 한국의 발전에 대한 경의 표명,
군비축소 촉구 등
미얀마 대통령의 서울 도착 성명서

3. 영부인 관련 자료
미얀마 대통령 부인과의 차중 대화 자료 및 면담 자료

4. 외무장관 면담 자료
6.9. 개최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로 정상회담 자료 내용과 동일

5. 홍보 및 언론보도
AFP, UPI는 서울발 기사로 미얀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발표를 보도하였으며,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 대통령의 동국 방문 초청을 수락하였다고 보도함.

한국
언론들은 양국 대통령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며, 미얀마 언론들은
논평 없이 방문 사실 위주로 보도함.

주미얀마대사관은
미얀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 한국 영화 상영 등 한국을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시행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만찬사 등 연설문

Garrett Aillon, Julio 볼리비아 부통령 방한,
1987.7.9.-14. 전2권 V.1 기본문서

| 87-024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15 / 10 / 1~173(173p)

볼리비아 Garrett Aillon 부통령이 1987.7.9.~14.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방한 추진 경위
주볼리비아대사는 북한의 주재국에 대한 수교 및 통상대표부 설치 활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Garrett 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동 부통령은 상원의장 재임 당시 1984.7월 방한한 친한 인사로 정부는 친한 인사와의 유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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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북한의 대볼리비아 활동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항공료 일부 및 체재비 한국 측 부담 조건으로
1987.4.9. 동 초청을 결정함.

노신영
국무총리 명의 동 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5.15. 송부함.

2. 외무부는 1987.7.3. 볼리비아 부통령 방한 계획 관련 아래 보도 자료를 발표함.
J. Garrett Aillon 볼리비아 부통령이 국무총리 초청으로 공식 방한함.
동 부통령은 방한 중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임.

3. 전두환 대통령의 볼리비아 부통령 접견(1987.7.13.) 및 동 부통령의 이한기 국무총리와의 회담
(1987.7.10.) 결과 요지임.
대통령 접견

-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동 부통령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의지 및 한국의 경제 발전 업적을
평가함.
- 통상·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양국 간 실질관계 강화 방안 및 대볼리비아 기술전수 방안을 논의함.
-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함.
국무총리 회담 시 동 부통령의 언급 내용

- 헌법 규정에 따라 자유, 평화, 질서를 실현해 나가는 한국의 모범적 민주화 발전을 평가함.
- 볼리비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협조하고 있는 바, 북한과의 수교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의 맹방관계 유지를 희망함.
- 볼리비아 거주 한국 교민 보호 및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이민 문호 개방 입장을 확인함.
-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볼리비아도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 예정임.

4. 주볼리비아대사는 1987.7.28. 동 부통령이 체한 중 대통령과 총리의 후대에 감사를 표하는 전문을
타전해 왔음을 보고함.

Garrett Aillon, Julio 볼리비아 부통령 방한,
1987.7.9.-14. 전2권 V.2 영접준비 및 자료

| 87-024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16 / 1 / 1~264(264p)

볼리비아 Garrett Aillon 부통령의 1987.7.9.∼14. 방한 준비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87.6.25. 총무처에 볼리비아 부통령에 대한 서훈을 아래와 같이 추천함.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에의 기여를 감안, 수교훈장 광화대장 서훈 추천
총무처는 7.11. 외무부에 수교훈장 광화대장 서훈 결정을 통보

2. 외무부는 1987.6.25. 주볼리비아대사에게 동 부통령 방한 관련 양국 간 현안 문제 및 주요 면담 의제,

3. 외무부 의전실은 1987.7.2. 및 7.6. 볼리비아 부통령 방한 관련 아래 영접 계획을 외무부장관 및 국무
총리에게 각각 보고함.
영접 준비 사항, 공식 체한 일정,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자료 등

4. 외무부 미주국은 7월 대통령의 Garrett 볼리비아 부통령 접견 관련 아래 내용의 자료를 작성함.
인적 사항, 수행원 명단, 방한 관련 사항, 언급 사항, 주요 현안, 참고 자료 등

5. 외무부 미주국은 7.10. 아래 내용의 총리 회담 자료를 작성함.
부통령 인적 사항, 볼리비아 개관, 방한 및 회담 관련 사항
언급 요지

-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대한 만족 표명
- 한·볼리비아 경제기술협력협정에 기초한 양국 실질관계 증진 희망
- 한국 교민에 대한 배려 및 이민 접수 확대 요청
-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 대북한 관계 자제 요청
- 한반도 최근 정세와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설명
볼리비아 측 거론 예상 사항

- 한국의 대볼리비아 경제협력 증진, 한국 기업의 대볼리비아 합작투자 및 제3국 공동 진출
- 한·볼리비아 공동위 제2차 회의 개최, 볼리비아 안데얀 대학에 대한 한국의 재정 지원 등
현안 문제

- 북한의 대볼리비아 수교 활동 대처, 주요 인사 방한 초청, 무상원조 및 경제관계 협정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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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측 거론 예상 의제 등에 대한 보고를 지시함.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987.9.8.-18. 전5권 V.1 사전 준비

| 87-024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16 / 2 / 1~294(294p)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의 1987.9.8.~18. 방한 관련 사전 준비 내용임.
1. 방한 경위
대통령 특사로 1986.8.7. Barco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김만제 특사는 대통령의 방한 초청 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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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함.
Barco 대통령은 1986.9.18.자 대통령에 대한 답신 친서로 동 방한 초청을 수락함.
주콜롬비아대사는 1987.1.21. 콜롬비아 외상대리 및 대통령 수석보좌관 면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Barco 대통령이 1987년 하반기에 한국, 일본 및 중국(구 중공)을 공식 방문할 계획임.
- 콜롬비아 측은 한국 정부가 8~10월 초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양국 간 협의를 거쳐 동 방한 일정이 1987.9.8.~10.로 결정됨.

2. 사전 협의
체한 일정, 의제 협의, 공동성명서 문안 작성 및 교섭, 각종 연회 시 연설문안 작성,‘경제, 통상,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한·콜롬비아 외무장관 간의 합의의사록’문안 내용 관련 교섭이 진행
됨.

공동성명서는
양국 간 혈맹 우의관계, 콜롬비아의 6·25 참전에 대한 사의 표명, 남남협력 차원에서
양국 간 번영 및 공동협력 강화 기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양국 대통령 임석하에 양국 외무차관이
서명하기로 합의함.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987.9.8.-18. 전5권 V.2 결과 및 후속 조치

| 87-024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16 / 3 / 1~275(275p)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의 1987.9.8.~18. 방한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임.
1. 방한 결과
Barco 대통령은 미국 앵커리지 경유, 한국에 도착한 후, 비행 중 심한 복통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복막염으로 판명되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요양을 하게 됨으로써 방한 기한인
9.10.을 경과하여 9.18.까지 체류함.

이에
따라 양국은 정상회담을 제외한 여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외무차관 회담
후 양국 간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Barco 대통령의 회복에 따라 9.17.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공동성명서에 서명함.

- 콜롬비아 정부는 70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방어무기 구입 희망을 표명하였으며, 콜롬비아 측은 대서양·
태평양을 연결하는 수송로 건설 계획을 설명함.
-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와 국경 분쟁 중에 있음에 따라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대전차 미사일 등
한국 장비를 구입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대전차 미사일은 한국 제조품이 아니며 한국이 양국과 공히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및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내부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결정함.

2. 후속 조치
주한 콜롬비아대사는 9.21. 외무부차관을 면담하고, 콜롬비아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감사서한
전달을 요청하면서 한국산 무기 구입과 유엔군 사령부에 콜롬비아 연락장교 1인 배속을 희망함.

합의의사록에
따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협상 개시, 한국 전문가 파견 및 콜롬비아 연수생 초청,
기술개발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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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방장관 회담, 국립묘지 헌화, 국회회담 등의 일정을 추진하고 2차에 걸친 외무차관 회담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987.9.8.-18. 전5권 V.3 자료Ⅰ

| 87-024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16 / 4 / 1~231(231p)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의 1987.9.8.~18. 방한 관련 준비 자료임.
1. 콜롬비아 현황 자료, 의전 행사 자료, 양국 간 협력 현황 및 현안 관련 자료(원조, 농수산, 통상, 광업
등), 정상 만찬 만찬사, 차량 이동 시 발언 자료, 영부인 면담 자료, 의전행사 진행 세부 자료
2. 정상회담 관련 자료
286

콜롬비아 현황, 세계 정세, 동북아 정세, 중남미 정세 등 기본 참고자료
정상회담 의제 제기 예상 의제 관련 관계부처 현안 자료

만찬사
및 정상 대화 자료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987.9.8.-18. 전5권 V.4 자료Ⅱ

| 87-024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16 / 5 / 1~231(231p)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의 1987.9.8.~18. 방한 관련 준비 자료임.
1. 영부인 면담 자료, 차중 대화 자료, 국무총리의 Barco 대통령 예방 자료
2. 외무차관회담 관련 자료
콜롬비아 개황, 국제 및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자료, 의제별 발언 요지
양국 차관이 서명한 협력 합의의사록 및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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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987.9.8.-18. 전5권 V.5 언론보도

| 87-0248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16 / 6 / 1~70(70p)

1.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의 1987.9.8.~18. 방한과 관련하여 방한 일자 공동발표에 대해
양국 간 교섭에 따라 8.28. Barco 대통령 방한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한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공식 방문하며, 1962.3월 양국 외교관계 수립 후 최초의 콜롬비아 대통령의
방한임.

남미
대륙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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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와 관련한 언론 반응은 아래와 같음.
국내 언론들은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 확대 등 양국 관계 발전에 합의하였음을 보도함.
콜롬비아 대통령 입원과 관련하여 외무부 대변인은 Barco 대통령 입원에 따른 경과를 발표문
형식으로 언론에 브리핑한 바, 로이터 등 외신들도 동 대통령의 와병 소식을 보도하였으며 콜롬비아
언론들도 대통령의 입원 및 수술을 주요 소식으로 보도함.

주콜롬비아대사관은
콜롬비아 유력지 및 방송 기자들을 만찬에 초청하여 대변인 발표문과 자체
제작한 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홍보 활동을 시행한 바, 콜롬비아 언론은 대통령 방한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보도함.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의전], 1987.9.8.-18. 전4권 V.1 기본 문서

| 87-024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16 / 7 / 1~241(241p)

콜롬비아 Virgilio Vargas Barco 대통령이 1987.9.8.∼18. 방한함.
1.	Londono 외상은 1987.6.5. 박건우 주콜롬비아대사에게 Barco 대통령의 9.7.~10. 방한을 제의하고
한국 정부의 수락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온 바, 주콜롬비아대사는 정부 지시에 따라 6.10. 주재국 외무
차관에게 동 방한 수락을 통보함.
콜롬비아 외무성 의전장은 7.13. 박건우 대사 면담 시 주재국 사정으로 한국과 중국 방문 일정을

- 환영식, 국립묘지 현충탑 헌화, 대통령 예방 및 정상회담,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 및 민속공연(9.8.),
국무총리 접견,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헌화,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서울대
방문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 럭키금성 시찰, 주한 콜롬비아대사 주최 리셉션(9.9.), 대통령 내외분에
대한 작별 예방, 환송식(9.10.)
Barco 대통령은 9.3. 전국 라디오 및 TV 방송을 통해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 시 파병을
통해 분쟁 종식에 공헌하였으며, 한국과는 많은 협력 분야가 잠재함에 따라 방문 결과를 낙관한
다고 발표함.

2. 주앵커리지총영사는 1987.9.7. Barco 대통령이 복통으로 앵커리지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고, 장거리 여행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동 대통령 일행을 영송
했음을 보고함.
3. 동 대통령은 1987.9.8. 서울대병원에 긴급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바, 주콜롬비아대사대리는 9.9. 동
대통령의 신병 및 수술 경위와 관련하여 주재국 언론은 서울 특파원 취재 내용을 포함하여 중대 소식으로
보도 중임을 보고함.
4. 국무총리 내외는 1987.9.17. 동 대통령을 문병한 바, 동 대통령의 퇴원 후 체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대통령 내외 예방,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 서명(9.17.)
서울대 명예박사학위 수여, 이한(9.18.)

5.	주콜롬비아대사대리는 Barco 대통령이 1987.9.18. 주재국 국민에 대한 라디오 및 TV 방송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 덕분에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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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씩 단축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9.8.~10. 방한 일정을 제시함.

외무부는
7.16. 아래 동 대통령 방한 일정을 제시하도록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지시함.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의전], 1987.9.8.-18. 전4권 V.2 영접준비

| 87-025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16 / 8 / 1~237(237p)

외무부 작성 콜롬비아 Virgilio Vargas Barco 대통령 내외의 1987.9.8.∼18. 공식 방한 계획 보고서
요지임.
1. 대통령 약력
2. 수행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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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외무차관 등 공식수행원 14명 포함 총 39명

3. 영접 준비 사항
영예수행

- 외무장관, 주콜롬비아대사, 의전장
기념우표 등 기념품 제작
훈장 교환

- 한국 측은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
- 콜롬비아 측은 한국 대통령에게 보이아까 훈장 수여

4. 체한 공식 일정(안)
서울공항 도착, 환영식, 국립묘지 현충탑 헌화,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정상회담,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만찬 및 민속공연(9.8.)

국무총리
내외 접견, 서울대 방문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경제4단체장
공동주최 오찬, 대우자동차 시찰,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헌화, 안보전시관 시찰, 기자회견,
콜롬비아 대통령 주최 리셉션(9.9.)
대통령 내외에 대한 작별 예방, 환송식, 이한(9.10.)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의전], 1987.9.8.-18. 전4권 V.3 일정

| 87-025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16 / 9 / 1~194(194p)

외무부 작성 콜롬비아 Virgilio Vargas Barco 대통령의 1987.9.8.∼18. 방한 중 입원 가료에
따른 관련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Barco 대통령은 1987.9.8. 도착 직후 진료 결과 복막염으로 판명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함.
2. 수술 후 병세는 계속 호전 중이며, 10여 일간의 입원 가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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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약속하고, 유엔 총회 중 한·콜롬비아 외무장관회담 개최에 합의함.
4. 양국 외무차관 간의 1987.9.8. 회담 시 경제, 통상,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5. 양국 국방장관 간의 1987.9.9. 회담 시 방산 협력 등 군사협력 문제를 협의함.
6. 양국 국회 외무위원장 간의 1987.9.9. 회담 시 의회 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함.
7. 콜롬비아 대표단은 1987.9.9. 국립묘지 헌화,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참석,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헌화
등의 일정을 가짐.
8. 동 대통령 입원에 따른 일정 변경에 따라 양측은 공동성명 문구 수정 후 1987.9.11. 서명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콜롬비아 외무장관의 1987.9.8. 외무부장관 예방 시 외무부장관은 동 대통령의 쾌유를 위한 모든

Barco Vargas, Virgili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의전], 1987.9.8.-18. 전4권 V.4 자료

| 87-025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16 / 10 / 1~254(254p)

콜롬비아 Virgilio Vargas Barco 대통령의 1987.9.8.∼18. 방한 준비 관련 각종 문서 및 자료
현황임.
1. 각종 행사장 배치도
2. 수행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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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설명 등 참고 자료(영문)
4. 주한 콜롬비아대사관의 8.24. 및 9.4.자 외무부에 대한 Memorandum(비망록)
5.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헌화 행사 관련 9.3.자 외무부의 주한 칠레대사관 등 관련 공관에 대한
동 행사 참석 요청 외교 공한
6. 기본 차량 대형
7. 외빈 차량 배차 계획

Ahmed Abdallah ABDEREMANE 코모로 대통령
방한, 1987.4.6.-9.

| 87-025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17 / 1 / 1~349(349p)

Ahmed Abdallah Abderemane 코모로 대통령의 1987.4.6.~9. 한국 방문 결과임.
1. 방한 경위
코모로 대통령은 1986.12월 겸임국 코모로를 방문한 주프랑스대사에게 1987.4월 중 동북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이 있음을 언급하고 동 계기에 한국 방문을 희망한 바, 정부는 동 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을 결정함.

코모로는
1983년 랑군 테러사태와 관련하여 1983.12월 북한과 단교하여 한국과 단독 수교 상태임.

대통령 예방 및 정상회담, 국무총리 접견, 기업 및 올림픽 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코모로 측은 양국이 발표할 공동성명서 문안에 분쟁 지역인 Mayotte 도서의 코모로 귀속에 대하여
한국이 코모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나, 정부는 Mayotte
도서 주민들이 코모로에의 귀속을 반대하고 있는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입장 포함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 표명을 유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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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io Nicolle, Roberto 과테말라 부통령 방한,
1987.4.8.-12.

| 87-025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17 / 2 / 1~392(392p)

Roberto Carpio Nicolle 과테말라 부통령의 1987.4.8.~12. 방한 결과임.
1. 방한 경위
주과테말라대사의 1986.8.28. 동 부통령 예방 시 부통령은 1987.3월말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계획을 언급하고, 동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정부는 주과테말라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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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통령 방한 초청 건의를 수락함.

국무총리
명의의 1987.3.13.자 방한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며, 4.2. 관련 보도 자료를 발표함.

2. 방한 준비 및 관련 협의
인적 사항 및 의전 자료 작성, 방한 시 협의할 토의 의제를 준비함.
과테말라 측은 양국 간 경제기술협정 서명, 한국 기업의 파라과이 투자 촉진 및 차량 무상원조를
희망함.

3. 방한 결과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및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 훈장 서훈,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한국 업체와의 간담회, 기업체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동 부통령은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과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동 방한을 통해 양국 간 실질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4. 관련 자료
동 부통령 귀국 후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송부한 감사 편지 및 선물
국무총리 만찬사

- 과테말라의 발전 축하, 과테말라의 77그룹 의장국 피선 및 중미지역의 평화 달성을 위한 주도적 노력에
대한 평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지지 당부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기대
대통령 및 국무총리 면담 자료

말레이지아 전 국왕 및 부국왕 방한

| 87-0255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17 / 5 / 1~111(111p)

말레이시아 전 국왕 등 말레이시아 왕족의 1985~87년 한국 방문 현황임.
1. Haji Ahmad Shah 전 국왕(파항주 왕): 1985.5.14.~22.
한국에서 5.19.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 아시아 예선 한·말레이시아전을 참관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축구협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함.
정부는 동인이 전 국왕임을 고려하여 5.16. 대통령 주최 오찬 등 일정을 주선함.
말레이시아 부수상 및 외상(말레이시아 축구협회 부회장)도 동 시기에 방한함.

말레이시아 하키연맹회장 자격으로 한국에서 9.24. 개최되는 제1차 아시안컵 여자하키선수권대회
말레이시아·일본전 참관을 위하여 방한함.
정부는 의전상 예우를 제공함.

3. Azlan Shah 부국왕 겸 Perak주 왕: 1986.4.26.~30.
비공식 방한함.
정부는 의전상 예우를 제공함.

4. Azlan Shah 부국왕 겸 Perak주 왕: 1986.9.19.~30.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안게임에 참관하기 위하여 방한함.
정부는 동인이 차기 국왕에 오를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면담을 추진함.

5. Syed Putra 전 국왕: 1987.6.6.~13.
비공식 방한함.
정부는 입출국 편의 제공, 일정 주선 등 적절한 의전 예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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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zlan Shah 부국왕 및 Perak주 왕: 1985.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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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ANENDRA Bir Bikram Shah 네팔 왕제
방한, 1987.6.30.-7.6. 전3권 V.1 기본문서

| 87-025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17 / 6 / 1~337(337p)

네팔 Gyanendra 왕제(王弟)가 1987.6.30.~7.6. 아래와 같이 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주네팔대사는 1987.3월 동 왕제가 7월 중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하고 동 왕제는 네팔 국내 정치에서
국왕 다음의 영향력 있는 인사로서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방한 초청을 건의함.
외무부는 3.4. 국무총리 명의 방한 초청 재가를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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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아넨드라 네팔왕국 왕제 방한계획 보고’자료(87.6.23.)는 아래와 같음.
방한 초청 경위, 방한 의의, 총리회담 의제 및 배석자
왕실과의 친교를 통한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서남아지역에서의 대북한 우위 확보, 남남협력
정신에 입각한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협력 추진

3. 네팔 왕제의 방한 관련 아래 요지의 보도 자료(87.6.25.)를 발표함.
이한기 국무총리 초청으로 네팔 기아넨드라 왕제가 공식 방한함.
양국 간 공동관심사와 우호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임.
금번 방한이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실질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함.

4. 한·네팔 외무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아래 보도 자료(87.6.30.)를 배포함.
최광수 장관과 우파디아야 장관은 국제 정세, 지역 정세 및 양국 공동 관심사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함.

한국
측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을 설명하고, 유엔 및 비동맹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네팔의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네팔 경제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협조를 요망함.

네팔
측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지역 분쟁에 대한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무상원조 및 대외협력
기금 지원을 위한 검토를 요청함.

5. 종합 평가
대통령 예방 시 동 왕제는 국내 정세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함.
동 왕제는 비동맹,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88 서울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 파견을 약속함.

네팔
측의 군수 분야 협력 희망에 대해서는 주변국 관계 등을 참작하여 신중히 대처함.

6.	네팔 왕제는 주네팔대사를 통해 1987.9.1.자 감사 서한을 송부하고, 서한을 통해 네팔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문제가 외세의 간섭 없이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함.

GYANENDRA Bir Bikram Shah 네팔 왕제
방한, 1987.6.30.-7.6. 전3권 V.2 의전

| 87-0257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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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17 / 7 / 1~308(308p)

1. 외무부 의전실은 1987.5.20. 주네팔대사에게 Gyanendra 네팔 왕제 방한 관련 아래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왕제 약력, 사진, 존칭, 서훈 문제 등 영접과 관련된 제반 자료

2. 외무부는 1987.6.23. 이한기 국무총리에게 네팔 왕제 내외 공식 방한 영접 계획을 보고함.
약력, 수행원, 영접 준비 사항, 공식 체한 일정, 국무총리 예방 및 회담(7.1.), 국무총리 내외 주최
공식만찬, 대통령 내외 예방, 서훈 및 오찬 등

방한 환영 및 문화·역사를 공유한 양 국민의 유대 언급
1974년 수교 이래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만족, 향후 공동노력 강화
서남아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려는 네팔 정부의 노력에 경의 표명, 네팔 국왕이 1975년
제창한 평화지대 선언 지지를 재천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설명, 한국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한
네팔의 협조 기대

금번
방문이 양국 간 친선협력의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4. 네팔 왕제는 1987.7.1. 국무총리 주최 만찬에 아래 답사를 행함.
방한 초청과 환대에 감사
한국의 발전과 아시아의 지도적 경제 강국으로의 부상을 평가, 방한 중 한국의 경험 전수 기대
네팔의 비동맹, 평화 공존 및 유엔 헌장에 입각한 평화 우호협력 정책 강조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
SAARC(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 제3차 정상회담의 1987.11월 개최 준비 설명
한국의 평화와 번영, 양국 간 영원한 우정을 기원

5. 외무부는 1987.6.19. 국방부, 교통부, 문공부, 관세청, 치안본부 등 국내 관련부처에 네팔 왕제 방한과
관련된 각종 협조를 요청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국무총리는 1987.7.1. 네팔 왕제를 위한 만찬에서 아래 요지의 만찬사를 행함.

297

GYANENDRA Bir Bikram Shah 네팔 왕제 방한,
1987.6.30.-7.6. 전3권 V.3 자료

| 87-0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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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7-17 / 8 / 1~349(349p)

네팔 Gyanendra 왕제의 1987.6.30.∼7.6. 방한과 관련한 자료 현황임.
1. 한·네팔 총리회담 자료
국제 정세 의견 교환: 정치 및 경제 정세
한반도 정세 및 서남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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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정세: 한반도 안보 정세 및 남북대화
- 서남아 정세: 주요 국제 문제 기본 입장, 타밀·아프가니스탄·캄보디아 사태, 이란·이라크전 등
양자 관계

- 한국 측: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설명 및 지지 요청, UN 및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 네팔 측: 네팔 평화지대 선언 지지 요망, 룸비니 개발사업 지원 요청
경제통상 분야

- 무상원조 제공, 네팔 경제개발 참여 희망, 무역불균형 개선 문제 등

2. 네팔 왕제 부인 접견 시 언급 요지
양국 관계 발전 만족, 취미 생활,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 불교에 대한 관심 등

3. 한·네팔 외무장관회담 자료
총리회담 자료와 유사하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4. 각종 면담 자료
주한 네팔대사 접견 자료
네팔 왕제 부인 접견 자료

5. 네팔 왕제 대통령 예방 시 언급 요지
네팔 국왕의 방한 실현 희망, 국왕의 평화지대 선언 등 치적 평가, 양국 우호협력관계에 대한
만족 표명 및 향후 증진 기대

6. 외무부는 1987.5월 재무부, 건설부, 문화공보부 등 관계부처에 네팔 왕제 방한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함.

Gustaf, Carl XVI 세 스웨덴 국왕 방한, 1987.9.2.-4.

| 87-0259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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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7-17 / 9 / 1~329(329p)

1. 외무부 구주국은 1987.2월 Gustaf 스웨덴 국왕의 1987.9.2.~4. 방한 추진 계획을 수립함.
추진 경위: 세계스카우트재단 사무국은 1987년도 기장 수여식 서울 개최를 희망한 바,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동 제의를 수락함.

- 스웨덴 Gustaf 국왕이 동 재단 명예이사장 자격으로 기장 수여 및 리셉션 개최 예정
영접 방안 검토

- 공식 방한 또는 정부 빈객(Government Guest)으로 접수

2. 외무부는 1987.7.14.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Gustaf 스웨덴 국왕 방한 관련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 예방과 오찬 주선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87.8월 스웨덴 국왕 영접 주요 행사 설명 및 세부계획 자료를 작성하고, 8.17.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국왕 방한 관련 협조를 요청함.
4. 외무부는 8.13.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아래 내용의 스웨덴 국왕 대통령 예방 자료를 송부함.
국왕 인적 사항, 방한 목적
체한 일정
예방 시 언급 요지

- 방한 환영, 국왕의 영도하 안정된 선진 복지국가 지위 달성에 대해 치하
- 한·스웨덴 우방관계 언급, 양국 간 실질적 협력관계 확대 기대
- 양국 간 문화예술 등 비정치 분야 교류 확대 희망
-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 설명
- 남북한 간 평화회담 재개, 국내 정치 안정 실현 등에 대한 스웨덴의 적극적 성원 기대
- 스웨덴 국왕의 공식방한 희망 전달
스웨덴 측 거론 예상 사항

- 세계 스카우트운동 촉진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 88 서울올림픽 관련 스포츠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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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7.2.21. 주스웨덴대사에게 동 방한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지시함.
외무부 구주국은 5.21. 의전실장에게 국가원수의 비공식 방한에 준하는 적절한 예우 조치를 요청함.

Carlos, Juan 스페인 국왕 방한 초청계획

| 87-0260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7-18 / 1 / 1~63(63p)

Juan Carlos 스페인 국왕에 대한 1981∼86년간 방한 초청 추진 경과임.
1. 노태우 특사는 1981.11월 스페인 국왕 예방 시 대통령의 방한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함.
2. 최규하 국정자문위원회 의장의 1983.4월 동 국왕 예방 시 동 국왕이 먼저 방한 희망을 피력함.
300

3. 외무부는 1983.6월 대통령 명의 스페인 국왕 앞 방한 초청장을 전달한 바, 동 국왕은 7.13.자 대통령에
대한 회신 답서를 통해 준비 절차상 구체적인 방한 일자를 정할 수 없으나 방한 초청을 수락함을
알려 옴.
4. 주한 스페인대사는 1984.10월 외무부 구주국장 예방 시 국왕이 방한을 고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5. 스페인 국왕은 1985.1월 외교단 신년 하례식에서 주스페인대사에게 가까운 시일 내 방한 희망을
피력함.
6. 정진권 합참의장의 1985.11월 동 국왕 예방 시 국왕은 한국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7. 주스페인대사의 1986.3월 동 국왕 예방 시 동 국왕은 1986년 중에는 스페인 정치 일정상 방한이
어려우나, 방한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Bouterse, Desire Delano 수리남 대통령 방한,
1987.8.24.-28.

| 87-0261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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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18 / 2 / 1~229(229p)

수리남 Desire Delano Bouterse 정부수반이 1987.8.24.~28. 비공식 방한함.
1. 외무부는 1987.7.16. Bouterse 정부수반이 수리남의 실질적 국가 지도자임을 감안하여 비공식 방한
접수를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관련 준비 조치를 시행함.
주수리남대사에게 비공식 방한 접수의사 통보 훈령(7.18.)
주수리남대사는 주재국 정세 동향, 동 수반의 법적 지위 등 수시 보고(8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동 수반의 대통령 예방 접수 및 대통령 주최 오찬 건의(8.3.)

수리남공화국 Bouterse 정부수반 겸 군총사령관이 1987.8.24.~28. 비공식 방한 예정임.
방한 중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및 판문점, 산업 시찰 등 일정이 계획됨.
금번 방한으로 한·수리남 양국 간 기존 우호협력관계가 가일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3. 동 정부수반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체한 중 주요 일정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면담, 판문점 및 산업 시찰, 국립묘지 참배
방한 성과

- 양국 간 기존 우호협력관계의 재확인 및 강화, 북한의 대수리남 침투 활동 저지
- 한국의 주요 원양어업 기지인 수리남에서의 수산 이익 확보
-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확보
-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인 및 한국의 발전상 홍보

4. 수리남 정부수반 방한 관련 1987.8월 외무부 미주국이 작성한 각종 자료 현황임.
김정렬 국무총리 만찬사(안)
외무장관 면담 자료
국무총리 면담 자료

- 동 정부수반 인적 사항, 수리남 개관, 언급 요지, 수리남 측 거론 예상 사항, 수리남 정세 등
외무장관 부인의 수리남 정부수반 부인 환담 자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8.21. 수리남 정부수반 비공식 방한 관련 아래 보도자료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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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 Gerald 전 미국 대통령 방한, 1987.10.10.-13.

| 87-026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18 / 3 / 1~56(56p)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987.9.3. Gerald Ford 전 미국 대통령이 일해재단 초청으로 1987.10.10.∼13.
방한 예정으로 비자를 신청하였으며, 당일자로 비자 발급함을 보고함.
2. Ford 전 미국 대통령의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10.11. 판문점 시찰

- Lilley 주한 미국대사 주최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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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한국 재계 지도자와의 조찬

- 노태우 민정당총재 면담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 일해재단 연설

3. 대통령 예방 및 오찬 시 참고 자료 및 Ford 전 대통령의 강연 요약문은 아래와 같음.
대통령 언급 자료

-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의 아태지역에 대한 평화 공세 및 극동지역 군사력 증강 등 이중정책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기도로 판단됨.
- 한국의 평화적 정권 교체와 올림픽 개최라는 2개의 역사적 과제의 성공적 완수 의지를 표명함.
- 북한·소련 간 관계 밀착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긴밀화의
중요성을 지적함.
Ford 전 대통령 강연 요지

- 한국은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중산층의 대두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함.
- 한국 및 동북아 정세 안정에 주한미군이 큰 역할을 담당하며, 미군의 주둔은 계속될 것임.
- 미국의 선거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한·미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현재의 좋은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미·소는 당분간 한반도 문제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남북한 대화는 먼저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적절한 시기에 미·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신영 전 국무총리 중국(대만) 방문, 1987.10.2.-6.

| 87-0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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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 4 / 1~98(98p)

노신영 전 국무총리는 1987.10.2.∼6.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함.
1. 주대만대사는 1987.9.18. 주재국 외교부가 통보한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대만 방문 일정 계획을 아래
보고함.
외교부장 면담(10.2.), 중정기념관 참배(10.3), 화련 관광(10.4.), 외교부장 주최 만찬(10.5.)
총통 및 행정원장 예방(10.3. 또는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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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총리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함.
대만 방문 일정
주요 인사 면담 시 언급 자료

- 총통, 행정원장, 외교부장
주요 현안 문제

- 양국 교역의 불균형 및 교역량 증대 문제
- 타이베이시 지하철 건설에의 한국 업체 참여 문제
- 대만에 대한 해군함정 판매 문제
참고 자료

- 대만 개황, 한·대만 관계, 한·중(구 중공) 관계

3. 외무부는 1987.9.30. 주홍콩총영사에게 노신영 전 국무총리 대만 방문 일정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노 전 총리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함.
일정 중 장군 총통부 고문 예방 건은 동인의 건강 사정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

4.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대만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노 전 총리는 유국화 행정원장 및 정무시(Ding Mou-shih) 외교부장과 양국 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대만 측은 노신영 전 총리의 방문이 한·대만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
장경국 총통에 대한 예방은 동 총통의 건강상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음.

5. 외무부는 1987.10.12. 주대만대사에게 노신영 전 총리의 외교부장에 대한 감사 서한 전달을 지시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7.9.21. 주스위스대사에게 노신영 전 국무총리 대만 방문 관련 아래 자료를 송부하고,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 사전준비(기본계획 I)

| 87-026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18 / 5 / 1~178(178p)

1. 전두환 대통령은 1986.9.4. 노신영 국무총리 내외의 1987.1.8.∼2.6. 구주 순방 계획에 관한 아래 외무부
건의를 재가함.
순방 목적

- 대통령의 구주 4개국 순방 후속 대구주 관계의 지속적 심화 및 외교 기반 확충
- 순방 대상국 수상의 방한에 대한 답방 등
순방 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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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1985.4월 루버스 수상 방한 및 국무총리 방문초청)
- 덴마크(1985.10월 슐뤼터 수상 방한, 북구 5개국 중 유일한 구주공동체 회원국)
- 이탈리아(이탈리아 정부, 1986.4월 대통령 구주 순방 대상국에 이탈리아 포함 희망 표명)
- 포르투갈(1984.6월 소아레스 수상 방한)
- 스페인(사회당 집권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통한 북한의 대스페인 수교 활동 대처)

2. 외무부는 1986.10.8. 주네덜란드대사관 등 해당국 주재 대사관에 정부는 일부 순방 대상국이 제의해 온
방문 시기와 국내 일정을 고려하여 국무총리 내외의 구주 5개국 순방 시기를 결정하였음을 통보하고,
주재국 정부가 동 일정을 수락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2 사전준비(기본계획 II)

| 87-026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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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7-18 / 6 / 1~313(313p)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계획 관련 1987.1.15. 외무부 작성 자료
요지임.
1. 수행원
공식 수행원: 오재희 외무부차관 등 8명
비공식 수행원: 백낙환 외무부 서구1과장 등 9명
수행 기자단: 중앙일보 기자 등 9명

2. 국별 방문 일정
네덜란드

- Beatrix 여왕 알현, Steenkamp 상원의장 예방, 수상회담, Lubbers 수상 내외 주최 만찬(1.20.), 전몰영웅
기념탑 헌화, Dolman 하원의장 예방, 이준열사 묘적지 헌화, 로테르담시장 주최 오찬, 주네덜란드대사
주최 리셉션(1.21.)
포르투갈

- 외상 내외 접견, Cavaco Silva 수상 예방 및 수상회담, 수상 내외 주최 만찬(1.22.), Amaral 국회의장 예방,
Soares 대통령 예방, 삼성전자 합작공장 시찰, 기자회견, 주포르투갈대사 주최 리셉션(1.23.), 알가르베
방문(1.24.~26.)
스페인

- Gonzalez 수상 예방, 수상회담, 수상 내외 주최 만찬(1.26.), El Pais지 기자 단독회견, Carvajal 상원의장
예방, Juan Carlos 1세 국왕 알현, 주스페인대사 주최 리셉션(1.27.)
덴마크

- Frederik 황태자 예방, Schluter 수상 내외 주최 만찬(1.28.), 수상회담, Jakobsen 국회의장 주최 리셉션,
Christensen 전경련회장 주최 오찬, 주덴마크대사 주최 리셉션(1.29.), Nebelong 코펜하겐 시의회 의장
주최 오찬, 수상 내외와 오페라 관람 및 비공식 만찬(1.30.)
이탈리아

- 밀라노 방문(1.31.~2.2.), 로마 도착(2.2.), 무명용사탑 헌화, Cossiga 대통령 예방, 수상회담, Craxi
수상 내외 주최 만찬(2.3.), Corti 외상대리 접견, Fanfani 상원의장 예방, Jotti 하원의장 예방, Casaroli
교황청국무상 예방, 교황 알현, 친한의원단 주최 오찬, Lucchini 전경련회장 주최 만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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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경제인: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11명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3 국별교섭(네덜란드)

| 87-026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18 / 7 / 1~341(341p)

노신영 국무총리의 구주 5개국 순방 중 1987.1.20.~22. 네덜란드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베아트릭스 여왕 예방(1.20.)
한국 대통령의 문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방한을 요망함.
여왕은 방한 희망을 표명하고,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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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상회담(1.20.)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한 공통인식을 재확인하고, 네덜란드 측은 한국 입장 지지를 다짐함.
금강산댐 건설의 심각성 및 한국 정부의 대응책 설명에 대해 네덜란드 측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고, 구주공동체는 향후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해 덴마크 정부를 통한 진상 파악을
결정했다고 언급함.
네덜란드 측은 남북한 유엔 가입 문제 등과 관련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원을 다짐하고,
1987.5월 수상의 방중 시 한국 입장 전달을 약속함.
한국 측은 경제협력선 다변화정책을 설명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한국 협력 확대를
요청함.

3. 수상 내외 주최 공식 만찬(1.20.) 시 루버스 수상의 만찬사 요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지지 및 국제무대에서의 측면 지원 의사 표명
한국 정부의 대구주 다변화 정책 환영 및 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관계 심화 희망

한국의
정치 발전 노력 및 최근 국내 정세 관련 정부의 용단 평가
경제 성장에 상응하는 정치 발전 노력이 성공하여 1988년에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4 국별교섭(포르투갈)

| 87-026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18 / 8 / 1~257(257p)

노신영 국무총리의 구주 5개국 순방 중 1987.1.22.∼24. 포르투갈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까바고 실바 수상과의 회담(1.22.)
국무총리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태도에 의한 한반도 긴장 상태와 남북대화 중단 상태를 소상히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동 수상은 한국의 평화정책을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할 것임을 다짐함.

한국
측은 양국의 정치적 유대관계의 일환으로서 포르투갈의 주한 상주공관 조속 설치와 한국의
사용국과의 특수 관계를 설명하고, 포르투갈어 사용 아프리카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측면 지원을
약속함.
 수상은 한국이 근대화와 기술개발에 가장 성공한 국가임을 평가하고, 양국 간 상호보완적
동
관계에 비추어 교역 증대 및 경협 강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증진 필요성을 강조함.
 수상은 1987년 중 통상사절단 한국 파견과 민간경협위원회 회의를 통한 양국 간 경제·통상
동
관계 확대 발전 필요성을 언급함.
 수상은 1987.4~5월 중 중국(구 중공)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한국 측은 동 기회에 방한
동
하도록 초청함.

2. Soares 대통령 예방 및 오찬(1.23.)
Soares 대통령은 1984.6월 방한 시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당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포르투갈 내 삼성전자 합작회사의 성공적 운영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의 대포르투갈 투자 증대를 희망함.
한국 측은 중국,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여 전망 및 북한의 태도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1988년 평화적 정권 이양을 위한 단임 의지와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소상히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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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어 사용 아프리카국과의 수교 추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동 수상은 포르투갈어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5 국별교섭(스페인)

| 87-0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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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18 / 9 / 1~174(174p)

노신영 국무총리의 구주 5개국 순방 중 1987.1.26.~28. 스페인 방문 결과임.
1. Gonzalez 수상과의 회담(1.26.)
동 수상은 스페인이 EC(구주공동체) 가입 후 특히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스페인 측의 무역역조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대외무역 다변화 노력에 스페인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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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함.

한국
측은 금번 기회에 실무회의 및 경제인 접촉을 통하여 호혜적인 토대 위에서 교역 증대 방안
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동 수상은 동의함.

한국
측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 관계를 소상히 설명하고 남북한 유엔 가입, 교차수교 등 한국의
평화적 노력에 대한 스페인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함.
 수상은 한국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개헌 문제에 관심을 표명함.
동

한국
측은 동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 중의 하나로서 1988.2월 최초의 평화적 정부 이양이
실현될 것이며, 정부 형태는 여야 간에 협상과 대화로써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함.
상기 단독회담에 이은 확대회담에서도 스페인 측은 북한 불승인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한국의
교차수교 정책과 유엔가입 입장을 지지함.

2.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 예방(1.27.)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문안을 전달하고 동 국왕의 조속한 방한 실현을 요청한 바, 국왕은 사의를
표명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방한하고자 한다고 답변함.
동 국왕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평가한 데 대해 국무총리는 양국 간 통상, 경제, 기술협력을
통하여 실질적 협력관계가 심화되기를 희망함을 언급하는 한편 수입다변화 및 개방정책을 통해
스페인 등 EC 국가와 교역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함.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6 국별교섭(덴마크)

| 87-0269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18 / 10 / 1~275(275p)

노신영 국무총리의 구주 5개국 순방 중 1987.1.28.~31. 덴마크 방문 결과임.
1. Frederik 덴마크 황태자 예방(1.28.)
Frederik 황태자는 호주를 공식 방문 중인 마그레테 2세 여왕을 대신하여 국무총리를 접견함.
동 황태자는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국무총리는 완벽한 준비 상황을
설명함.

한국 측은 덴마크 측 요청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 관계 및 전망에 관해 설명한 바, 동
수상은 한국 입장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동 기간은 국제 사회가 한국의 경제 및 정치 발전에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양측은
경제·통상 분야를 포함한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 필요성에 동의하고, 특히 농업제품,
조선 분야 제3국 공동 진출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1.28. 가서명된 한·덴마크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양국 간의 투자 촉진에 노력하기로 합의함. (동 협정은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과 덴마크 외무성 Boyer 아주국장 간 가서명됨.)

한국
측은 정치 발전 및 개헌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특히 대통령의 단임 의지, 합의개헌 및 평화적
정부이양 의지를 설명한 바, 동 수상은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고 EC(구주공동체) 및 구주제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설명함.

3. 덴마크 언론보도
덴마크 언론은 1.29.~30. 양일간 사실 보도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국무총리의 1.29.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함.
 기자회견에 대해 각 신문은‘한국 국무총리의 덴마크 방문’제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국무총리의
동
설명 및 답변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인 논조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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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hluter 수상과의 회담(1.28.)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7 국별교섭(이탈리아, 교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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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영 국무총리의 구주 5개국 순방 중 1987.1.31.∼2.4. 이탈리아 방문 결과임.
1. Cossiga 대통령 예방(2.3.)
국무총리는 이탈리아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성원을 당부하면서 양국 통상관계가 근년에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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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실질협력 관계가 심화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함.
 대통령은 남북한 문제 해결, 유엔 가입 추진 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국이
동
경제 분야에서 기적을 실현한 것과 같이 정치, 스포츠에서도 큰 업적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2. Craxi 수상과의 회담(2.3.)
국무총리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를 설명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한국 입장에 대한 이탈리아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동 수상은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를 위한 주도적 노력 및 유엔 가입 추진 입장을 계속 지원할 것임을 다짐함.

양측은
1986년도 양국 교역량이 50% 이상 신장하였음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다변화 노력에
부응하여 교역은 물론 경협, 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함.
동 수상은 양국 경제가 반드시 보완적이 아닐지라도 경제 규모의 증대에 따라 높은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함.
한국 측은 양국 간 항공노선 개설 및 한국 상사 주재원에 대한 신속한 체류허가 발급 등과 관련한
이탈리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3.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예방 및 카사롤리 교황청 국무상 면담(2.4.)
교황은 1984.5월 방한 중 거국적인 환영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조속한 평화적 통일 실현을 기원함.

국무총리는
한국 국민과 대통령의 경의를 전달하고, 교황께서 항상 한국을 따뜻하게 걱정하여
주시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함.

교황청
국무상 면담

- 동 국무상은 한반도 문제, 특히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함.
- 국무총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남북한 관계 현황 및 북한 실상 등을 소상히 설명함.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8 국별교섭(비공식방문지, 경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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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관련 문서 현황임.
1. 주제네바대표부, 주이탈리아대사관의 일정 중 주말 체류지 선정 관련 보고문서 및 외무부의 지시문서
국무총리 일행은 1987.1.31.~2.2. 밀라노 체류 후 2.2. 로마 향발함.

2. 주프랑스대사관, 주벨기에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및 주앵커리지총영사관의 항공편 환승
및 경유 관련 보고문서 및 외무부의 지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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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의 경우 1987.1.19. 도착, 교민 간담회 개최 후 1.20. 네덜란드 향발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9 의제(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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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구주국은 1986.12.3.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관한 국무총리의 언급 요지 및 참고 자료 송부를 부내 관련 부서에 요청함.
1. 경제국
1986년도 세계 경제 동향 및 평가, 1987년도 세계 경제 정세 전망, 한국 경제 동향, 한국과 순방
대상국 간의 경제 관계 및 현안, 한·EC(구주공동체) 경제 관계 및 현안 등
312

2. 미주국
한·미 관계, 레이캬비크 미·소 정상회담 이후의 미·소 관계 및 미·소 중심의 동서 관계 현황,
남북한 교차수교에 관한 한국 입장 등

3. 아주국
동북아 정세, 한·일 관계, 한· 중 관계 현황 및 전망, 중·소 간의 화해 움직임이 동북아 지역
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평가 등

4. 국제기구조약국
한국의 대유엔 기본정책, 한국의 대비동맹 외교정책, 남북한 교차수교에 대한 한국 입장 등

5. 정보문화국
국제 정세 일반, 남북한 관계, 88 서울올림픽 준비 현황 및 북한의 방해책동, 북한 내부 사정 및
실태, 한국과 순방 대상국 간의 문화 관계 등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0 의제(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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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6.12.11.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계획을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문공부, 과학기술처, 교통부, 건설부, 체육부, 문교부, 농수산부, 보건사회부, 수산청 및 해운
항만청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동 순방 성과 제고를 위해 아래 사항을 요청함.
소관 사항 중 상대국의 거론이 예상되는 사항 및 한국 측 거론 희망 사항에 관한 현황, 의견 및
관련 자료 등

특히
순방 대상국 주재 공관장 건의 및 순방 대상국 측의 거론 예상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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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장 건의: Rotterdam 분배센터 설치 운영 등 해운항만 협력 추진 등
- 네덜란드 측 거론 예상: 네덜란드 수상은 동 분배센터 활용 방안 등에 관심
포르투갈

- 공관장 건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
- 포르투갈 측 거론 예상: 한국의 대포르투갈 투자 증대 등
스페인

- 공관장 건의: 전자부품 등 분야에서의 대스페인 투자 확대 등
- 스페인 측 거론 예상: 무역역조 시정 및 항공 분야 협력 등
덴마크

- 공관장 건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등
- 덴마크 측 거론 예상: 덴마크 농축산물 구매 증대 등
이탈리아

- 공관장 건의: 건설, 플랜트 부문에서의 제3국 공동 진출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상기 순방 대상국 주재 공관장 건의 또는 순방 대상국 측의 거론 예상 사항은 아래와 같음.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1 수상회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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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계획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수상
회담 자료 주요 목록임.
1. 수상회담 자료(공통)
정무 분야
314

- 국제 정세(정세 개관, 동서 관계), 동북아 정세(정세 개관, 소련의 새로운 대아시아 정책), 한반도 정세
(한반도 안보 정세, 한국의 주변 4강과의 관계, 남북대화), 상대측 관심 사항(한국 국내 정세)
경제 분야

- 국제 경제 문제(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기타 세계 경제 주요 현안), 한국 경제 정책
한·EC(구주공동체) 관계

2. 국별 수상회담 자료
네덜란드

- (정무) 남북대화 측면 지원 요청,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교차수교 등, (경제) 통상 증진,
경제 및 기술 협력 확대, (문화) 88 서울올림픽 협조 및 문화 교류 증진
포르투갈

- (정무)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 대북한 접촉 문제, 주한 상주공관 설치 등, (경제) 통상 증진, 경협 확대,
한·포르투갈 혼성위원회 개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 (문화) 88 서울올림픽 협조, 문화협정 체결 등
스페인

- (정무) 남북대화 및 교차수교,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경제) 통상 증진, 경협 확대, (문화)
88 서울올림픽 협조, 체육 교류 및 문화 교류 증진
덴마크

- (정무) 남북대화 측면 지원 요청, 대북한 접촉 문제 등, (경제) 통상 증진, 경협 확대, 과학·기술협력,
수산 분야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문화) 88 서울올림픽 협조, 문화 교류 증진
이탈리아

- (정무) 남북대화 측면 지원 요청, 교차수교,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경제) 통상 증진, 경제·
기술협력 확대, (문화) 88 서울올림픽 협조 및 문화 교류 증진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2 자료(네덜란드 I)

| 87-027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19 / 4 / 1~241(241p)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20.~22. 네덜란드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1986.11.21. 및 12.1.
주네덜란드대사관이 보고한 자료 현황임.
1. 주재국 최근 정세, 한국과의 관계, 한국 기업 진출 현황 등 기본 자료
2. 주재국 측 토의 희망 사항 등 회담 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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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재국 주요 인사 이력서
5. 연설문 및 면담자료 작성 자료
정부 수립 이전 한국과의 관계 약사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인물 및 사건
주재국 수도 개황 등

6. 네덜란드 개황
개관, 약사, 국내 정치, 대외 정책, 경제 정세, 사회문화, 한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7. 의사당 등 행사 장소 설명 자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일정 및 행사 관련 자료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3 자료(네덜란드 II)

| 87-027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19 / 5 / 1~267(267p)

1.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중 네덜란드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예방 및 면담 자료 목록임.
Beatrix 여왕 알현 자료
Steenkamp 상원의장 예방 자료
Dolman 하원의장 예방 자료
Peper 로테르담 시장 면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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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가 작성한 네덜란드 왕국 개황의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음.
개관
약사
정치

- 정부 형태, 국왕, 내각, 의회, 정치 정세
외교

- 외교정책, 대외관계
국방

- 개요, 군사력 현황, 해외 주둔 병력 및 외국군 주둔 현황
경제

- 경제 일반, 산업구조, 주요 산업 현황, 주요 경제 지표
사회

- 종교, 교통, 사회보장제도, 언론
한국과의 관계

- 개요, 정무·경제·문화 관계, 교민 현황
북한과의 관계

- 개요, 북한의 네덜란드 접근 주요 일지
부록

- 지도, 네덜란드 왕실 계보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4 자료(포르투갈)

| 87-027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19 / 6 / 1~241(241p)

1.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중 포르투갈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예방 및 면담 자료 목록임.
Pires de Miranda 외상 내외 접견 자료
Amaral 국회의장 예방 자료
Soares 대통령 예방 자료

2. 국무총리의 1987.1.22.~24. 포르투갈 방문 계획과 관련한 주포르투갈대사관의 각종 자료 보고
연설문, 면담 자료(1986.11.12.)
포르투갈 최근 국내 정세 등에 관한 기본 자료(1986.11.27.)
포르투갈 경제 정세 및 한국 기업 진출 현황 자료(1986.11.26.)
포르투갈 군사 현황 자료(1986.11.27.)
포르투갈 소개 자료(1986.12.10.)

숙소
객실 배치도 등(1986.12.22.)

3. 외무부가 1987.1월 작성한 포르투갈 개황의 주요 목록임.
개황

- 일반 제원, 약사, 권력구조, 정당,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국내 정세

- 정치 정세, 경제 정세, 당면 과제
대외정책

- 대외정책 기조, 주요 정책 현황
한국과의 관계

- 대한반도 정책, 외교관계, 경제관계, 교민관계
북한과의 관계

- 대북한 정책, 외교관계, 경제관계, 친북한 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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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록임.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5 자료(스페인)

| 87-0278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19 / 7 / 1~297(297p)

1.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중 스페인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예방 및 면담 자료 목록임.
Carvajal 상원의장 예방 자료
Carlos I세 국왕 예방 자료

2. 국무총리의 1987.1.26.~28. 스페인 방문 계획과 관련한 주스페인대사관의 각종 자료 보고문서 목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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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수상 주최 만찬 시 답사 내용 관련 자료(1986.11.28.)
스페인 정세 및 한국과의 관계(1986.12.)

- 스페인 최근 정세(국내 정치, 군사 관계, 경제 정세, 최근 대외관계)
- 스페인의 대한반도 평가(대한국 인식, 대북한 태도)
- 양국 주요 현안(유력 인사 방한, 외교 협력 확보, 경제 관계 강화, 협정 체결 등)
- 양국 관계 증진 대책 방안(유력 인사 방한, 양국 협의기구 설치 운영, 경제 관계 강화 등)
- 양국 수상회담 거론 사항 등
교민 현황, 유적지 등에 관한 자료(1986.12.19.)
국무총리 스페인 공식방문 세부 안내계획 자료
El Pais지 단독회견(1987.1.27.) 시 예상 질의응답 자료
국무총리 스페인 공식방문 계기 주스페인대사 주최 리셉션(1987.1.27.) 초청 대상 관련 자료 등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6 자료(덴마크)

| 87-0279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19 / 8 / 1~233(233p)

1.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중 덴마크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예방 및 면담 자료 목록임.
Frederik 황태자 예방 자료
Jakobsen 국회의장 예방 자료
Christensen 전경련회장 오찬 자료
Nebelong 코펜하겐 시의회 의장 오찬 자료

덴마크 왕국 자료(1986.11.26.)

- 주재국 정세, 한국과의 관계 평가, 한국 기업 진출 현황, 주재국의 주요 역사적 인물, 주요 유적지,
수도 개황, 주재국 격언 및 속담, 교민 현황 등
한국 측 만찬사, 오찬사 내용 관련 자료(1986.11.27.)
덴마크·북한 간 1986.1~9월 교역 현황 자료(1986.11.27.)

황태자
등 주재국 주요 인사 면담 자료, 한국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덴마크인 등에 관한 자료
(1986.12.4.)

선물
증정 대상자 관련 자료(1986.12.11.)
방문 일정 세부 설명서(1987.1.6.)

3. 외무부가 1987.1월 작성한 국무총리의 덴마크 TV 인터뷰 참고 자료 목록임.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국제 관계, 한국의 발전상과 미래상
남북한 관계

- 남북대화, 남북한 교차승인, 유엔 동시가입 문제, 88 서울올림픽 및 남북 체육회담
유럽 방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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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총리의 1987.1.28.~31. 덴마크 방문 계획과 관련한 주덴마크대사관의 자료 보고문서 목록임.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7 자료(이탈리아)

| 87-0280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19 / 9 / 1~396(396p)

1.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중 이탈리아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예방 및 면담 자료 목록임.
Cossiga 대통령 예방 자료
Fanfani 상원의장 예방 자료
Jotti 하원의장 예방 자료
Corti 외무성 정무차관 접견 자료
320

2. 국무총리의 1987.2.2.~5. 이탈리아 방문 계획과 관련한 주이탈리아대사관의 자료 보고문서 목록임.
이탈리아 자료(1986.11.19.)

- 최근 국내 정세, 최근 경제 정세, 대외관계, 한국과의 관계 평가, 한국 기업 진출 현황, 주재국 측이 체결
희망하는 협정, 회담 및 면담 자료, 연설문에 포함시킬 사항 등
정부 수립 이전 한국과의 관계 약사, 주재국 인사로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 및 사건
등에 관한 자료(1986.11.20.)

선물
증정 대상자 등 의전 관련 자료(1986.11.20.)
수도 로마 개황(1986.11.24.)
공항 환영식 행사 자료(1986.12.16.)
이탈리아 공식 방문 일정 세부 설명서 등

3. 국무총리의 이탈리아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1987.1월 외무부가 작성한 대화 시 참고 자료 목록임.
한국과의 관계 약사

- 수교 이전, 수교 교섭, 공관 개설 및 폐쇄, 해방 후 한·이탈리아 관계
이탈리아 역사

- 로마제국의 흥망, 도시국가로의 분열, 통일과 근대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투쟁
문화·예술·학문·체육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인물, 대표적 격언 및 속담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8 연설문 I

| 87-0281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20 / 1 / 1~206(206p)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관련 네덜란드, 포르투갈 및 스페인 방문 시
연설문 목록임.
1. 네덜란드(1.20.~22.)
Lubbers 수상 내외 주최 만찬(1.20.) 시 국무총리의 답사(국·영문)
동 수상의 만찬사(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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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바 수상 내외 주최 만찬(1.22.) 시 국무총리 답사(국문, 포르투갈어 번역문)
아마랄 국회의장의 환영사(1.23.)에 대한 국무총리 답사
소아레스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1.23.) 시 국무총리 건배사(안)
포르투갈 기자회견(1.23.) 시 국무총리 모두연설(안)

국무총리의
포르투갈 출발 소감 발표(1.26.)(국·영문)
아마랄 국회의장 환영사(포르투갈어, 국문 번역문)
실바 수상 만찬사(포르투갈어, 국문 번역문)

3. 스페인(1.26.~28.)
곤잘레스 수상 내외 주최 만찬(1.26.) 시 국무총리 답사(국문, 스페인어)
동 수상 만찬사(국문 번역문)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포르투갈(1.22.~24.)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19 연설문 II

| 87-0282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20 / 2 / 1~237(237p)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관련 덴마크 및 이탈리아 방문 시 연설문
목록임.
1. 덴마크(1.28.~31.)
슈뤼더 수상 내외 주최 만찬(1.28.) 시 국무총리 답사(국·영문)
동 수상 만찬사(영문)
322

야콥센 국회의장의 환영사(1.29.)에 대한 국무총리 답사(국·영문)
동 국회의장의 환영사(영문)
크리스텐센 전경련회장 주최 오찬(1.29.) 시 국무총리 답사(국·영문)
덴마크 기자회견(1.29.) 시 국무총리 모두연설(국·영문)
네벨롱 코펜하겐 시의회의장 주최 오찬(1.30.) 시 국무총리 답사(국·영문)
동 시의회의장 오찬사(영문)

2. 이탈리아(2.2.~5.)
크락시 수상 내외 주최 만찬(2.3.) 시 국무총리 답사
동 수상의 만찬사(이탈리아어)
데 쥐세페 상원부의장 주최 오찬(2.4.) 시 국무총리 답사
동 부의장의 오찬사(이탈리아어, 국문 번역문)

루치니
전경련회장 주최 만찬(2.4.) 시 국무총리 답사
동 회장 만찬사(이탈리아어)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20 수행원, 항공일정 및 기타

| 87-0283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20 / 3 / 1~229(229p)

1.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수행원은 아래와 같음.
공식 수행원

- 오재희 외무부차관, 윤석순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8명
비공식 수행원

- 백낙환 외무부 서구1과장 등 9명

2. 수행 경제인단 및 기자단은 아래와 같음.
- 네덜란드: 한국광업제련(주) 사장 등 5명
- 포르투갈: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명
- 스페인: 두산그룹 부회장 등 7명
- 덴마크: 대우중공업 사장 등 9명
- 이탈리아: 효성물산 회장 등 6명
수행 기자단

- 중앙일보 기자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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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민간경제인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21 결과보고 및 면담록

| 87-028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20 / 4 / 1~433(433p)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결과 종합보고서의 요지임.
1. 네덜란드(1987.1.20.~22.)
회담 및 예방: 베아트릭스 여왕, 루버스 수상, 스틴캄프 상원의장, 돌만 하원의장
특기 사항: 수상의 87.5월 방중 시 한국의 한반도문제 평화적 해결 노력 입장 전달 약속

주요
성과: 한국의 한반도 정세 평가에 공감, 교차수교 등 한국의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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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교역 확대 방안 모색

2. 포르투갈(1987.1.22.~26.)
회담 및 예방: 소아레스 대통령, 까바꼬 실바 수상, 아마랄 국회의장
특기 사항: 포르투갈 최대 규모 선수단의 88 서울올림픽 파견 등

주요
성과: 문화협정 가서명, 최초의 경제협력사절단 금년 하반기 중 한국 파견 등 실질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수상의 가까운 장래 방한 등

3. 스페인(1987.1.26.~28.)
회담 및 예방: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 곤잘레스 수상, 카르바할 상원의장
특기 사항: 수상의 이례적 환대 및 내각책임제 효율성 언급

주요
성과: 한국과의 단독수교 입장 견지, 서울 및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다짐, 서울에 조만간 무역사무소 설치 등 실질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4. 덴마크(1987.1.28.~31.)
회담 및 예방: 프레데릭 황태자, 슈뤼터 수상, 야콥센 국회의장
주요 성과: 남북대화 등 한국의 평화적 노력에 대한 지지 재확인, 한·덴마크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제8차 민간경협위 개최(1987.9월) 합의 등 통상, 경제 및 기술협력 심화 방안 구체화

5. 이탈리아(1987.1.31.~2.5.)
회담 및 예방: 코시가 대통령, 크락시 수상, 판파니 상원의장, 요띠 하원의장
특기 사항: 한국전 참전용사회 접견

주요
성과: 한국 정치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양국 외무부 간 정책협의회 개최, 경제 관계 2개 협정
조속 체결 등 실질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6. 교황청
예방 인사: 요한 바오르 2세 교황, 카사롤리 국무상
교황은 1984.5월 방한 시 국민적인 환영에 대해 사의 표명, 한반도 평화 및 남북한의 조속한
평화적 통일 실현 기원 등

7.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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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구주 정상외교 성과 확산
국내 정치 발전에 대한 이해 제고 등 서구 사회 내 한국의 이미지 제고
한국의 유엔 가입 및 교차수교 정책 지지 등 한국의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 확인
통상, 경제 및 기술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 방안 강구 등 실질협력 강화에 기여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22 감사서한

| 87-028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20 / 5 / 1~333(333p)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관련 순방 대상국별 국무총리 명의 감사 서한
목록임.
1. 네덜란드
Beatrix 여왕, Lubbers 수상, Van den Broek 외상, Steenkamp 상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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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르투갈
Soares 대통령, Cavaco Silva 수상, Amaral 국회의장

3. 스페인
Juan Carlos I세 국왕, Gonzalez 수상, Carvajal 상원의장

4. 덴마크
Frederik 황태자, Schluter 수상, Jakobsen 국회의장

5. 이탈리아
Cossiga 대통령, Craxi 수상, Fanfani 상원의장

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23 후속조치

| 87-028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20 / 6 / 1~158(158p)

외무부는 1987.2.28.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후속조치 관련 아래
요지의 사업계획을 수립함.
1. 네덜란드
베아트릭스 여왕, 돌만 하원의장 방한 추진
대일 수입선 상호전환 가능 품목 조사 및 가능 업체 간 상담 추진 지원, 로테르담 항만 투자 타당
성 및 유망업체 조사, 한·미 간 301조 타결 대구주 동등적용 요청 검토 등

까바꼬 실바 수상, 아마랄 수상 방한 추진, 주한 상주공관 설치 추진, 의회친선협회 간 교류 활성화
문화협정 정식 체결 추진, 1987년 가을 제1차 한·포르투갈 민간경협위 서울 개최 추진, 한국 업체의
선박 발주 추진 등

3.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I세 국왕, 곤잘레스 수상 방한 추진, 문화협력위원회 설치 추진
1987.4월 바르셀로나 전시회 참가 검토, KOTRA·스페인무역공사 간 업무협정 체결 추진, 투자
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항공협정 체결 추진 등

4. 덴마크
마그레테 2세 여왕, 프레데릭 황태자 및 뮐러 외무차관 방한 추진
투자보장협정 정식 체결 추진, 중소기업 분야 기술협력 추진, 조선기자재 분야 대일 수입선 전환 가능
품목 조사 등

5. 이탈리아
코시가 대통령, 크락시 수상, 판파니 상원의장 방한 추진, 1984.8월 체결된 체육교류협정 시행 방안
검토
이탈리아 무역사절단 및 산업협력사절단 방한 관련 준비, 한국 투자사절단 파견 방안 검토, 항공
협정 체결 협상 추진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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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영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87.1.18.-2.6.
전24권 V.24 언론보도

| 87-028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7-20 / 7 / 1~166(166p)

1.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7.1.18.~2.6. 구주 5개국 순방 계획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1987.1.6. 아래 요지의
보도 자료를 발표함.
국무총리는 1987.1.20.부터 2.5.까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및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임.

금번
방문은 동 5개국 수상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번 순방에서 루버스 네덜란드
수상, 까바꼬 실바 포르투갈 수상, 곤잘레스 스페인 수상, 슈뤼터 덴마크 수상, 크락시 이탈리아
328

수상과 각각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며, 최근 국제 정세 및 지역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임.

1986.4월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4개국 공식 방문에 이은 금번 순방은 정부의 대구주 협력 강화
방침에 따라 전통 우방국들과의 기존 유대를 한층 긴밀화하는 동시에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적인
심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2. 상기 순방 계획과 관련하여 1987.1월 외무부가 작성한 주요 외교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용 참고 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음.
한국 국내 문제

- 개헌 및 국내 정치, 인권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 문제

- 남북대화, 남북한 교차승인, 북한의 3자회담 제의,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등
한국의 대공산권 관계

- 대공산권 문호개방정책, 북한의 대서방 접근, 소련의 극동 군사력 증강 및 소·북한 군사협력 강화,
한·중국(구 중공) 관계 등
대미 관계

- 미국의 대한 시장개방 압력, 주한미군 문제
대일 관계

- 대일 무역역조 시정, 일본의 대북한 관계 등
경제 문제

- 우루과이라운드

Esquivel, Manuel 벨리즈 수상 방한,1987.4.13.-17.
전3권 V.1 기본문서

| 87-0288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0 / 8 / 1~221(221p)

벨리즈 Manuel Esquivel 수상이 1987.4.13.~17. 방한함.
1. 벨리즈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1985.2.27.~3.1. 동국을 방문한 수교 교섭단(단장: 구충회 주멕시
코대사)은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및 실질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동 수상 및 Barrow 외상 방한 초청을
건의함.
외무부는 1985.3.23. 내부 건의를 통해 동 수상 및 외상을 편리한 시기에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동국과의 외교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멕시코대사를 통해 방한 초청장을 전달한 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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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은 4.29.자 주멕시코대사 앞 서한을 통해 방한초청 수락 의사를 통보해 옴.
벨리즈 소재 한국 기업의 봉제공장 개업식 참석차 동국을 출장한 주멕시코대사는 1986.11.12. 동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수상 면담 시 수교 조기 타결 필요성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 희망 등을 설명한 바, 동 수상은
1987.4.13.부터 약 5일간 방한을 희망함을 언급함.

정부는
1986.11.19. 동 방한을 접수할 예정임을 주멕시코대사에게 통보한 바, 벨리즈 외무성은
11.28. 동 수상의 방한에 동의한다는 확인 전문을 타전해 왔음을 보고함.

주멕시코대사는
1987.3.26. 김창근 공사의 벨리즈 출장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벨리즈 측과 수교 발표 문안에 합의하고, 1987.4.14. 오전 발표하기로 함.
- 동 수상은 방한 중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을 희망하는 한편 양국 간 경협 사업으로 6개 사업을 한국 측에
제시함.

2. 동 수상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방한 성과

-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Dean Barrow 외무장관 간 4.14. 수교 합의문서 서명 및 발표
- 한국은 벨리즈와의 수교로 쿠바를 제외한 모든 중남미 국가와의 수교 달성
- 양국 외무장관 간 4.17.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 투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 기업의 투자 실현 기반 구축
-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 등
방한 후속조치 예정 사항

- 수교 합의에 따른 한국 겸임대사의 조기 파견 추진
- 1987년 중 20만 달러 규모의 국산 기자재 제공 및 적정 재원 범위 내 연차적 지원 시행

Esquivel, Manuel 벨리즈 수상 방한, 1987.4.13.-17.
전3권 V.2 의전

| 87-0289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0 / 9 / 1~245(245p)

외무부가 작성한 벨리즈 Manuel Esquivel 수상 내외의 1987.4.13.∼17. 공식 방한 영접 계획
(안)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수행원
Dean Barrow 외무 및 경제개발장관, Tillet 주유엔 벨리즈대사, Hyde 외무성 경제개발국장
330

2. 영접 준비 사항
숙소, 환영 장식(국기 게양, 현판), 기념품 제작, 선물
서훈

- 수상: 수교훈장 광화대장
- 외상: 수교훈장 광화장
홍보, 경호, 의료대책 등

3. 체한 일정
도착 및 환영식(4.13.)
현충탑 헌화, 국무총리 예방 및 회담, 대통령 예방 및 서훈,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국무총리 내외 주최 공식만찬(4.14.)
서울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시찰, 상공회의소 방문 및 투자 간담회, 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오찬,
불국사 및 석굴암 관람(4.15.)
천마총 관람, (주)럭키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시찰, 현대자동차 회장 주최 오찬, 서울 이동(4.16.)

금성사
평택공장 시찰, 기자회견 및 이한(4.17.)

4. 외상 별도 일정
외상회담 및 수교합의서 서명(4.14.)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4.17.)

Esquivel, Manuel 벨리즈 수상 방한, 1987.4.13.-17.
전3권 V.3 자료

| 87-0290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0 / 10 / 1~242(242p)

벨리즈 Manuel Esquivel 수상 내외의 1987.4.13.~17. 공식 방한 관련 자료 현황임.
1. 노신영 국무총리 국·영문 만찬사(안)
2. 대통령의 동 수상 접견 자료

4. 노신영 국무총리 내외 주최 만찬에서의 동 수상의 답사(영문 및 국문 번역본)
5. 한·벨리즈 총리회담 자료
언급 자료 중 양자 관계

- 정치 관계: 수교 문제,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조
- 경제·통상 관계: 투자진출 장려, 통상 진흥, 무상원조, 훈련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이주 장려, 경제
기술협력협정
벨리즈 측 거론 가능 사항

- 벨리즈·과테말라 관계, 중장기 차관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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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벨리즈 외상회담 자료

Mara, Kamisese 전 휘지 수상 방한, 1987.8.3.-7.

| 87-0291 |

생산연도

1981-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21 / 1 / 1~280(280p)

피지 Kamisese Mara 전 수상이 1987.8.3.~7. 방한함.
1. 외무부 작성 국무총리의 Mara 전 수상 접견 자료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수행원

- Qarase 피지개발은행 총재, Wong 군작전참모장 등 10명
체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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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종합개발사장 주최 만찬(8.3.),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면담 및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주)대우
방문, 상공부장관 면담, (주)대우사장 주최 만찬(8.4.), KOEX 전시장 시찰, 무역협회장 주최 오찬,
대우통신 및 대우전자 시찰(8.5.), 노신영 전 총리 주최 만찬(8.6.), 올림픽경기장 시찰(8.7.)
방한 배경 및 대응 방침

- 피지는 1987.5.14. 쿠데타 이후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되어 동 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고, 다양한 대외관계 추구를 모색함.
- 금번 방한은 피지 측의 필요에 의해 서둘러 추진된 바,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 등 제3국이 동 방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성과 추구보다는 소극적 현상유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피지의 전통적인 한국 지지 입장을 감안하여 조용한 가운데 정중히 영접함.

2. 동 Mara 전 수상의 방한 결과임.
국무총리 예방

- 피지 측은 금번 방문의 목적(통상관계의 다변화, 한국산 생필품 및 군수품 수입 확대, 피지산 원목 및
원당 수출 증대 등)을 설명함.
- 한국 측은 동 설명 및 피지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표명함.
외무부장관 면담

- 피지 측은 국내 정치 정세 및 수습 방안, 아시아 제국과의 통상 증진 방침 등을 설명함.
- 한국 측은 피지 정세 및 태평양연안국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 경제 현황 및 경제의 민간
주도 추세 등을 설명함.
종합 평가

- 예방 일정을 제외한 실무 일정의 대부분을 통상 문제, 특히 군·경찰 장비 관련 상담 및 시찰에 할애함.
- 피지 국내 정세 불안과 관련하여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 등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지 측은
대외관계 다변화 및 치안 능력 강화 목표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Alliali, Camille 코트디부아르 국무장관 방한,
1987.6.12.-15.

| 87-029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21 / 2 / 1~96(96p)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87.5.16. 보고를 통해 Camille Alliali 코트디부아르 국무장관이 중국(구 중공)
방문 후 1987.6.12.~15. 한국 비공식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동 국무장관의 정치적 비중을 감안
하여 부수상급 공식 빈객으로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2. 정부는 동 국무장관의 코트디부아르 내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체재비 정부 부담 조건으로 동인의
방한 초청을 결정한 바, 동 국무장관은 체한 중 부총리 예방, 외무부장관과의 오찬, 대우 방문 및

3.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시 외무부장관은 양국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언급하고, 코트디부아르가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하여 줄 것과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함.
4. 대우는 코트디부아르에서 말리 국경 및 부르키나파소 국경에 이르는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도로 건설
사업 입찰 참여 등 건설 분야 진출을 모색 중임.

33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올림픽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Seaga, Marie E. 자메이카 수상 부인 비공식
방한, 1987.9.14.-21.

| 87-029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21 / 3 / 1~50(50p)

1. 주자메이카대사는 1987.9.7. Seaga 수상 부인이 여비서 및 실업인 3명과 9.14.~19. 비공식 방한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동 일행이 공식 일정을 기대하지는 않으나, 차량 및 안내 등을 제공하고 실업인
3명은 수입상임을 고려하여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한 수입대리점 설치 주선 등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7.9.22. 주자메이카대사에게 동 수상 부인 일행의 방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체한 일정: 주한 자메이카명예총영사 주최 만찬(9.14.), 국무총리 부인 예방, 외무부장관 부인 주최
334

오찬, 정무장관 부인 주최 만찬(9.15.)
예정보다 2일 늦은 9.21. 대만 향발하였으며, 수행 실업인 3명은 KOTRA가 주선한 상담회에 참석함.

Ozal, Turgut 터키 수상 방한, 1986.11.4.-7.
전5권 V.1 사전교섭

| 87-0294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1 / 4 / 1~249(249p)

Turgut Ozal 터키 수상이 1986.11.4.~7. 공식 방한함.
1. 외무부는 1986.4월 국무총리 명의 터키 수상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2. 터키 외무성은 1986.10.23. 동 수상이 10.31.~11.3. 방글라데시, 11.4.~7. 한국을 각각 방문할 예정임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외무부는 10.24. 동 수상 부처가 국무총리 초청으로 공식 방한 예정임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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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는 한편 관련 준비 자료를 작성함.
일정

- 필수 일정: 공식 환영식, 국립묘지 헌화, 대통령 예방 및 오찬, 총리회담 및 공식 오찬
- 선택 일정: 서울 종합운동장 방문, 산업 시찰, 기타 터키 측이 특별히 희망하는 일정
총리회담 의제

- 국제 정세
- 지역 정세
- 양국 관계
자료

- 수상 신상 관련 사항, 국가·국기·민요, 수행원 명단, 특별기 및 차량·숙소 관련 사항
- 터키 측 희망 사항

4. 동 수상 방한과 관련하여 터키 수상실 초청으로 한국 기자 8명(KBS 3명, MBC 3명, 연합통신 1명,
중앙일보 1명)이 1986.10.25.~31. 터키를 방문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외무부는 주터키대사관 및 주한 터키대사관을 통하여 터키 측과 동 수상 방한 일정 및 총리회담 의제

Ozal, Turgut 터키 수상 방한, 1986.11.4.-7.
전5권 V.2 일정 및 수행원

| 87-0295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1 / 5 / 1~142(142p)

외무부가 작성한 Turgut Ozal 터키 수상 내외의 1986.11.4.∼7. 방한 영접 계획안 요지는 아래와
같음.
1.수행원 명단 및 숙소
공식 수행원: 신라호텔
경호원, 기자단 및 경제인: 힐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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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접 준비 사항
서훈: 수교훈장 광화대장, 대통령 예방 시 전수
홍보(문공부)

- 주요 행사: 라디오 방송, TV 방영
- 사전 홍보: 양국 관계, 방한 의의 등
- 방한 중 동정 보도
- 한국 홍보자료 배포
경호(치안본부)

- 근접 경호, 사이드카 경호, 숙소 및 행사장 경호
의료대책

- 의료진 및 앰뷸런스 편성 대기

3. 주요 일정
환영식, 국립묘지 헌화
대통령 예방 및 오찬, 총리회담 및 공식 만찬
삼성전자, 한국중공업 창원공장 등 산업 시찰

터키군
참전비 헌화, 유엔군 기념묘지 헌화, 판문점 시찰

Ozal, Turgut 터키 수상 방한, 1986.11.4.-7.
전5권 V.3 관계부처 협조(일정)

| 87-0296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1 / 6 / 1~136(136p)

1. 외무부는 1986.11.4.∼7. Turgut Ozal 터키 수상 방한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함.
대통령 경호실

- 지방 시찰 시 국무총리 전용기 지원, 경호원 휴대총기 반입 허가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주선
대통령경호실, 국방부, 교통부
총리실

- 총리회담 및 공식만찬 주최
남북대화 사무국

- 판문점 시찰
총무처

- 환영식 주관
한국전기통신공사

- 단기전화 가입 및 경비전화 연장 설치
관세청

- 화물 통관 및 적재, 수행 기자단의 보도 장비 통관, 경호원 총기류 반입 허가
김포국제공항관리공단

- 입출국 시 대리수속 협조, 환영식 행사 지원
보사부

- 비상 의료진 편성 및 인근 병원 대기
치안본부

- 근접 경호, 사이드카 지원
체신부

- 주파수 사용 승인

2. 외무부는 아래 산업시찰 업체 및 방문 기관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함.

삼성전자,
한국중공업
 산 유엔군기념묘지, 서울 종합운동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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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의 한국 영공 통과 및 서울공항 사용 허가

Ozal, Turgut 터키 수상 방한, 1986.11.4.-7.
전5권 V.4 계기별 말씀자료

| 87-0297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1 / 7 / 1~345(345p)

Turgut Ozal 터키 수상의 1986.11.4.∼7. 방한 관련 외무부 및 관계 부처가 작성한 자료 목록임.
1. 외무부 자료
대통령 예방 자료

- 터키 수상 접견 자료(청와대 정무1)
총리회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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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인적 사항, 터키 개관, 방한 관련 사항, 언급 자료(국제 정세, 지역 정세 및 양국 관계)
- 총리회담 참석자 및 회담장 배치도
공식 만찬

- 국무총리 만찬사(국·영문)
- 터키 수상 만찬 답사(국문 번역)
국무총리 부인 언급 자료
터키 외무차관 면담 자료

2. 관계 부처 자료
농수산부, 건설부, 과기처,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문교부 및 경제기획원

Ozal, Turgut 터키 수상 방한, 1986.11.4.-7.
전5권 V.5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자료 포함)

| 87-0298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1 / 8 / 1~75(75p)

Turgut Ozal 터키 수상 내외의 1986.11.4.~7. 공식 방한 결과임.
1. 수행원(총 138명)
공식 수행원(42명): 장관 2명, 국회의원 8명 포함
비공식 수행원(96명): 경제인 65명, 경호원 8명, 기자 23명

2. 체한 일정

3. 총리회담 결과
경제 협력 및 통상 증진 방안 협의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설명
지역 분쟁에 관한 의견 교환

4. 기타 사항
한국 경제 발전상 소개 및 양국 경제인 접촉
한·터키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5. 평가
동 방한은 에브렌 터키 대통령의 1982.2월 방한 이후 최고위층 방한으로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 지도자 간의 친분관계를 돈독히 함.
한반도 정세 및 한국 경제 발전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등 실질협력관계 증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함.

6. 후속 조치
주한 터키대사관은 1987.1월 외무부에 동 수상 방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 현안에 관한 비망록을
전달해 옴.

외무부는
동 비망록을 상공부, 건설부, 과기처 및 재무부 등 관계 부처에 송부하고,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외무부에 통보하여 주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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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방, 총리회담
삼성전자·한국중공업 시찰, 터키군 참전비 헌화, 유엔군 기념묘지 참배
판문점 및 올림픽경기장 시찰

VA'AI Kolone 서사모아 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1987.8.28.-9.1. 전2권 V.1 기본문서

| 87-029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

MF번호

2017-21 / 9 / 1~239(239p)

서사모아 Va'ai Kolone 수상이 1987.8.28.~9.1. 방한함.
1. 김정렬 국무총리는 동 수상의 방한 제의 관련 외무부의 아래 수락 건의를 1987.7.22. 재가함.
동 수상은 남태평양협의회(Sourh Pacific Forum) 의장 자격으로 8.20.~9월초 일본 방문 후 방한을
희망한바, 정부는 1984년 및 1986년 2차에 걸쳐 국무총리 명의로 동 수상을 방한 초청한 바 있음.
서사모아는 랑군사태 당시 대북한 응징 조치로 북한과 단교한 바 있으며, 한국의 남태평양지역의
340

강력한 외교 기반으로 근래 북한 등 공산권의 동 지역 접근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방한 제의를 수락하고 준 공식 방문(informal working visit) 형식으로 의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추진함.

2. 외무부 의전장실이 1987.8.22. 작성한 동 수상 겸 외무장관 내외 방한 영접 계획임.
수행원(2명): 외무차관 및 수상 비서실장
영접 준비 사항

- 환영 장식(국기 게양, 현판), 기념품 제작, 선물, 홍보, 경호 및 의료대책
- 훈장(수상: 수교훈장 광화대장, 외무차관: 수교훈장 흥인장)
체한 일정(안)

- 국립묘지 헌화, 서울종합운동장 시찰(8.28.),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면담, 판문점 시찰, 새마을
시범부락 시찰(8.29.), 국립중앙박물관, 비원 관람(8.30.), 명예총영사관 방문, 대통령 내외 예방(서훈
및 오찬), 삼성전자, 농촌진흥청 및 작물시험장 시찰, 국무총리 내외 주최 만찬(8.31.), 제재소 및 합판
공장 시찰

3. 동 수상 겸 외무장관 내외의 방한 결과임.
대통령 예방

- 남태평양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서사모아의 기여 평가,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대비한 양국 간 협력강화
희망 전달
- 한반도 및 남태평양지역 정세 의견 교환,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 증대 합의
방한 성과

- 남태평양지역 친한 국가인 서사모아와의 관계 공고화,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및 인적 교류 강화 계기
마련
- 남태평양협력기구(SPF, SPC 등)와의 협력 기반 조성

VA'AI Kolone 서사모아 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1987.8.28.-9.1. 전2권 V.2 자료

| 87-030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

MF번호

2017-21 / 10 / 1~134(134p)

서사모아 Va'ai Kolone 수상의 1987.8.28.~9.1. 방한 관련 각종 자료 현황임.
1. 대통령 오찬사
2. 국무총리 만찬사(영문)

4. 동 수상 면담 자료 및 참고 자료
5. 관계부처(상공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청, 과학기술처 등)의 외무부 앞 소관자료 송부 문서
6. 주뉴질랜드대사관의 외무부 앞 동 수상의 최근 연설문 송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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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사모아 측 만찬 답사(영문)

오재희 외무차관 스리랑카 및 방글라데시 방문,
1987.3.9.-18.

| 87-030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21 / 11 / 1~370(370p)

1. 오재희 외무부차관은 1987.3.3.~18. 방글라데시 개최 제6차 77그룹 아주각료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스리랑카 및 방글라데시를 아래와 같이 방문함.
수행원: 이원형 외무부 서남아과장 등
스리랑카(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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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yasinghe 외무차관, Fernando 외상대행(정무차관) 면담, 교민 및 진출업체 대표들과의 오찬,
Moratwa 교통장관 면담, 주스리랑카대사 주최 외무성 간부 초청 만찬(3.10.), Jayasinghe 외무차관 면담
및 동 차관 주최 오찬(3.11.)
방글라데시(3.14.~16.)

- 77그룹 아주각료회의 개회식 참석, 동 각료회의 기조연설, 동 회의 참석 대표단을 위한 방글라데시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3.14.), Chowdhury 수상 예방, Fakruddin 외무차관 면담 등(3.15.), 교민 및
진출업체 대표들과의 조찬, Choudhury 외상 예방, Hussain 동자부장관 면담, 77그룹 각료회의 폐막식
참석, Imam 황마장관 면담, 방글라데시 기획성장관 등 주요 각료 및 외무성 간부들과의 만찬(3.16.)

2. 외무부 아주국이 1987.3.18. 작성한 오재희 차관의 스리랑카 및 방글라데시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스리랑카

- 교통장관 면담 시 스리랑카 측은 차관 공여 조건하 디젤기관차 수입을 희망하고, 대외경협기금의
공공차관 공여를 요청함.
- 외무차관 면담 시 스리랑카 측은 타밀인종 분규,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한국 측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국제 회의에서의 계속적인 지지를 요청함.
방글라데시

- 수상 예방 시 방글라데시 측은 양국 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했으며, 한국 측은 1986.9. 하라레 비동맹정상회의 시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당부함.
- 외무장관 예방 시 동 외상은 1987.5월 방한 의사를 표명하고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 관련 양국 간 기술
이전 및 인사교류 증진을 희망했으며, 한국 측은 금강산댐 및 한국의 대응댐 건설 배경 등을 설명함.
- 외무차관 면담 시 방글라데시 측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를 중시하여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를 결심했음을 강조한 바, 한국 측은 동 개설에 따른 양국 관계 발전을 기대함.

최광수 외무장관 벨기에 방문, 1987.4.29.-30.

| 87-030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21 / 12 / 1~194(194p)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7.4.29.∼30. 벨기에를 방문함.
1. 주벨기에대사는 1987.3.28. 한·벨기에 외상회담 의제 관련 동 대사관 이해순 공사의 외무성 Baron
Bayens 아주국장 면담 시 동 국장의 언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벨기에 외상은 자신이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 의장으로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동, 남아공 문제와 중거리 핵미사일 감축에 관한 소련의 제의를 중심으로 한
군축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한국 측이 희망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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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한국 측은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 정세, 특히 남북한 관계 추이,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연설, 북·소련 관계 현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 해주기를 희망함.

양자
관계는 특별한 현안이 없으므로 양국 우호협력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2. 최광수 장관의 동 벨기에 방문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Rinsche 구주·한국 의원친선협회장 접견, 한국전 참전비 헌화(4.29.)
한·벨기에 외상회담(4.30.)

최광수 외무장관 프랑스 방문, 1987.10.20.-23.
전4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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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 / 1 / 1~469(469p)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7.10.20.∼23. 프랑스를 방문함.
1. 전두환 대통령은 1987.8.20. 최광수 장관의 프랑스 및 튀니지 공식 방문에 관한 외무부의 아래 건의
문서를 재가함.
방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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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1986.4월 프랑스 방문 성과의 지속적 확산
- 프랑스 방문 후 비동맹 외교 강화를 위한 튀니지 방문
방문 기간

- 1987.10.19.~31.(프랑스 및 튀니지 공식 방문, 라스팔마스 경유)
방문 경위

- Martin 프랑스 외무성 아주국장은 1987.3.11. 레몽 외무장관 명의 초청서한 전달
- Souidi 튀니지 외무성 아주국장은 1987.6.17. Mabrouk 외무장관 명의 초청서한 전달
프랑스 방문 일정

- 한·프랑스 외무장관회담, 미테랑 대통령 및 시라크 수상 예방, 누와르 대외무역장관 등 주요 인사 면담,
파리 시내 소재 서울의 광장 명명식 참석, 외교 기자단을 위한 오찬 및 연설
튀니지 방문 일정

- 한·튀니지 외무장관회담, 부르기바 대통령, 스파르 수상 및 클리비 아랍연맹 사무총장 예방
라스팔마스 경유

- 에르난데스 라스팔마스 주지사 예방, 라스팔마스 진출 한국 원양어업기지 간부 및 주요 교민과의 간담회

2. 외무부가 1987.10월 작성한 외무장관 프랑스 공식방문 자료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튀니지 공식방문 일정(10.26.~29.)은 동국의 10.27. 국민투표로 인해 연기
한·프랑스 외무장관회담 의제

- 안보 군축 문제, 구주 통합, 동북아 정세, 남태평양 정세, 남북대화, 한·프랑스 관계
양측 관심 사항

- 한국 측: 미테랑 대통령 및 시라크 수상 방한초청 등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후속조치, 대EC(구주공동체)
협력 강화, 프랑스의 대한국 수입제한 조치 완화
- 프랑스 측: 방산장비 구매 계획 및 한국의 대형 프로젝트 참여 등 경협 증진, 지적소유권 보호 등 통상
증진

최광수 외무장관 프랑스 방문, 1987.10.20.-23.
전4권 V.2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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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 / 2 / 1~263(263p)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10.20.~23. 프랑스 방문 관련 감사 서한(프랑스어) 및 연설문 등
목록임.
1. 최 장관의 1987.11.4.자 프랑스 주요 인사 앞 감사 서한
Chirac 수상, Raimond 외무장관, Giraud 국방장관, Noir 대외교역장관, Poher 상원의장, ChabanDelmas 하원의장 앞 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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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외교기자단과의 오찬 시 보르똘리 회장의 소개에 대한 외무장관 답사(영어)
4. Raimond 프랑스 외무장관 주최 1987.10.22. 만찬 시 최 장관의 만찬 답사(영어, 프랑스어)
5. 1987.10.22. 서울광장 명명식 시 외무부장관 치사(한국어, 프랑스어)
파리에 개설되는 서울광장 명명식에 참석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
양국은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과 파리에 각각 파리공원,
서울광장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은 서울 목동 신시가지에 파리공원을 조성함.

양국
수도에 조성된 광장 및 공원은 양국 국민 간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고 있으며,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 깊은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으로 기대함.

6. 라스팔마스 거주 교민을 위한 만찬 시 격려사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프랑스 외교기자단과의 1987.10.22. 오찬 회견 시 외무장관 인사(영어, 프랑스어)

최광수 외무장관 프랑스 방문, 1987.10.20.-23.
전4권 V.3 자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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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 / 3 / 1~343(343p)

최광수 외무장관의 스위스(1987.10.18.~20.), 프랑스(1987.10.20.~23.), 라스팔마스(1987.10.23.~25.)
방문 관련 자료 현황임.
1. 외무부 구주국 작성 주프랑스 외교기자단과의 오찬회견 질의답변 자료
2. 주프랑스대사관 작성 한·프랑스 외무장관회담 자료
346

3. 외무부 구주국 작성 한·프랑스 외무장관회담 시 언급 자료
4. 외무부 구주국 작성 주요 인사별 언급 자료
5. 외무부 구주국 작성 외무장관 프랑스 방문 시 개별 면담 자료
6. 외무부 구주국 작성 자크 시라크 수상 예방(10.22.), 앙드레 지로 국방장관 면담(10.22.), 미셀 누와르
대외무역장관 면담(10.21.), 알렝 포에르 상원의장 예방(10.21.), 자크 샤방-델마스 하원의장 예방
(10.22.), 장 르카뉘에 상원 외교국방위원장 면담(10.22.) 자료
7. 외무부 구주국 작성 스위스 방문 참고 자료
8. 외무부 구주국 작성 스위스 대통령 겸 외무장관 면담(10.20.) 자료
9.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 작성 외무장관 방문 자료
10. 외무부 구주국 작성 라스팔마스 방문 자료
11. 외무부 구주국 작성 라스팔마스 주지사 면담(10.24.) 자료

최광수 외무장관 프랑스 방문, 1987.10.20.-23.
전4권 V.4 자료 II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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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10.20.~23. 프랑스 방문 관련 외무부 작성 자료 현황임.
1. 동 장관 방불 자료
프랑스 측 관심 사항과 한국 측 입장

한국 측 관심 사항

- 프랑스 측의 잔존수입규제 철폐
- 한국산 라디오 및 컬러 TV 쿼터 증량
- EC(구주공동체)의 반덤핑 제소 자제 및 상계관세 철회
- EC GSP(일반특혜관세)
- 과학기술 산업협력과 기술도입 강화, 투자 확대 등

2. 한·불 외무장관회담 참고 자료
안보·군축 문제

- 동·서 관계,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구주통합 문제
동북아 정세, 지역 정세,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남·북한 관계
한·프랑스 정무·문화 관계, 프랑스 국내 정세, 한국 국내 정치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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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요 프로젝트 참여
- KAL의 프랑스산 Air Bus 구입
- 프랑스의 Ferro-Nickel 장기 공급
- 지적소유권 한·미 합의사항 동등 적용
- 자본시장 개방(증권시장, 보험시장, 외국은행 진출 및 영업범위 확대 등)

오재희 외무차관 과테말라 방문, 1987.7.1.-3.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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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7-22 / 5 / 1~205(205p)

오재희 외무부차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 참석 후 1987.7.1.~3.
과테말라를 공식 방문함.
1. 방문 개요
방문 목적
348

- 과테말라 고위 인사의 최근 연이은 방한에 대한 답방, 한국 외무부차관으로서의 최초 방문
- 한국의 대중미 경제 진출 지원
수행원

- 이동익 외무부 통상국장 등
주요 일정

- 문 창화 주과테말라대사 주최 만찬(7.1.), 업체 및 교민대표와의 조찬 간담회, Martini 외무차관,
Quinones 외무장관 면담, 독립기념탑 헌화, Martini 외무차관 주최 오찬, Cerezo 대통령 및 Gomez
국회의장 예방, Maldonado 국회 외무위원장 면담, 한·과테말라 친선협회 주최 리셉션(7.2.), 한국 업체
시찰, 한국 공관 자매학교 방문(7.3.)

2. 주요 면담 및 방문 결과
Cerezo 대통령은 한국과의 제반 분야 협력 증진을 희망하는 한편 향후 적절한 계기 방한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 측의 유엔 가입 및 평화통일정책 설명에 대해 계속적인 지지를 약속함.
Quinones 외무장관은 양국 간 경협과 교역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현지 지점 개설을 통한 시장
조사 활동을 권고하고, 트랙터 및 농기구 조립공장에 대한 투자를 희망함.

- Martini 외무차관은 한국 측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제의에 동의하고, 한국 진출기업들의 기술자 입국 시
사증 발급 편의 문제에 대해 협조 의사를 표명함.
- 주과테말라대사관의 건의에 따라 건물 신축 자금을 지원한 바 있는 대사관 자매학교 la Escuela de La
Republica de Corea 초등학교(학생 수: 250여 명)를 방문함.

오재희 외무차관 과테말라 방문, 1987.7.1.-3.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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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 / 6 / 1~241(241p)

오재희 외무부차관의 1987.7.1.∼3. 과테말라 공식 방문 관련 자료 내용임.
1. 방문 개요
방문 목적, 수행원, 항공 일정
방문 일정

2. 정부 훈령
희망 표명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설명,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협조 방안 협의
88 서울올림픽 개최의 의의 설명 및 적극적인 참가 희망
중미사태 해결을 위한 과테말라의 기여 평가 및 중미 평화·안정의 조속한 회복 기대 표명

3. 외무차관회담 자료
국제 정세 의견 교환
지역 정세(동북아 및 한반도)
중미 정세
양자 관계(정치, 경제·통상 및 문화협력)
과테말라 측 거론 가능 사항(과테말라·벨리즈 관계, 경제·통상 관계)

4. 세레소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예방 자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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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 만족 표명, 남남협력 정신에 입각한 상호 실질협력 관계 심화 및 발전

박쌍용 외무차관 태국 방문, 1987.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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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7-22 / 7 / 1~76(76p)

박쌍용 외무부차관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참석차 1987.11.7.~14. 태국을 방문함.
1. 주태국대사는 1987.10.28. 외무부차관 방문과 관련하여 아래 일정을 추진 중임을 보고함.
시티 외무장관 예방, 카셈 외무차관 면담
Bangkok Post 사장 예방, 국가안보협의회 사무총장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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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쌍용 차관의 1987.11.12. 시티 외무장관 예방 결과임.
박 차관은 동 장관에 대한 최광수 외무장관의 친서를 전달함.
시티 외무장관은 동 서한에 사의를 표명하고, 자신의 최근 방북에 관해 아래 요지로 언급함.

- 방북 중 여러 건설현장을 시찰한 바, 신·증축 활동이 활발했으나 주민들의 이동은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였음.
- 북측 인사 면담 과정에서 한국의 생각과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북한 측은 통일의 장애물이 주한미군임을
강조하고 북한은 남침할 능력이 없다고 언급함.
- 태국의 대북한 접촉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북한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북한을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 태국 주재 북한 상주대사관 설치를 약속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일축함.
박 차관은 동 장관이 한국 측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반도 문제는
한국민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과 중단된 남북대화, 한국 측의 남북 외무장관회담 제의 등에 관해
상세 설명하는 한편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한 태국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
동 장관은 태국이 경제 발전에 있어 한국을 모델로 할 것이며, 동남아에서 캄보디아 문제가 한반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공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최광수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87.4.19.-24.
전3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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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7.4.19.∼24. 태국을 방문함.
1. 태국 외무성 Thep 아주국장은 1986.12.15.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태국 외상이 1987년 중 편리한 시기에
한국 외무부장관의 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2. 외무부는 1987.3.20. 외무부장관의 태국 방문 계획을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외상의 1985.7월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 태국 공식 방문을 추진함.
태국 국왕 알현 및 수상 면담, 한·태국 외상회담, 에스캅 총회 참석 각국 외상들과의 면담을
시행함.

3. 외무부는 1987.4.10. 최 장관의 태국 공식 방문 및 에스캅 40주년 기념총회 참석 관련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최광수 장관은 시티 태국 외상의 초청으로 1987.4.19.~24. 태국을 공식 방문함.
방문 중 한·태국 외상회담을 개최하고, 수상 등 정부 주요 인사를 예방함.
에스캅 40주년 기념총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시행할 예정임.
동 총회 참석 각국 외상 등과의 면담을 통해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4. 최광수 장관의 태국 공식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주요 활동

- 국왕 및 수상 예방, 에스캅 총회 참석, 영국 하우 외상 면담, 방콕포스트 기자회견,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방문, 교민회 참석 연설
평가

- 태국의 한국에 대한 우의 및 기존 우호관계 재확인 및 태국의 대북한 정책 진의 확인
- 에스캅을 통한 정부의 대개도국 실질협력 의지 및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경제·정치적 중요성
설명

5. 외무부는 1987.5.4. 주태국대사에게 장관의 태국 국왕 등 주재국 주요 인사에 대한 감사 서한 전달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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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ESCAP(아태지역 경제사회이사회) 총회, 동 이사회 4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태국 시티

최광수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87.4.19.-24.
전3권 V.2 기자회견

| 87-031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22 / 9 / 1~94(94p)

1. 외무부는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태국 공식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1987.3.27. 주태국대사에게 Bangkok
Post 또는 Nation지와의 단독 기자회견 추진을 지시한 바, 주태국대사는 3.31. Bangkok Post가 한·
태국 관계, 한국의 새로운 국제적 지위 및 아태지역에서의 역할, 한국 정세 등에 관해 단독 회견을
희망함을 보고함.
2. Bangkok Post 1987.4.25.는 최광수 장관과의 단독 기자회견 기사를 아래와 같이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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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ees expansion of Thai-Korean relations’제하 한·태국 관계, 남북한 관계, 국내 정치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을 밝힘.

기사
주요 요지

- 에스캅 제43차 회의 참석 및 태국 외무성 초청으로 공식 방문
- 기존 한·태국 양국 간 우호 관계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 전망
- 양국 간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 전망, 지난 5년간 매년 10% 이상의 교역량 증가(1986년 4억7천만 달러)
- 한국은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예정
- 태국의 신중한 대북한 관계 추진 기대
- 남북한 관계와 관련하여 북한의 의도로 인해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
-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지지
- 국내 정치 관련 단계적 민주화 노력 설명
-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확신

최광수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87.4.19.-24.
전3권 V.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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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4.19.∼24. 태국 공식 방문 관련 자료 현황임.
1. 외무부 아주국은 1987.3.17. 부내 각국 및 주태국대사에게 아래 소관자료를 요청함.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88 서울올림픽, 양국 관계,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및 남북대화
기타 국제 정세, 미·소 관계, 뉴라운드, 보호주의 무역 동향, 1차산품 가격 안정 등
주재국 정세, 주요 예방 인사 인적 사항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현황, 투자보장협정, 방콕협정 확대협상, 유전개발사업 등

3. 외무부는 1987.4.20. 아래 내용의 한·태국 외무장관 회담 자료를 작성함.
국제 정세: 정치 정세, 최근 세계경제 동향
지역 정세: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동남아 정세

양국
관계: 현황,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교역 및 투자, 투자보장협정 등

4. 주태국대사는 1987.4.13. 아래와 같이 외무부장관의 태국 공식 방문 브리핑 자료를 작성함.
주요 일정, 주재국 정세 동향, 태국의 대남·북한 관계
제43차 에스캅 총회 행사
주태국대사관 현황 및 건의사항

5. 주태국대사는 1987.4월 경제관계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태국 경제
한·태국 경제관계

- 교역 현황, 투자 현황, 한국의 대태국 기술공여 현황, 한·태국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등
태국·북한 간 경제관계

- 북한의 대태국 연도별 교역 현황
- 태국의 주요 품목별/연도별 대북한 수출입 현황

6. 외무부 아주국은 1987.4.15. 이후 태국 정치 동향, 군부와 국회 간의 관계 등 장관 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태국 관련 일일 정세 보고 자료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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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7.3.17. 상공부, 재무부, 동력자원부에 소관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함.

최광수 외무장관 튀니지 방문, 1987.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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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10.26.~29. 튀니지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국내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동 방문을 연기함.
1. 외무부장관은 1987.7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참석 후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의 비동맹 국가들의 협력 확보를 목적으로 튀니지 및 모로코 방문을 추진한
바, 개헌 등 국내 정치 사정으로 10월로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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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로코 측의 사정으로 외무부장관의 동국 방문이 취소되어 튀니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국내 개헌 투표일이 1987.10.27.로 변경됨에 따라 장관은 10.20.~23. 프랑스 방문 후 귀국해야 할
사정을 감안하여 튀니지 방문을 재차 연기함.

최광수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7.9.17.-10.4.
전5권 V.1 사전교섭 I : 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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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9.17.∼10.4. 제42차 UN 총회 참석 및 미국 방문 관련 사전 조치
사항임.
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8월 외무부장관의 제42차 유엔 총회 참석 주요 행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유엔 관련 공식 행사: 사무총장 면담, 제42차 총회 의장 면담, 각국 외무장관 면담 등
오·만찬 행사: 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EC(구주공동체) 외무장관 오찬, 각국 특파원 만찬,

2. 외무부는 1987.8월 제42차 유엔 총회 대비 외무부장관의 뉴욕 방문 및 관련 계획을 아래와 같이 대통령
에게 보고함.
방문 목적

- 정부의 최근 남북한 외무장관회담 제의 등 제반 정책에 대한 지지 교섭
- 한국의 유엔 가입 분위기 고양
- 미국 정부, 의회, 학계 및 언론계 주요 인사와의 접촉을 통한 한국 지지 기반 확충
- 재미교포 접촉 활동을 통한 모국과의 유대감 제고
방문 기간 및 대상지: 1987.9.17.~10.2. 로스앤젤레스, 뉴욕 및 워싱턴
주요 활동계획

- 유엔 관련 활동, 각종 사교 행사 및 WAC 연설 등

3. 외무부는 1987.8.22. 및 8.26. 주미대사에게 아래 사항에 대한 보고 및 한·미 외무장관회담 의제
교섭을 지시함.
외무장관회담 의제, 행정부·의회 및 언론계 인사 면담 시 참고 자료, 오찬 및 만찬사, 국경일
리셉션 시 연설 포함 내용, 국내 특파원과의 환담 시 예상 질문 사항, 교민 동향 등

한·미
외무장관회담 의제(안)

- 동북아 안보 정세, 북한 정세 평가, 남북대화 추진, 통상 문제, 국내 정국 동향, 88 서울올림픽 준비,
기타 현안 문제

4.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8.27. 장관의 아래 방미 주요 일정을 수립함.
로스앤젤레스: WAC 오찬연설, 교민 리셉션, Korea parade 참관
뉴욕: 각국 외무장관 면담 및 오·만찬, 각국 특파원 및 미 언론사 오찬, 교민 리셉션
워싱턴: 주요 인사 면담, 국경일 리셉션, 국무장관 면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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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방송 오찬 등
유엔 이외의 행사: World Affairs Council 및 하버드 대학 연설 검토

최광수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7.9.17.-10.4.
전5권 V.2 사전교섭 II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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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9.17.∼10.4. 제42차 UN 총회 참석 및 미국 방문 관련 사전 조치
사항임.
1. 외무부는 1987.9.3. 주미대사에게 한·미 외무장관회담 관련 미 국내 정세 및 대외정책 동향 보고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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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 미주국은 1987.9.11. 최광수 장관의 시카고 방문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방문 기간: 1987.9.30.~10.3.
방문 일정: 교민 리셉션, Chicago Tribune지 편집장 면담

3. 외무부는 1987.9.15. 미수교국 외무장관회담 관련 아래 계획을 수립함.
유엔 출장 중 부탄, 소말리아, 이집트, 이라크, 가이아나 5개 미수교국을 포함하는 미국, 일본 등
22개국 외무장관과 회담 개최
미수교국 외무장관과의 회담 시 수교에 합의할 경우 현지에서 합의사항 발표

4. 외무부는 1987.9.17.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회 초청 외무부장관의 9.18. 오찬연설 관련 아래 보도
자료를 배포함.
연설 제목:‘한국의 도전과 기회-새로운 시대의 한·미 관계’
한국 실상 소개 및 향후 태평양시대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한미 관계의 정립 필요성 설명

5. 외무부 미주국은 최 장관의 9.17.~20. 아래 로스앤젤레스 방문 일정을 수립함.
LA Times 간담회 및 오찬, 교민신문 조찬, 세계문제위원회(WAC) 기자회견 및 오찬연설
교민 리셉션, Korea parade 참관 등

6. 외무부는 1987.9.17. 전 재외공관장에게 최광수 장관의 제42차 유엔 총회 계기 아래 방미 계획을 통보함.
방문 기간: 1987.9.17.~10.3.(로스앤젤레스 9.17.~20., 뉴욕 9.20.~30.)
주요 활동계획

- 로스앤젤레스: WAC 오찬연설, 한국의 날 기념행진 참관, LA Times 논설실장 등 오찬 겸 간담회
- 뉴욕: 한·미, 한·일 외무장관회담, 22개국 외무장관 면담, 유엔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 면담,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참석 연설, 우방국 외무장관 초청 오찬, 미국 주요 언론인 접촉 등

최광수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7.9.1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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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9.17.∼10.4. 제42차 유엔 총회 참석 및 미국 방문 관련 결과 보고
에 관한 사항임.
1. 주요 일정
로스앤젤레스 9.17.~20., 뉴욕 9.20.~30., 워싱턴 9.30.~10.2.
한미 외무장관회담(9.24.), 한일 외무장관회담(9.23.), 유엔 사무총장 및 총회 의장 면담, 워싱턴
비공식 방문, 77그룹 외상회의 기조연설

총 30개국 언급(한국 지지 10개국, 북한 지지 5개국, 중립 15개국)

3. 대유엔 활동
유엔 사무총장 및 제42차 총회 의장 면담, 77그룹 외무장관회의 기조연설, 우방국 외무장관 및
유엔 사무국 간부 초청 오찬 등

4. 각국 외무장관과의 면담
한·미 외무장관회담: 국내 정세 및 정치 일정 설명, 한국의 안보 및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요청, 남북 외무장관회담 제의에 대한 지지 요청, 한·미 무역마찰의 협의를 통한 해결
필요성 강조, 1988년 팀스피릿 훈련 문제 거론
한·일 외무장관회담: 현안 문제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 한국은 무역 역조 및 교민 지위 향상 문제를
중점 거론, 일본 측은 어업문제를 중점 거론
24개국 외무장관 면담: 한반도 및 상대국 정세, 주요 국제 문제 및 남북한 관계, 양국 간 현안 문제
협의

5.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부탄·소말리아와 수교 합의
이란과 대사급 외교관계 격상, 이집트·이라크·가이아나와 관계 개선 방안 협의

6. 기타 활동
주요 언론계 인사 접촉,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등 주요 인사와의 오·만찬
교민 리셉션 및 연설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제4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한반도 관계 언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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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9.17.∼10.4. 제42차 유엔 총회 참석 계기 미국 방문 시 한·미국 외
무장관 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임.
1. 외무부 미주국은 1987.8.17. 아주국 등 부내 관계국에 한·미 외상회담 자료를 요청함.
한·미 외상회담 개최 일정: 9.21.~28. 중 뉴욕 또는 워싱턴
동 회담 시 희망 의제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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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8.20. 주미대사에게 한·미 외상회담 관련 미국 측 관심 사항 및 한국 측이 제기해야 할 사항에
대한 보고를 지시함.
3. 외무부 미주국은 1987.9.17. 뉴욕에서 9.24. 개최 예정인 한·미 외무장관회담 시 언급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동북아 안보 정세: 미·소 외상회담 결과, 소련의 아시아정책, 소련·북한 간 관계 긴밀화 동향,
북한의 대중국(구 중공) 관계 개선 노력
북한 정세 평가: 김정일 세습 동향, 북한의 한국 내 정세 악용 시도 가능성, 중·소와의 관계 안정화,
한·미 안보협력
남북한 관계: 남북 외무장관회담, 남북한 외교관 접촉, 북한 의도 분석
올림픽 개최 문제: 남북 체육회담 현황, 북한의 진의 분석, 공산권 참가 전망, 한·미 간 협조

국내
정치: 정치 발전 추진, 반정부 세력에 대한 대처, 노사 분규
경제통상 문제: 기본 입장, 종합통상법안 등 보호무역주의 동향
기타 관심 사항: 유엔 가입, 교차승인, 비동맹 대책 및 미수교국 접촉

4. 외무부 미주국은 1987.9.24. 한·미 외무장관회담 언급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인사 말씀
동북아 정세
북한 동향
남북한 관계
서울올림픽
경제·통상 문제
국내 정국

최광수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7.9.17.10.4. 전5권 V.5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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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9.17.∼10.4. 제42차 유엔 총회 참석 및 미국 방문 관련 자료 현황임.
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6.24. 부내 관련국에 외무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 중 각국 외상 면담
계획과 관련하여 회담 필요 국가명, 면담 주요 내용 및 면담 우선순위 등을 요청함.
2. 외무부 미주국은 1987.9월 Solarz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 면담 자료를 아래 작성함.

- 한반도 안보 정세, 남북대화, 올림픽 및 남북 체육회담, 국내 정세
- 한·미 통상 관련 미 의회의 종합통상법안 문제 거론 및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
- 미 의회의 한국 관계 결의안 채택 관련 입장 및 한국군의 정치 불개입

3. 주미대사관은 1987.10.1. 외무부장관의 Carlucci 미 안보보좌관 면담 자료를 작성함.
미·소 관계, 국내 정세, 남북한 관계 및 서울올림픽, 한·미 안보협력 등

4. 외무부 영사교민국은 1987.8월 최 장관의 방미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로스앤젤레스 교민 리셉션 및 뉴욕 교민지도자 초청 행사 연설문
영사교민 관계 현안 사항

5. 최광수 장관의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회(WAC) 연설문
한국의 도전과 기회-새 시대의 한미 관계

6.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9.17. 외무부장관의 제42차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에 앞선 장관의 기자회견
답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유엔 총회의 주요 토의 의제, 총회 기간 중 장관의 주요 활동계획
한국의 유엔 가입 전망

남북
외무장관회담 개최 제의 의의, 북한의 남북한 및 미국 3자 외무장관회담 제의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유엔
총회 기간 중 남북 외무장관회담 개최 가능성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평화지대 창설에 대한 입장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논의될 사항 설명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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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항, 대한국 입장 및 기타 참고사항
언급 요지

Choudhury, Humayun Rasheed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방한. 전3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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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Choudhury 외상이 1987.8.23.~26. 방한함.
1. 주방글라데시대사는 1984.12.20. 및 1987.5.28. 북한의 대방글라데시 침투 책동 저지 및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동 외상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한 바, 정부는 1987.6.27.
주방글라데시대사에게 동 외상의 방한 일정 확정을 지시함.
360

2. 외무부는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의 방한 관련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초드리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이 1987.8.23.~26. 공식 방한하여
양국 외무장관회담, 정부 인사 예방, 산업 및 올림픽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임.
동 외상의 방한 중 양국 외무장관은 제2차 한·방글라데시 공동위원회를 주재하고, 무역, 투자,
건설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3. 동 외상의 방한 결과임.
방한 일정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회담, 제2차 한·방글라데시 공동위원회 개최
- 대통령 서훈, 국립묘지 헌화, 서울종합운동장·판문점 시찰
주요 활동

- 대통령 예방 및 서훈(8.25.): 대통령은 엘사드 대통령의 우정의 다리 건설(1,500만 달러 규모)사업에
대한 지원 검토를 언급, 동 외상은 한국의 15만 달러 무상원조에 대한 사의 표명
- 외무장관회담(8.24.):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일치, SAR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현황
청취,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에 대한 협조 약속, 경제통상 분야 협력 방안 협의
- 제2차 한·방글라데시공동위(8.24.) 주요 협의 사항: 확대균형을 통한 양국 무역 불균형 개선, 양측
차관급 상임위원회 설치, 방글라데시 측은 신용공여 및 개발자금 지원 요청, 1988년 후반기 다카에서
제3차 공동위 개최 합의
방한 성과

- 서남아의 주요 우방인 방글라데시와의 우호관계 공고화
- 한국의 남북대화 및 유엔 가입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 확대 및 강화에 기여

Choudhury, Humayun Rasheed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방한. 전3권 V.2 자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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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Choudhury 외상의 1987.8.23.∼26. 방한 관련 준비 조치 사항임.
1. 외무부는 1987.6.25. 재무부, 국방부, 농수산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제2차 한·방글라데시 공동
위원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통보함.
양국 정상 간의 1985.6월 공동성명에 따라 설치된 동 공동위가 양국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1987.8.24.~25. 서울에서 개최 예정임.

해당
부처 소관사항의 추진 현황, 제기 희망 의제 및 방글라데시 측 제기 예상 의제에 대한 입장을

2. 외무부 아주국은 1987.8.18. 제2차 한·방글라데시 공동위원회 준비 자료를 아래 작성함.
양국 대표단 명단
실무회의 의제
1986.6월 다카 개최 제1차 공동위원회 의제 및 조치 현황
의제별 협의 사항

- 제1의제(무역): 한국 측은 양국 교역 현황 검토, 무역 불균형 개선 노력 제기, 방글라데시 측은 관세양허
품목 확대, 특별무역협정 체결 및 구상무역 제의, 무역검토회의 거론 예상
- 제2의제(경제협력): 한국 측은 한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개발계획 참여, 한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인력
해외고용 증대 거론, 방글라데시 측은 합작투자 확대, 기술협력 확대,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거론 예상
- 제3의제(기타 분야 협력): 방글라데시 측은 해운협정 체결, 신용공여, 아태지역 종합농촌개발센터 가입,
문화 교류 사업, 교량 건설 지원 등 거론 예상
상기 의제별 언급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목록임.
동 외상의 제2차 한·방글라데시 공동위원회 개회사
홍순영 외무부차관보의 제2차 한·방글라데시 공동위원회 개회사
동 외상을 위한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시 최광수 장관 만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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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바람.

Choudhury, Humayun Rasheed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방한. 전3권 V.3 자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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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Choudhury 외상의 1987.8.23.∼26. 방한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 현황임.
1. 주방글라데시대사 보고 주재국 외상 방한 관련 자료(1987.7.23.)
주재국 정세 및 정치 전망, 경제·통상 관계, 건의 사항

2. 외무부의 언론 브리핑 자료(1987.8.24.)
362

양국 외무장관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대한 만족 표명, 1987년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
개설 등 기존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의견 일치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한반도 긴장 완화, 남북대화 조기 재개 필요성 및 남북한 외무장관회담 제의
설명에 동 외상은 지지 표명

양측은
한반도 통일 시까지의 잠정 조치로 남북한 유엔 가입 필요성을 확인
양국 공동위원회에서 무역 불균형 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토의 희망

3. 외무부 아주국 작성 한·방글라데시 외무장관회담 자료(1987.8월)
국제 정세 및 지역 정세 의견 교환

- 국제 정세: 정치 및 경제 정세
- 지역 정세: 동북아 정세(한반도, 남북대화, 교차승인 및 유엔가입), 서남아 정세(남아시아지역협력
연합의 현황과 전망, 주변국과의 관계, 스리랑카 타밀 문제)
양자 관계

- 양국 관계 평가
- 외교 분야 협력: 한국 측 관심사항(주한 상주공관 설치 환영,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설명 및 지지 요청,
유엔·비동맹 등 국제 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설명)
- 경제·통상 분야 협력: 한국 측 관심사항(한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개발계획 참여), 방글라데시 측
관심사항(교역 불균형 개선, 교량건설 지원 및 무상원조 요청)
주요 언급 자료

- 남북대화(남북 외무장관회담), 교차승인 및 유엔가입,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요청,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설명, SAR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과의 협력 희망 표명

4. 외무부 아주국 작성 대통령의 동 외상 접견 시 언급 자료(1987.8.11.)
엘사드 대통령에 대한 안부 전달, 양국 간 제 분야 협력 증진 평가, 최근 국내 사정 설명, 서남아
정세 관련 의견 교환,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5. 외무부 아주국 작성 국무총리의 동 외상 접견 자료(1987.8월)

Tsering, Dawa 부탄 외무장관 방한, 1987.4.29.-5.2.
전2권 V.1 기본문서

| 87-032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24 / 3 / 1~147(147p)

부탄 Tsering Dawa 외상이 1987.4.29.∼5.2. 방한함.
1. 외무부는 1986.5.15. 주인도대사에게 부탄 방문과 관련하여 부탄 국왕 앞 대통령 친서 및 외무장관의
부탄 외상 방한 초청장을 송부하고, 아래와 같이 지시함.
대통령 친서 및 외무부장관 초청장 전달
양국 간 수교에 대한 부탄 측 입장 타진 후 구체적인 수교 추진 방안 건의
경제 협력, 체육 교류 등 양국 간 관계 강화 방안 협의

2. 외무부는 1987.1.14. 아래와 같이 대부탄 수교 추진 방안을 수립함.
부탄 측 입장을 감안하여 양국 간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수교 기반 조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
인도·부탄 관계를 고려하여 인도와의 협의하에 추진

3. 외무부 아주국은 1987.4.2. 부탄 외상의 방한 초청 계획을 수립함.
Tsering 외상은 1987.4.27.~29. 일본 오사카 개최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참석 후 방한 희망
동 외상의 방한 실현을 통해 정식 외교관계 수립 분위기 조성, 비동맹회의 및 유엔 등에서 협조
요청, 양국 간 실질관계 증진 방안 협의
 외상의 방한 기간 중 장관 부재로 오재희 차관이 장관대리로 회담 개최 및 만찬 주최
동

4. 동 외상 방한 중 4.30. 한·부탄 외무장관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1987년 중 3~4개월 후 수교 추진 확인
부탄 외상은 양국 간 수교를 전제로, 가능하면 1987년 중 국왕의 방한을 추진 중임을 표명
부탄 측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약속
비동맹 중립정책을 표방하는 부탄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한국을 점차 중시하는 정책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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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및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요청

Tsering, Dawa 부탄 외무장관 방한,1987.4.29.-5.2.
전2권 V.2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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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Tsering Dawa 외상의 1987.4.29.∼5.2. 방한 관련 준비 자료 현황임.
1. 외무부 아주국 작성 한·부탄 외상회담 자료(1987.4월)
외상 인적 사항 및 수행원 명단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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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장관회담, 국무총리 예방, 명예총영사관 방문, 새마을 시범부락 시찰, 외무부장관대리 주최 만찬,
경주 관광, 산업 시찰,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한국 측 거론 사항

-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조속한 수교 희망 전달
- 비동맹 및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한국의 유엔 가입 노력에 대한
지지 요청
- 88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당부
- 부탄의 개발사업 등에 한국 기업 참여를 위한 배려 요청
부탄 측 거론 예상 사항

- 1987년도 무상원조 시행, 금년도 무상원조 10만 달러 집행 촉구, 광업 육성 타당성 조사 및 군용 차량
지원 요청, 양말 공장 설립 지원, 국산 차량 수입 등
- 한약재 재배 전문가 파견, 농업 시찰단 체재비 지원, 비닐하우스 재배 기술자 파견 등 기술협력 지원 요청
- 태권도 사범 상주 파견
참고 사항

- 일반 개관, 약사, 최근 대내외 정세, 대남북한관계

2. 외무부 아주국 작성 오재희 외무부장관대리 주최 만찬(4.28.) 시 장관대리 만찬사
3. 부탄 외상의 국무총리 예방 자료(4.20.)
부탄 국왕의 치적 평가, 조속한 수교 희망, 국제무대에서의 계속적인 지원 요청,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당부

브라질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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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2∼86년 중 브라질 외상 방한 초청 추진 경과임.
1. Guerreiro 외상
외무부는 Guerreiro 브라질 외상에게 1982.9.11.자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2. Setubal 외상
외무부장관은 Setubal 외상에 대한 1985.9.6.자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며, 동 외상은 1985.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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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최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예정이었으나, 동 통상장관회의가 1986년 초로 연기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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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방한이 연기됨.
Setubal 외상은 1985.11.9. 기자회견에서 상파울로 주지사 출마를 위해 1986.2.14. 이전 외상직을
사임 예정임을 발표함.

3. Sodre 외상
외무부는 Sodre 외상에 대한 1986.7.21.자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한 바, 동
외상은 8.22. 방한 초청을 수락한다는 공한을 보내옴.

외무부는
Sodre 외상의 최광수 신임 외무부장관 취임 축전에 대한 1986.9.15.자 답신을 통해 동
외상에 대한 방한 초청을 재확인함.

Sodre
외상은 1986.11월 이임 인사차 예방한 주브라질대사에게 방한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방한 일정을 한국 측과 곧 협의할 것임을 언급함.

Dato ZAKARIA 브루나이 외무차관 방한,
1987.7.1.-5.

| 87-032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24 / 6 / 1~153(153p)

브루나이 Dato Zakaria 외무차관이 1987.7.1.~5. 방한함.
1. 방한 추진 경과
1986.7.2.~4. 한·브루나이 외상회담 시 양국 정부 고위인사 교류 강화 원칙 합의
Zakaria 외무차관은 1986.11.26. 자신의 1987.3~4월 경 방한 계획을 통보
1986.12.15. 주브루나이대사에게 외무차관 명의 방한 초청장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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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 아주국 작성 외무부차관 면담 자료
체한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대리 면담, 판문점·땅굴 시찰, 기타 기업체 방문 등
언급 요지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일반, 북한 동향, 남북대화, 교차수교
- 동남아 정세: 아세안 관계, 캄보디아 사태
- 양국 간 협력 증진: 양국 관계 평가, 국제무대에서의 협조 요청, 주한 상주대사 파견 희망, 경제협력
강화, 교역 확대, 한국 교민에 대한 배려 요청

3. 방한 결과
외무부장관 면담(7.2.) 요지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관계 증진 합의,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 협의
- 한국 국내 정치상황 설명
외무부차관대리 면담(7.2.) 요지

-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 협의, 주한 상주대사 파견 문제 협의, 항공협정 체결 문제 협의
- 한국 국내 정치상황 설명
평가

- 국제무대에서의 지속적인 정치적 협력 합의
-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합의
- 한국의 민주화 조치에 대한 이해 제고

Rivera Bianchini, Carlos 코스타리카 외무차관
방한, 1987.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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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7.7.18. Rivera 외무차관이 1987.10월말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하고, 동 차관은
Arias 대통령의 큰 신임을 받고 있으며 향후 국민통합당 사무총장 후보 물망에 오르는 친한 인사인 점을
고려하여 동 차관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7.10.28. 주코스타리카대사에게 Rivera 외무차관의 방한 수락을 통보하고, 방한 기간을
11.23.~26.로 협의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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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차관 주최 만찬, 판문점·올림픽경기장 시찰, 국회 방문 등
언급 요지

- Arias 대통령의 영도력 평가, 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 희망, 국제무대에서의 일관된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중미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한반도 정세·민주화 노력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설명 등

4. 동 차관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주요 방한 성과

-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 발전 등에 대한 인식 및 친한 입장 제고에 기여
- 한·코스타리카 간 기존 우호협력관계 재확인
- 양국 간 실질협력관계, 특히 경제협력 증진 방안 협의
- Rivera 차관은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계속적인 한국 입장 지지를 약속
- 동 차관은 신임 주한 코스타리카대사의 조속한 부임을 위한 조치를 언급
평가

- 동 차관은 현 집권당인 국민해방당의 원내총무를 역임하고, 향후 차기 사무총장 물망에 오르는 영향력
있는 친한 인사로서 방한 중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
- 동 차관은 향후 요직에 등용될 인사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간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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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 미주국은 1987.11.21. 외무부차관의 Rivera 차관 면담 자료를 아래 작성함.

| 87-0327 |

Boutros Boutros GHALI 이집트 외무담당 국무
장관 방한, 1987.10.28.-11.3.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근동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4 / 8 / 1~119(119p)

Boutros Boutros Ghali 이집트 외무담당 국무장관이 1987.10.28.~11.3. 아래와 같이 한국을
방문함.
1. 방한 경위
Boutros Boutros Ghali 이집트 외무담당 국무장관은 1987.10.10. 주이집트총영사에게 중국(구 중공)
방문 후에 한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함을 밝히고, 한국 측의 방한 초청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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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의 공식 초청장을 전달함.

당초
외무부차관 초청으로 Hegazy 이집트 외무차관이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무장관으로 격상하여
방한 초청을 추진함.

2. 방한 의의
양국 간에는 국교 수립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이집트 측은 점진적 관계 개선을 선호하면서
국교 수립보다는 이전 단계로 한국에 총영사관 설치, 통상, 투자 등 실질적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정부는 1962.5월 주카이로총영사관 개설 이후 정치적 관계 우선 수립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이집트 입장을 고려하여 주한 이집트총영사관 설치를 단기적인 목표로 교섭해 옴.
이집트는 1963.8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73년 중동전쟁 시 북한은 조종사 파견,
무기 공급 등 이집트와 긴밀한 정치, 군사 관계를 유지함.
무바라크 대통령의 승인으로 동 국무장관이 최초로 방한함에 따라 동 계기에 양국 정치 관계의
실질적 진전 가능성을 모색함.

3. 방한 결과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국무장관 간에 2회에 걸친 회담에서 최 장관은 조속한 국교 수립을 희망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및 국내 정세, 88 서울올림픽 개최 의의 등을 설명함.

Ghali
국무장관은 국교 수립 이전 실질적인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여 표명하
는 한편 주한 이집트총영사관 설치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조만간 실현될 예정임을
밝히고, 이집트의 제2차 5개년 경제개발 사업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통상,
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함.

Ghali
국무장관은 체한 중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및 대우중공업 시찰 등 일정을 가짐.

| 87-0328 |

Boutros Boutros GHALI 이집트 외무담당 국무
장관 방한, 1987.10.28.-11.3. 전2권
V.2 의전 및 자료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근동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4 / 9 / 1~205(205p)

Boutros Boutros Ghali 이집트 외무담당 국무장관의 1987.10.28.~11.3. 한국 방문 관련 자료임.
1. 외무부의 관계 부처에 대한 면담 주선 요청 공문, 연회 행사 계획, 영접 계획
2. 아래 요지의 외무부장관 만찬사

3. 회담 자료 작성을 위한 아래 내용의 양국 관련 현황 자료, 국무총리 접견 자료
양국 간 통상, 문화 등 교류 현황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분야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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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평화 정착을 위한 이집트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함.
양국 간 1961년 영사관계 수립 이후에 제반 협력관계 발전을 치하함.

Ghali
국무장관의 방한이 양국 간 협력관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함.

Acevedo Peralta, Ricardo 엘살바돌 외무장관
방한, 1987.4.15.-18. 전2권 V.1 기본문서

| 87-032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4 / 10 / 1~227(227p)

1. 주과테말라대사는 1987.3.9. 겸임국인 엘살바도르 Acevedo 외상이 서한을 통해 1986년 엘살바도르 지진
당시 한국 정부의 원조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 방안 협의를 위해 1987.4.15.~18.
방한 희망을 표명해 왔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7.3.24. 주과테말라대사에게 동 외상의 상기 방한 희망 수락을 통보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3.27. 동 외상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장 발송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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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는 1962.8.30. 수교 이후 전통 우방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옴.
특히 1970.4월 Guerrero 외상의 방한 이후 최초의 외상 방한임.

3. 동 외상의 방한 결과임.
주요 일정

- 대통령·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 회담, 국립묘지 참배, 판문점·종합운동장·땅굴 시찰
방한 성과

-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인, 국제무대에서의 계속적인 한국 입장
지지 확보, 88 서울올림픽대회에 대한 엘살바도르의 전폭적 지지 재확인
양국 간 경협 및 투자 증진 방안 협의, 상주공관 교환 설치 문제 협의, 중미사태에 대한 의견 교환
최광수 외무부장관에 대한 서훈 및 엘살바도르 공식방문 초청

4. 외무부는 1987.5.19. 엘살바도르 두아르테 대통령 친서에 대한 대통령의 회신(안)을 건의함.
5. 동 외상 방한 관련 문서 및 자료 목록임.
엘살바도르 Duarte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1987.4.3.)
국무총리의 엘살바도르 외상 접견 요지(1987.4.16.)
대통령의 엘살바도르 외상 접견 요지(1987.4.17.)
한·엘살바도르 외상회담 결과(1987.4.17.)
최광수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시 최 장관 만찬사 및 Acevedo 외상의 답사(1987.4.17.)

Acevedo Peralta, Ricardo 엘살바돌 외무장관
방한, 1987.4.15.-18. 전2권 V.2 자료

| 87-033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4 / 11 / 1~125(125p)

엘살바도르 Acevedo 외무장관의 1987.4.15.∼18. 방한 관련 외무부 작성 자료 현황임.
1. 엘살바도르 외상회담 자료에 포함될 현안 문제 및 참고 자료(1987.3~4월)
2. 대통령의 엘살바도르 외무장관 접견 자료(1987.4.9.)
외상 인적 사항, 엘살바도르 개관, 방한 관련 사항, 언급 자료, 상대측 거론 예상 사항, 참고 자료
언급 내용: 양국 관계 평가 및 관계 증진 희망, 중미 정세 및 엘살바도르의 평화 회복에 대한

3. 한·엘살바도르 외무장관회담 자료(1987.4월)
외무장관 인적 사항, 방한 일정
언급 자료

- 두아르테 대통령의 정치 업적 평가
- 지역 정세 의견 교환: 동북아 정세 및 한반도 정세 설명, 중미지역의 조속한 평화회복 희망
- 양국 관계 평가 및 관계 증진 희망: 1962.8월 수교 이래 양국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대한 만족 표명,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요청, 주한 엘살바도르 상주공관 설치 가능성 타진
- 경제·통상 관계: 투자 진출 장려, 통상 진흥, 무상원조 지원 내용 언급, 기술협력 추진 방안
- 엘살바도르 측 거론 예상 사항: 엘살바도르 정부의 민주화노력 설명, 1986.10월 지진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 및 추가 지원 요청, 한국 기업의 투자 장려 희망

4. 대통령 영부인의 외상 부인 접견 자료(1987.4.11.)
외무장관 부인 인적 사항, 방한 참고 사항, 엘살바도르 개관
언급 요지: 외상 부인의 사회활동 관련 언급, 한국에 관한 설명

5. 엘살바도르 외상 부인의 외무부장관 부인 예방 자료(1987.4.11.)
6. 국무총리의 엘살바도르 외상 접견 자료(19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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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표명,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남북대화 현황, 88 서울올림픽 개최 설명

Papoulias, Karolos 그리스 외무장관 방한,
1987.9.13.-16. 전3권 V.1 기본문서

| 87-0331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4 / 12 / 1~287(287p)

그리스 Papoulias 외무장관이 1987.9.13.~16. 방한함.
1. 동 외무장관의 방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외무부차관은 1983.8.3. 당시 그리스 Papoulias 외무차관에게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1984.2.1.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주일대사의 1987.4.14. 그리스 외무장관 방한 희망 관련 보고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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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Lianis 그리스대사는 Papoulias 장관의 1987.9.13.~16. 방한을 제의
- 방한 시 주한 그리스대사관 개설 문제, 경제협력 증진 및 체육·올림픽 협력관계 협의 희망

2. 외무부는 1987.5.7. 주그리스대사에게 그리스 외상의 방한 제의 수락 및 외무장관의 환영 의사 전달을
지시하고, 5.25.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 외상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3. 외무부는 1987.8.3. 그리스 외무장관의 공식 방한 관련 아래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Papoulias 장관의 방한은 1980.10월 사회당 집권 이후 그리스 정부 각료로서는 최초의 공식 방한임.
동 장관은 1985.7월 이후 외무장관으로 재임 중이며, 사회당 소속 3선 중진의원으로 사회당
중앙의원을 역임함.

4. 동 외무장관의 방한 결과임.
주요 일정

- 대통령·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회담, 서훈,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관광 및 산업 시찰
주요 성과

- 대북한 비수교 방침 고수 확약, 한국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정책 및 유엔 등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약속, EC(구주공동체)의 한국 관계 강화 및 한국의 대 동구권 관계 개선 노력 지원, 경제통상협력
위원회 활성화, 한국 실업인단의 그리스 파견 추진 등을 통한 경제·통상 분야 협력 증대, 올림픽 등
체육문화 교류 증진 방안 협의
- 주한 상주공관 1987.10월 설치 약속
-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의 그리스 방문 희망
필요 후속조치

- 그리스 외무장관의 1987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한국 입장 지지 교섭
-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경제통상협력위원회 활성화 및 실업인단 그리스 방문 추진
- 과학기술협력협정에 명시된 과학기술혼성위원회 구성 추진

Papoulias, Karolos 그리스 외무장관 방한,
1987.9.13.-16. 전3권 V.2 의전

| 87-0332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4 / 13 / 1~121(121p)

그리스 Papoulias 외무장관의 1987.9.13.~16. 공식 방한 준비 관련 자료 및 문서 현황임.
1. 외무부 의전장실 작성 영접 계획(1987.9.8.)
외무장관 약력 사항, 수행원 명단, 영접 준비 사항(숙소, 서훈, 선물, 경호 등)
체한 일정 및 주요 행사

- 국립묘지 헌화, 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회담 및 만찬(9.14.), 상공장관 면담, 상공회의소 오찬 및
연설(9.15.), 대통령 예방 및 서훈, 과학기술협정 서명(9.16.)

금번 방한이 기존 우호협력관계 확대 및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희망
양국 관계가 혈맹의 우의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서 발전, 심화되어 온 것을 평가

한·그리스
의원친선협회 결성, 고위 인사 상호 방문,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
88 서울올림픽대회 및 남북 외무장관회담 개최 등과 관련한 협조 기대

3. 외무부 구주국 작성 외무장관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자료(1987.9.14.)
그리스 측 설명 요지

-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약속, 북한과의 수교 유보 입장 유지, 국제 정세 설명, 경제 및 기술협력
강화 희망, 88 서울올림픽 개최 관련 경험 공유 희망
한국 측 설명 요지

-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사의 표명, 그리스의 EC(구주공동체)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지역 발전 및 평화를 위한 기여 평가, 국제 정세, 한반도 주변 정세 및 남북대화 추이
설명, 양국 간 문화협력 강화 희망, 올림픽 관련 협력 기대, 양국 간 균형적, 건설적 경제협력 증진 모색
필요성 강조

4. 외무부의 유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 목록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건의
총무처에 대한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 추천 요청
상공부에 대한 장관 면담 요청,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경제인 간담회 개최 요청, 국방부에 대한
국립묘지 참배 협조 요청
문화공보부, 법무부 등에 대한 실무 협조 요청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 구주국 작성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시 장관 만찬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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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oulias, Karolos 그리스 외무장관 방한,
1987.9.13.-16. 전3권 V.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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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Papoulias 외무장관의 1987.9.13.∼16. 공식 방한 관련 준비 자료 내용임.
1. 외무부 구주국은 1987.8.3. 부내 각국에 아래 자료를 요청함.
한국의 미국, 일본, 중국(구 중공) 및 소련과의 관계, 아세안과의 관계, 한반도 정세,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국제 경제 정세와 한·그리스 양국 간 통상·경협 증대 방안, 남북대화, 문화·
체육 교류 증진,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
374

2. 외무부는 1987.8.6.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양국 간 경제관계에 관한 아래 자료를
요청함.
차관공여 및 투자, 기술협력 현황, 농축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통상 및 경협 현황과 증진 방안, 제3국
건설 공동 진출 현황,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및 협력 현황

3. 외무부 구주국 작성 한-그리스 외무장관회담 자료 요지임.
체한 일정, 그리스 외무장관 인적 사항, 수행원 및 대표단 명단
국제 및 지역 정세

- 한반도 주변 정세, 남북한 관계, 그리스의 대EC(구주공동체)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관계, 동서
관계 및 그리스 주변 정세
정치·외교 분야

-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요청 및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 강화 희망
- 한반도 통일 시까지 잠정 조치로 남북한 유엔 가입 추진에 대한 지지 요청 및 그리스의 대북한 공식관계
수립 및 접촉 자제 요청
- 주한 상주대사관 조속 설치 희망
경제·통상 분야

- 기존 경제협력위원회 활성화 및 정부 차원의 협의체 설립을 통한 양국 간 경협, 통상 증진 모색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안 요인에 대한 공동 대처 노력
문화·체육 분야

- 올림픽을 통한 긴밀한 협력을 기초로 양국 간 체육 교류 및 협력 확대 희망
- 양국 간 문화협정에 의거한 문화공동위 설치 및 문화협정 시행의정서 체결 추진
과학기술 분야

-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그리스 개황

- 개관, 최근 정치·경제 정세 및 대외정책, 한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Tiwari, Narayan D. 인도 외무장관 방한,
1987.5.17.-19.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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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Narayan Tiwari 외무장관이 1987.5.17.∼19. 방한함.
1. 동 외상의 방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정부는 1985.7월 이래 인도 외무장관의 방한을 추진해 왔으나 인도 정부의 빈번한 개각 등으로
실현치 못한 바, 1987.1.17. 주인도대사에게 Tiwari 장관에 대한 최광수 장관 명의 초청장 전달
및 방한 추진 교섭을 지시함.

주인도대사는
1987.4.27. Tiwari 동 방한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외무부는 4.27. 주인도대사에게 동 장관의 5.17.~19. 방한 수락을 통보함.

2. 외무부는 1987.5월 대통령에게 인도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대통령·국무총리 예방 희망, 외무장관회담, 올림픽 및 산업시설 시찰 일정 추진
방한 의의

- 비동맹권의 지도적 국가로서 한국과의 경제·통상관계에 있어 큰 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함.
- 평양에서 1987.6월 개최 예정인 비동맹 남남협력 특별각료회의 관련 협조를 촉구함.
- 유엔 총회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확보함.

3. 한·인도 외무장관회담(1987.5.18.) 결과
주변 정세 및 국제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양국 관계 협의

- 인도 측: 한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 초청,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시정 요구, 합작투자 장려 및 제철소 간부의
한국 훈련 요청
- 한국 측: 무역의 확대균형 강조, 1987년 하반기 상공장관회담 제의, 인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참여
희망
평가

- 비동맹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 외무장관이 평양 비동맹회의 개최를 앞두고 방한한 사실은
한·인도 우호관계의 심화를 입증
- 평양 비동맹회의 관련 협력 확인
- 경제, 통상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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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는 동 장관의 5.17.~19. 공식 방한을 희망하며, 한국 측의 접수 가능 여부 통보를 요망함.
- 동 외상의 방한은 1983.5월 Rao 외무장관 방한 이후 최초의 외무장관 방한으로서 특히 평양 개최
비동맹 특별각료회의를 앞둔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동 기간 중 접수를 건의함.

Tiwari, Narayan D. 인도 외무장관 방한,
1987.5.17.-19.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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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Narayan Tiwari 외무장관의 1987.5.17.∼19. 방한 관련 자료임.
1. 한·인도 외상회담(5.18.) 결과
방한 일정, 인도 외상 인적 사항 및 수행원 명단
국제 정세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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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소련의 대미 접근 정책 및 레이건 대통령의 신축성 있는 대응으로 미·소 간 긴장 완화 조짐
- 경제: 선진국, 개도국 공히 1987년 중 1986년보다는 높은 경제 성장 전망
지역 정세 의견 교환

- 한국 측은 동북아 정세, 한반도 안보 정세·북한 동향·남북대화·남북 교차승인정책 추구 등 설명
- 인도 측의 서남아 정세, 특히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현황 및 전망, 인도 주변국 등 주요국과의
관계 설명에 대해 한국 측은 모든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
언급
양자 관계

- 양국 관계가 1973년 수교 이후 모든 분야에서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 양국은 개도국으로서 실질 협력
관계 확대 필요성에 공감 표명
- 한국 측은 Gandhi 수상의 조속한 방한 실현 희망, 평양 비동맹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요청,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제기,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설명, 문화 교류 증진 희망
- 인도 측은 한국 대통령의 조속한 인도 방문 희망, 비동맹 아프리카기금 참여 요청
- 한국 측은 양국 고위 정부인사 간 정례 경제개발정책에 관한 중·장기협의체 설치, 교역의 확대균형,
1987.9월 무역회담 개최, 한국 수주 선박의 조기 구매승인, 한국 기업의 인도 개발사업 참여, 과학기술
협력 증진 희망 등 제기
- 인도 측은 해운협정 체결에 동의, 철광석 수입 증대에 따른 문제점 제기, 합작투자 추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권장 요청

2. 대통령의 Tiwari 외무장관 접견(5.18.) 자료
인적 사항, 방한 경위 및 체한 일정, 예방 배석 인사
언급 자료

- 싱 대통령에 대한 안부, 간디 수상의 영도력 평가, 간디 수상의 방한 희망 표명, 양국 관계 발전 평가,
세계 및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인도의 노력 평가

Abraham TAMIR 이스라엘 외무차관 방한,
198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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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Abraham Tamir 외무차관이 1987.5.9.~13.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주일대사는 1987.4.13. 이스라엘대사관이 통보한 동 차관의 방한 계획을 아래 보고함.
방한 목적: 한·이스라엘 관계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
예방 희망 인사: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외무부차관 및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2. 외무부는 1987.4.16. 국회, 상공부, KOTRA에 이스라엘 외무차관의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외무위원장, 외무부 장관 및 차관, 상공부차관, KOTRA 사장 면담
차관 면담 시 중동 정세 등 의견 교환

3. 상공부는 5.15. 외무부에 상공부차관의 5.12. 이스라엘 외무차관 면담 결과를 아래 통보함.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민간 경제사절단 교환 및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협의
Information Office 설치 문제 및 대이스라엘 무역통계 관련 의견 교환

4. 이스라엘 외무차관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방한 경위: 일본, 필리핀, 홍콩 등 아시아 순방의 일환
방한 목적

- 한·이스라엘 관계 의견 교환
- 이스라엘 국경일 리셉션 참석
주요 면담 인사

- 국회 외무위원장, 외무부 장관 및 차관, 상공부차관, KOTRA 사장
수행 인사

- 주한 이스라엘대사, 이스라엘 외무성 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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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일대사에게 이스라엘 외무차관의 방한 일정을 이스라엘대사관 측에 전달할 것을 지시함.

하마노 다께시(浜野剛)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
방한, 1987.6.7.-11.

| 87-033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25 / 4 / 1~91(91p)

일본 외무성 하마노 다케시 정무차관이 1987.6.7.∼11. 방한함.
1. 주일대사는 1987.5.9.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주일대사관 정무과장에게 하마노 차관이 체육의원연맹 소속
의원으로 88 서울올림픽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방한 중 한국 체육 관계 인사 예방 및 올림픽경기장
시찰을 희망함을 전달하였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5.21. 동 차관에 대한 차관 명의 초청장 발송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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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 아주국은 외무부차관의 동 정무차관 면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방한 목적: 체육계 인사 접촉, 올림픽 경기시설 및 전방 시찰
방한 주요 일정

- 외무부 장·차관 예방 및 면담, 올림픽조직위원장 예방, 올림픽경기장·판문점·제3땅굴 시찰, 경주 관광
언급 요지

-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설명
-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 설명
- 북한 억류 일본 선원 문제와 민홍구 문제 연계는 합당치 못함을 언급
- 한·일 관계, 무역역조, 어업문제, 베네치아 정상회담

3. 오재희 외무부차관의 1987.6.8. 동 정무차관 면담 결과임.
한국 측 언급 요지

- 베네치아 정상회담에서 1986년 동경 정상회담의 한반도 조항 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문안 채택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기대함.
-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양국 간 어업 등 문제는 대국적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 북한의 88서울올림픽 방해 활동에 대비하고 있음.
일본 측 언급 요지

- 한·일 관계, 어업문제 등 대국적 판단을 기대함.
- 향후 일본 체육의원연맹 의원단 방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환율 등 기타 양국 간 경제문제의 협의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4. 동 정무차관의 1987.6.8. 최광수 외무부장관 예방 결과임.
동 차관은 대국적 견지에서 어업문제의 처리, 베네치아 정상회담 관련 한국 측 희망 이행 의지,
체육의원연맹 의원단 방한 협조 기대, 엔화 환율문제 협의 희망 등을 언급함.
 장관은 어업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 및 환율문제 관련 양국의 긴밀한 협의 및 대처
최
필요성 등을 언급함.

Shearer, Hugh L. 자메이카 부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1987.2.23.-27.

| 87-0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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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Hugh Shearer 부수상 겸 외상이 1987.2.23.~27. 방한함.
1. 주자메이카대사는 1986.10.27. 아래와 같이 동 부수상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동인은 수상(1967~72년) 및 노동당 당수(1972~74년)를 역임한 자메이카 정계의 유력 인사로
1980년 이래 외상을 겸임하면서 자메이카 외교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동 부수상의 방한은 자메이카와의 유대 강화 및 남북한 대치지역인 동국에서 대북한 우위 확보에도
기여할 것임.

주자메이카대사는 12.23. 동 외상이 방한을 수락하였음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7.2.19. 동 부수상 겸 외상의 공식 방한 관련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동 부수상이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1987.2.23.~27. 방한 예정임.
동 부수상은 방한 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동 방한은 한·자메이카 양국 간 기존 우호협력관계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4. 한·자메이카 외상회담(1987.2.24.) 결과임.
한반도 정세 및 카리브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유엔 및 비동맹 관련 자메이카 측은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표명
한·자메이카 경협 및 투자 증진 방안 협의 시 자메이카 측은 무역불균형 시정 및 차관 제공 요청
주한 자메이카대사관 설치 문제 관련 자메이카 측은 주한 명예총영사 임명 통보
자메이카 측은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 및 선수단 파견 예정 설명

5. 동 부수상 겸 외상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주요 일정

- 대통령·국무총리 예방, 외상회담, 판문점, 땅굴 및 산업 시찰, 양국 간 경협위원회 간담회, 진출업체
대표 간담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6.11.1. 주자메이카대사에게 1987년 상반기 중 동 부수상의 방한 초청을 지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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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성과

-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인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확보
- 대자메이카 투자진출 확대 기반 조성, 주한 명예총영사 임명,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확보

6. 외무부는 1987.3.10. 주자메이카대사에게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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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er 부수상 겸 외상은 방한 시 한국산 지프차 50대 구입을 위한 차관 공여를 요청함.
정부는 자메이카와의 우호관계 및 동국의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 등을 고려하여 지프차 20대
무상공여를 결정함.

7.	주자메이카대사는 상기 차량 지원 결정에 대해 주재국 외무성은 사의를 표명하는 1987.3.30.자 서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Taher MASRI 요르단 외무장관 방한,1987.9.10.-12.

| 87-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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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her Al Masri 요르단 외무장관은 1987.9.10.~12. 아래와 같이 한국을 방문함.
1. 방한 경위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유엔 총회 계기에 1985.10.4. 뉴욕에서 개최된 양국 간 외무장관회담 시
동 장관을 방한 초청하고, 1986.4월 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동 방한 초청과 별도로 요르단 외무차관 방한도 추진하였으나, 요르단 측 사정으로 방한이 연기됨.
요르단 외무장관은 1987.7.16. 주요르단대사에게 9월 중국(구 중공) 방문을 전후하여 한국 방문을

2. 방한 초청 배경
요르단 국왕의 1983.9월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심화되어 왔으며, 요르단 측은 한국에 대한
인광석 수출 등 경제협력을 희망함.

정부는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 요르단 측의 지원을 교섭해 왔으며, 허문도 특사를 요르단에
파견하여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3. 방한 결과
Masri 외무장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및 외무장관회담 등 일정을 가짐.
외무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및 중동 지역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협의함.

요르단
측은 주한 대사관 조속 설치 및 88 서울올림픽 적극 참여를 약속하는 한편 요르단 인광석
및 염화칼리의 계속적인 수입을 요청함.

4. 동 방한 관련 자료
영접 계획, 요르단 외무장관 인적 사항, 체한 일정
양국 관계 현황 자료, 원조 및 통상 현황 및 남북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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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함을 언급하고, 접수 가능성을 문의함.

Kabua, Jiba B. 마샬아일란드 외무차관 방한,
1987.10.30.-11.3.

| 87-034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25 / 7 / 1~22(22p)

1. 주아가나총영사관은 1987.10.8. 동 총영사관 관할 마셜제도 외무성이 9.27. 공한을 통해 Charles
Domnick 외무장관이 필리핀, 홍콩, 중국(구 중공) 및 일본 등 극동지역 순방 시 10.30.~11.3.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방한 중 외무부 방문을 희망함을 보고함.
2. 주아가나총영사관은 1987.10.19. 동 장관이 Jiba Kabua 외무차관 및 실업인 7명을 대동, 방한하여
기아산업 및 현대를 방문할 예정으로 일본 및 필리핀은 경유지이고, 주 목적지가 한국 및 중국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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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함.
3. 외무부는 1987.10.19. 주한 미국대사관에 의하면 동 외무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였다고 함을
주아가나총영사관에 통보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함.
4. 주아가나총영사관은 1987.10.20. 마셜제도 외무성에 문의한 바, 동 장관은 11.16. 총선까지 계속
재임하고 동 선거 이후 사임할 것이며, 일신상의 이유로 홍콩,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후 귀국하고
Jiba Kabua 외무차관이 예정대로 한국을 방문할 것임을 보고함.

Shailendra Kumar UPADHYAYA 네팔 외무장관
방한초청계획

| 87-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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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년 Upadhyaya 네팔 외무장관의 방한을 추진함.
1. 주네팔대사대리는 1987.2.25. 주재국 Shah 외무차관은 4월 중 외무장관의 공식 방한을 결정하였으며,
동 방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해 왔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2.27. 동 장관이 네팔 측이 제안한 Gyanendra 왕제 방한 시 동반 방한 가능성에 대한

네팔 외무차관은 3.5. 이문수 주네팔대사 면담 시 상기 한국 측 방한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함.

2. 외무부는 1987.3.25. 동 외무장관의 아래 잠정 방한 일정을 주재국 측에 통보하도록 주네팔대사관에
지시함.
국립묘지 헌화,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회담 및 오찬, 판문점 시찰,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4.2.)
대통령 예방, 서울종합운동장 및 삼성전자 시찰, 외교안보연구원 방문 및 정책 연설(4.3.)
국립중앙박물관 방문(4.4.)

3. 주네팔대사는 3.25. 외무차관이 이문수 대사를 초치하여 주재국 판차야트 지방 선거(3월 중순~4월
중순) 관계로 부득이 방한을 취소하게 되었음을 통고하고, 급작스러운 통고에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함.
동 차관은 6월 네팔 왕제 방한 시 동 외무장관의 수행이 확정적인 만큼 금년 중 동 장관의
방한에는 변동이 없음을 강조함.
 차관은 국내 사정으로 동 장관의 3.23.~26. 예정된 인도 방문도 취소된 바 있다고 언급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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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보고하도록 주네팔대사관에 지시함.

주네팔대사관은
3.1. 두 개의 사안은 연관이 없으며,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3.2. 동 장관의 4.1.~4. 방한을 주재국 측에 제시하도록 주네팔대사관에 지시함.

Wagner Tizon, Allan 페루 외무장관 방한,
1987.6.16.-18. 전2권 V.1 기본문서

| 87-0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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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Allan Wagner 외무장관 내외가 1987.6.16.~18. 방한함.
1. 외무부는 1985.12.3. 내부 건의를 통해 동 장관에 대한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 발송을
결정함.
페루 외무장관은 1986.1.2. 이원경 장관 앞 감사 서한을 통해 동 방한 초청을 수락하여 수차례
384

방한 일정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양국 외무장관의 일정 사정 등으로 방한이 연기됨.

주페루대사는
1987.5.20. 주재국 외무부 측이 Wagner 외무장관이 6.9.~13. 평양 개최 비동맹
각료회의 참석 후 6.15. 또는 6.16.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5.22. 동 방한을 접수하기로
하였음을 주페루대사에게 통보함.

2. 페루 외무장관의 주요 체한 일정 등은 아래와 같음.
수행원: Rivero 외무부 정무차관보 등 2명
주요 일정

- 현충탑 헌화, 대통령 예방, 외무장관회담,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럭키금성 및 기아자동차 시찰,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6.17.)
- 국무총리 예방, 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경제인 간담회, 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오찬(6.18.)

3. 동 장관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외무부의 6.19. 대통령 앞 보고문서).
페루의 대북한 수교 자제 입장을 공고화함.

- 한반도 실상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경제협력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호혜 이익 추구에 대한 확신 고취
페루 측은 비동맹회의(남남협력에 관한 특별각료회의) 결과를 설명함.

- 한반도 관련 사항이 토의된 바 없고, 북한은 반한 정치선전을 자제하는 태도
- 김일성 및 김영남 개별 면담시 북한 측은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체결,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고,
1987.7월 로잔 남북 체육회담시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8종목 북한 개최문제 제기 계획 등을 거론
페루는 한국의 우방국으로서 한국 측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함.
페루 측은 무연탄 개발 관련 관민회의 개최, 철광석 증량 구입, 한국 기업의 진출 및 투자 확대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요청함.

Wagner Tizon, Allan 페루 외무장관 방한,
1987.6.16.-18. 전2권 V.2 자료

| 87-0343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25 / 10 / 1~217(217p)

페루 Allan Wagner 외무장관의 1987.6.16.~18. 방한 준비 관련 자료 현황임.
1. 주페루대사관의 1987.5.26. 주재국 국기 제작, 동 외무장관 이력 사항 등에 관한 보고 문서
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및 국제경제국의 미주국에 대한 소관 자료 송부 문서(1987.6.8., 6.11.)

4. 리마 무역관의 한·페루 외상회담 관련 자료(1987.6.10.)
5. 외무부 남미과의 국무총리의 페루 외무장관 접견 자료(1987.6.11.)
6. 외무부 남미과의 영부인의 페루 외무장관 부인 접견 자료(1987.6.11.)
7. 외무부 미주국의 한·페루 외무장관회담 자료(1987.6월)
외무장관 인적 사항, 일행 명단, 방한 관련 사항(초청 목적, 경위, 방한 의의, 체한 일정 등)
회담 의제 및 언급 사항

- 동북아 및 중남미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 한반도 정세 설명
- 비동맹 및 유엔에서의 협조
-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협의(페루 측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의, 연수생 방한 초청, 페루산
광물 구매, 한국 기업의 대페루 진출 등)
현안 문제

- 페루의 대북한 수교 문제, 한·페루 문화협정 발효, 주요 인사 방한 초청, 한·페루 자원협력위원회,
경제협력 관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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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 미주국의 포항제철 및 주요 상사의 페루 자원수입 현황 및 주요 프로젝트 참여계획(1987.6월)

Dhanabalan, Suppiah 싱가포르 외무장관 방한
계획

| 87-0344 |

생산연도

1982-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25 / 11 / 1~31(31p)

정부의 1985∼87년 중 Dhanabalan 싱가포르 외상 방한 초청 추진 경과임.
1. 외무부는 동 외상의 1982.5월 일본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동 외상의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동 외상의
일정 사정으로 방한이 실현되지 못함.
2. Dhanabalan 외상은 1985.7.15. 싱가포르 개최 한·싱가포르 외무장관회담 시 1986년 봄 방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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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표명함.
3. Dhanabalan 외상은 1985.12.3. 이임 인사차 예방한 주싱가포르대사에게 1986년 중 방한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
4. 싱가포르 외무성 정무2국장은 1987.1월 주싱가포르대사와의 만찬 시 동 외상에게 1987년 유엔 총회
참석을 전후하여 방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음을 밝힘.

Abdul Karim KOROMA 시에라리온 외교장관
방한, 1987.5.5.-8. 전2권 V.1 기본문서

| 87-0345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5 / 12 / 1~248(248p)

Abdul Koroma 시에라리온 외무장관이 1987.5.5.~8.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방한 경위
주시에라리온대사는 1985.2.26. Kanu 외무장관이 방한을 수락하였음을 보고함에 따라 1985.3.2.
외무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주시에라리온대사는 1985.7월 Kanu 외무장관 선거소송에서 패소하여 Koroma 신임 외무장관이

한 바, 4.6. 외교차관 면담 시 Koroma 장관의 5.5.~8.간 방한 일정에 합의함.

2. 방한 결과
동 장관은 체한 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를 예방함.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5,6.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함.

3.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시에라리온 외무장관은 아래 의견을 피력함.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이해와 지지 표명
88 서울올림픽의 성공 기원 및 참가 확약
한국 정부의 각종 원조에 대한 사의 표명
시에라리온 경제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및 투자 증진 희망

유엔,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의 지속적인 지지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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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였음을 보고함에 따라 1985.8.21. Koroma 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주시에라리온대사의 1987.2.11. 외무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은 1987.5월 중 방한을 희망함을 언급

Abdul Karim KOROMA 시에라리온 외교장관
방한, 1987.5.5.-8. 전2권 V.2 자료

| 87-0346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5 / 13 / 1~129(129p)

Abdul Koroma 시에라리온 외무장관의 1987.5.5.∼8. 방한 관련 자료 현황임.
1. 대통령 접견 자료
언급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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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우호협력관계에 대한 만족 표명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한 사의 전달
- 한반도 정세 설명 등 정세 평가
-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설명
- 남남협력 등 실질협력관계 증진
면담 참고 자료

2. 국무총리 접견(5.6.) 자료
언급 요지
참고 자료

3. 양국 외무장관회담(5.6.) 참고 자료
시에라리온 외교장관 인적 사항
방한 일정 개요
언급 요지

- 양국 관계에 대한 만족 표명 및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전달
- 시에라리온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및 지원 요청

4.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사

Hameed, Shalhul 스리랑카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 87-0347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6 / 1 / 1~331(331p)

1. 정부는 1985.5월 이후 주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해 스리랑카 Hameed 외무장관의 방한을 추진함.
1984년 유엔 총회 시 동 장관을 방한 초청
1985.5.15. 방한 시기 타진 훈령
1985.5~12월 외교 경로를 통해 Hameed 외무장관의 방한 일정 조정

2. 주스리랑카대사는 1987.1.29. 동 장관이 1987.6월 중 방한 희망을 표명했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2.4. 주스리랑카대사에게 6월 방한 추진을 지시하는 한편 주한 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해
6.22.~26. 동 장관의 방한을 제의함.

외무부는
5.25. 주스리랑카대사에게 아래 외무장관회담 의제에 관해 스리랑카 측 입장을 타진하도록
훈령함.

- 주요 국제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서남아 정세 등

3. 외무부는 1987.5.25.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 부처에 스리랑카 외무장관의 방한 계획을 통보하고,
양국 간 주요 현안 중 부처 소관 사항 송부를 요청함.
4. 주한 스리랑카대사는 1987.6.15.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아래 내용의 외교 공한을 전달하고, 긴급한
국내 사정상 하미드 외상의 방한 연기를 희망함을 통보해 옴.
인도와의 관계 악화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실정임.
방한 시기를 1987.7~8월로 연기할 것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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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타밀과의 정치 협상 결과에 영향
- 동 장관의 아시아 순방과도 연계
- 주한 스리랑카대사관 개설 문제 고려
- 한국 외무장관의 대통령 유럽순방 수행 등 일정 사정으로 시기 조정

Abdurahman Jama Barre 소말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7.11.26.-28. 전3권 V.1 사전준비

| 87-034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26 / 2 / 1~288(288p)

Abdurahman Barre 소말리아 외무장관은 1987.11.26.∼28. 아래와 같이 한국을 방문함.
1. 주유엔대사는 1987.10.6. Osman 주유엔 소말리아대사가 양국 수교 시 합의한 Barre 소말리아
외무장관의 방한을 위한 주유엔대사 명의 초청 서한 발송을 희망하였음을 보고하고 외무부의 입장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10.7. 동 초청 서한 전달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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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유엔대사는 1987.10.7. 주소말리아대사에게 동 초청 서한을 전달하고 외무부는 10.29. 주케냐대사
에게 Barre 소말리아 외교장관이 11.26.~28. 공식 방한 예정임을 통보하는 한편 소말리아 국내 정세
등 관련 자료 보고를 지시함.
3. 주유엔대사는 1987.11.2. Osman 대사와 Barre 외교장관 방한 대표단, 일정 등에 관한 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외무부는 소말리아 측의 경제협력 요청에 대비하여 11.17.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함.
4. Barre 외무장관은 체한 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회담, 비원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Abdurahman Jama Barre 소말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7.11.26.-28. 전3권 V.2 결과보고

| 87-034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26 / 3 / 1~88(88p)

Abdurahman Barre 소말리아 외무장관의 1987.11.26.~28. 방한 결과임.
1. 한·소말리아 실무회담(11.24.~25. 2차)
대표단

- 김내성 외교부 아중동국장 및 관련 부처 관계관 11인
- Nur 외교부 아주국장 등 6인
소말리아 측 제기 사항

2. 외무장관회담(11.27.)
논의 사항

- 한반도 문제 및 아프리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소말리아 측은 한국의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함.
- 양국 관계 평가 및 무상원조 공여 등 경협관계 협의 시 한국 측은 남남협력정신에 입각한 호혜적인
경협 원칙을 설명함.
합의 사항

- 유엔,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조
- 소말리아에 대한 무상원조 공여 및 경협기금 제공을 위한 호의적 검토
- 1988년 상반기 중 한국의 관민경제사절단 소말리아 파견
평가

- 기존 친북한 소말리아의 대북한 치중 외교노선 수정을 확인함.
- 외무장관의 방한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의 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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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 규모의 무상원조 및 군사협력을 요청함.
- 친북한 태도에서 선회하여 한국과 수교하였음을 강조하고, 원조를 기대함.

Abdurahman Jama Barre 소말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7.11.26.-28. 전3권 V.3 자료

| 87-035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26 / 4 / 1~182(182p)

Abdurahman Barre 소말리아 외무장관의 1987.11.26.~28. 방한 관련 자료 현황임.
1. 국무총리의 접견(11.27.) 자료
장관 인적 사항
방한 개요
언급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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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수교 평가 및 Barre 장관의 공로 치하
- 양국 실질협력 관계 강화
- 아프리카 지역 정세 평가
- 88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설명
-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요청

2. 외무장관회담(11.27.) 자료
방한 개요
경제협력 등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설명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
88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설명
아프리카 정세

El Shareef Zein El Abdeen Yousif EL HINDI
수단 외무장관 방한초청계획

| 87-035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7-26 / 5 / 1~80(80p)

정부는 Hindi 수단 외교장관의 1987년 중 방한을 추진함.
1. 주수단대사의 1987.2.23. Hassan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시 동 국장은 양국 간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하
면서 Hindi 외무장관이 6월 비동맹회의 참석 계기에 중국(구 중공) 방문을 고려 중으로 동 기회에 방한
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하고, 동 장관의 방한 추진을 건의함.

방한 의사를 타진하도록 지시한 바, 주수단대사는 5.2. Hassan 아주국장이 6.18.~22.간 방한 일정을
제시하였음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7.5.7. 주수단대사에게 Hindi 장관의 상기 방한 일정 제안을 수락함을 수단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4. 주수단대사는 1987.5.21. 외교부 아주국장대리를 면담하고, Hindi 외무장관 등 전 각료 해임 동향과
관련하여 외무장관의 유임 및 방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Hassan 아주국장은 5.24. Hindi
장관의 재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을 언급함.
5. Sinada 신임 외무장관이 1987.10.11. 취임한 바, 외무부는 주수단대사에게 Sinada 신임 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 문제를 추후 검토 예정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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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7.4.24. Hindi 외무장관의 6월 중 방한이 가능함을 주수단대사에게 통보하고, 동 장관의

PRAPASS Limpabandhu 태국 외무부 정무차관
방한, 1987.3.23.-26.

| 87-0352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26 / 6 / 1~183(183p)

1. 주태국대사는 1985.3.28. 태국 외무부 Prapass 정무차관 면담 시 동인이 1985.4.10.~13. 방한하여 정부
관계자와 타피오카 펠릿 관세 인하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경제관계 전반에 관해 협의를 희망하였음을
보고하고, 동 정무차관의 방한 수락 및 통상장관 회담의 조기 개최를 건의함.
2. 주태국대사대리는 1985.4.6. 외무부 정무차관이 자신의 방한 문제와 관련하여 외상과 협의한 바,
Kosol 상무상의 방한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방한을 추후 적절한 시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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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음을 보고함.
3. 태국을 방문 중인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6.12.30.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 시 Prapass 정무차관이
1987.1월 중순 또는 2월 초순 방한을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4. 국회사무처는 1987.2.9. 외무부에 태국 외무부 Prapass 정무차관(사회당 하원의원) 일행에 대해 국회에서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3.23.~26. 방한 초청코자 함을 통보함.
5. 외무부 아주국은 1987.3월 동 정무차관 방한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국회 서정화 한·태 의원친선협회장은 Prapass 태국 외무부 정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당
의원단, 수행 경제인 등을 3.23.~26. 방한 초청함.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및 한·태 의원친선협회장 예방, 외무부 장·차관 예방, 판문점·올림픽경기장 시찰

6. 오재희 외무부차관은 1987.3.25. Prapass 태국 외무부 정무차관을 아래와 같이 면담함.
한국 측 언급 요지

- 양국 관계에 대한 만족 표명 및 양국 간 교역 확대와 향후 시장개방 정책 설명
- 태국 측 관심사항을 관계 부처에 전달 약속
태국 측 언급 요지

-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 희망
- 태국산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의 완화 조치 기대
- 타피오카 분말의 수입 허용 희망

KASEM S. Kasemsri 태국 외무차관 방한,
1987.7.12.-15.

| 87-0353 |

생산연도

1986-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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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과

MF번호

2017-26 / 7 / 1~131(131p)

태국 신임 Kasemsri Kasem 외무차관이 1987.7.12.~15. 방한함.
1. 주태국대사는 1986.10.7. 동 차관 면담 시 방한 초청 입장을 전달하고, 동 차관은 한국의 초청을
수락하여 1987년 중 방한이 가능함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하고, 외무부차관 명의로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주태국대사는 1987.6.1. Kasem 차관이 7.12.~15. 방한을 희망해 왔음을 보고, 외무부는 6.16. 주태국

3. 외무부 아주국은 1987.6월 Kasem 태국 외무차관 방한 영접 계획을 아래 작성함.
초청 목적

- 양국 간 이해 증진 및 협력 방안 모색, 북한의 대태국 접근 활동 대처 억제 방안 협의, 양국 외무부 간
정책협의회 설립 추진 문제 협의 등
방한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회담, 외교안보연구원 및 KAIST 방문 등

4. 주태국대사는 7.8. 동 차관의 방한 관련 태국 측 희망 의제를 아래 보고함.
출라본 공주 방한 문제
태국산 설탕에 대한 한국 측의 부과금 연기 문제, 타피오카 및 타피오카 펠릿 수입 문제

양국
외무부 간 정책협의회 설립 문제 등

5. 동 외무차관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외무부장관 예방

- 양국 간 수출입 증대 방안 협의, 한국 민주화 개혁안 설명, 출라본 태국 공주 방한 영접 계획 협의
외무부차관 면담

-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정세 검토, 태국-북한 관계 의견 교환, 양국 경제협력 방안 협의, 투자보장협정의
조기체결 합의, 양국 외무부 간 정책협의회 설립 문제 협의
평가

-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태국의 지지 재확인 및 북한의 대태국 접근 동향 견제
- 양국 간 실질 경제협력 강화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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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에게 오재희 차관의 동 차관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Mahabir, Errol E. 전 트리니다드토바고 외무장관
방한, 1987.6.21.-28.

| 87-035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26 / 8 / 1~66(66p)

트리니다드토바고 Errol Mahabir 전 외무장관이 1987.6.21.~28. 방한함.
1.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1987.3.31. 마하비르 전 외무장관의 재임 기간 중 한국과의 수교를 위한
기여, 대가이아나 관계 개선 관련 공로 및 유력한 친한 여론 지도자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동인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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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1987.4.21.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에게 마하비르 전 외무장관의 방한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함.
항공료 및 체재비 정부 부담 조건으로 방한을 추진함.
동인이 야당 인사임을 감안, 대주재국 정부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행함.

3. 외무부 미주국은 6.16. 아래와 같이 외무부장관의 동 전 장관 예방 접견을 건의함.
동인은 외무장관 재직 시 1985.7월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기여함.
현재에도 정·경제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북한의 상주공관 설치 활동 대처 등에 동인의
협조가 긴요함.

한국의
대가이아나 관계 개선 추진에도 적극 협조한 바 있음.

4. 동 전 장관의 6.22. 최광수 외무부장관 예방 결과임.
최 장관 언급 요지

- 수교 등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한 노고 치하
-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 협력 당부, 대가이아나 관계 수립 협조에 사의
- 한국의 평화적 정부 이양 노력 등 국내 정세 설명
마하비르 전 외무장관 언급 요지

- 방한 초청에 사의 표명, 한국 기업인의 투자 확대 희망
- 북한의 상주공관 설치 허용 불가 시사
- 한국의 평화적 정치 발전 평가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7.3.6.
전3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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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26 / 9 / 1~246(246p)

1. 주미국대사는 1986.12.30. 슐츠 국무장관이 1987.3월초 중국(구 중공) 방문 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계획에 따라 3.5.~6. 수시간 방한하는 일정을 추진 중임을 보고함.
2. 주미국대사는 1987.2.3. 국무부 대변인은 슐츠 국무장관이 3.1.~6.간 중국을 방문 예정이며 귀로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외무장관회담, 대통령 예방 및 오찬, 올림픽경기장 시찰 및 기자회견
양국 외무장관회담 결과

- 슐츠 국무장관은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최대한 지원을 약속함.
- 한·미 안보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은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
유지 결의를 재확인함.
- 외무부장관은 평화적 정부 이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 측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희망을 표시함.
- 미국 측은 남북한 간 직접 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원칙 지지 입장을 재확인함.
- 미국 측은 북한의 정치군사회담 개최 제의 등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 관심을 표명함.
-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 측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환율
문제를 제기함.
슐츠 국무장관은 이한에 앞서 올림픽회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88 서울올림픽의 성공 확신 및 최대한의 지원 제공 의지 천명
- 미국의 대한국 안보 지원 공약 재확인
- 한국의 국내 정치 발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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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슐츠 장관의 1987.3.6.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7.3.6.
전3권 V.2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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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6 / 10 / 1~152(152p)

슐츠 미국 국무장관(부인 동반)의 1987.3.6. 방한 준비 관련 자료 현황임.
1. 행사별 세부 계획
서울 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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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영 인사: 외무부장관 내외, 주미대사 내외 등
- 공항 영접 절차
- 대리수속, 국기 게양, 귀빈실 입장 범위 등
외무장관 회담

- 참석 범위
- 절차
- 준비 사항: 회담장 준비 등
대통령 예방 및 오찬

- 참석 범위
- 절차
- 준비 확인 사항: 예방 자료, 국기 게양, 배석자 등

2. 수행원 별도 일정 문서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등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7.3.6.
전3권 V.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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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츠 미국 국무장관의 1987.3.6. 방한 관련 자료 현황임.
1. 방한 일정 관련 외무장관에 대한 보고서
청와대 행사, 슐츠 장관 부인 일정, 올림픽 경기장 등 포함

2. 국무장관 부인의 대통령 영부인 예방 자료
중국(구 중공) 방문 소감 문의, 사회봉사활동 언급,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설명 등

중국 방문 결과 문의
국내 정세 관련 평화적 정부 이양을 위한 정부의 의지 강조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 설명
88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여건 조성 노력 및 북한의 정치군사회담 제의 배경 설명
양국 간 경제통상 마찰 관련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의 필요성 강조

4. 국무장관 접견 자료
한·미 안보협력의 중요성 설명
평화적 정부 이양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화 달성 의지 설명
 서울올림픽의 순조로운 준비 언급
88
팀스피릿 훈련을 구실로 한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중단 및 정치군사회담 제의 배경 설명
양국 간 경제관계 일반 평가 및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노력 설명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한·미 외무장관회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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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acost, Michael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87.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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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10.13. 외무부에 자국 국무부 Michael Armacost 정무차관이 10.29.~31. 방한
예정으로 동 차관은 10.22.~23. 모스크바 미·소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 및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며, 방한 중 대통령, 외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예방을 희망함을
통보함.
주미국대사는 10.14. 동 건 관련 국무부 한국과가 별도로 알려 온 바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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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미국대사는 1987.10.19. 동 차관이 미·소 외교장관회담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분쟁
발생 방지 및 88 서울올림픽의 순조로운 개최가 미·소 외교장관회담 개최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미국이 미·소 군축협상의 타결과 미·소 정상회담의 개최 준비를
주 목적으로 함에도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한반도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분석함.
3. Armacost 정무차관의 대통령 예방에 대비한 언급 자료 요지임.
미·소 외교장관회담 결과 문의
국내 정치 발전의 순조로운 진행 설명
남북대화 및 88 서울올림픽 관련 한국 측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거부 및 한국 내 선거를
이용한 선전활동 등 설명

올림픽
일부 종목의 분산 개최 관련 북한에 대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중재안 수락 재촉구
배경 설명

한국의
지속적인 시장개방 정책 추진 강조

4. 동 정무차관은 방한에 앞서 1987.10.22. 주미국대사를 초치하여 동 방한 목적이 미·소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관한 브리핑 및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에 대한 관찰이라고 언급함.
5. 동 차관의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10.29. 김영삼 민주당 총재 주최 만찬
10.30. 외무부장관, 대통령 예방 및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한양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및 연설,
김종필 위원장 주최 리셉션
10.31. 김대중 민주당 고문 주최 조찬

Derwinski, Edward 미국 국무부 안보 자원,
과학 및 기술담당 차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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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국대사는 1987.6.6. Edward Derwinski 국무부 안보·자원·과학 및 기술담당차관이 6.18.~20.
아세안 확대외교회담 참석 후 6.20.~24. 방한 예정이며, 방한 중 외무부장관, 올림픽조직위원장, 국회
의장, 외교위원장, 민정당 대표위원 등 면담을 희망함을 보고함.
2. 외무부는 동 차관이 방한 중 1987.6.22. 외무부장관 면담 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주미국대사에게
통보함.

언급함.

3. 동 차관의 1987.6.24. 이한 시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국의 대한국 안보 공약을 재확인함.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확신함.
한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진전은 돌이킬 수 없음.

4. 주미국대사는 1987.7.28. 동 차관의 요청에 따른 면담 시 방한 결과를 청취한 바. 동 차관은 외신의
한국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부정적 보도와는 달리 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민적 화합, 한국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 이양 의지 및 한국의 경제적 호황 등 한국의 정치 발전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피력함.
5. 주미국대사는 1987.11.5. Derwinski 차관이 태평양지역 경제협력 문제 및 대이란 금수조치 관련 한국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올림픽 문제 협의를 위해 11.11.~14. 방한 예정이며, 방한 중 국방부장관, 과기처장관,
체육부장관 및 올림픽조직위원장 등과 면담을 희망함을 보고함.
동 차관의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 11.11. 외무부차관대리 면담, 체육부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예방
- 11.12.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무역협회장, 전경련 회장, 현대 명예회장 예방
- 11.13. 릴리 주한 미국대사 주최 오찬, 국방장관 예방
- 11.14. 과기처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Derwinski 차관은 귀국 후 11.16. 주미국대사에게 전화를 통해 한국이 전반적으로 민주 발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방한 소감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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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및 동구 제국은 88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며, 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슐츠 국무장관은 아세안 확대외교장관회담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국내 정국에 문제가 없다고

부르키나파소 외교장관 방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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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2∼87년 중 부르키나파소 외상 방한 초청 추진 경과임.
1. Tiemtarboum 외상
외무부는 Tiemtarboum 부르키나파소 외상에 대한 1982.3.2.자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한 바, 부르키나파소 외무성은 4.16.자 방한 초청 수락 서한을 보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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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fando 외상
Kafando 신임 외상은 1982.12.22. 주부르키나파소대사 면담 시 전임 Tiemtarboum 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이 자신에게도 유효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희망함을 언급함에 따라 외무부는
Kafando 외상에 대한 1983.2.2.자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재차 송부함.
 외상은 1983.7.15.자 외무부장관에 대한 서한을 통해 11.1.~15. 기간 중 방한을 희망한 바,
동
외무부는 주부르키나파소대사에게 동 기간은 레이건 미 대통령 방한 일정으로 인해 접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후 적절한 시기를 제의할 경우 재건의하도록 지시함.

3. Diallo 외상
외무부는 부르키나파소 측과의 합의에 따라 1984.8.26.~29. Diallo 외상의 방한을 추진함.
부르키나파소 외무성은 8.17. Diallo 외상의 예기치 않은 국내외 일정 사정으로 동 방한 연기를
희망한다고 통보해 옴.

4. Guissou 외상
외무부는 1985.1월 이래 Guissou 부르키나파소 외상의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1986.8월 동 장관이
경질됨.

5. Bassole 외상
외무부는 Bassole 부르키나파소 신임 외상에 대한 1987.4.18.자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조상호 특사(체육부장관) 케냐 및 우간다 방문,
1987.8.28-9.4.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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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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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상호 체육부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1987.8.28.∼9.4. 케냐 및 우간다에 파견함.
1. 케냐 방문(1987.8.28.∼9.1.)
방문 일정

주요 인사 면담 결과

- 특사는 Moi 대통령 예방 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계속적인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해 Moi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1982.8월 케냐 공식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증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함.
- 특사는 Onyonka 외무장관 면담 및 오찬 시 제42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및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성원을 요청한 데 대해 동 외무장관은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지지 및 올림픽 적극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한·케냐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요청함.
특사는 9.1. 케냐 언론(The Standard, Nation 및 Kenya Times)과의 기자회견을 개최함.

2. 우간다 방문(1987.9.2.~9.4.)
방문 일정

- Okurt 체육장관 및 Mukiibi 외무장관 면담(9.2.), Museveni 대통령 예방, 우간다 정부 고위인사 초청
만찬(9.3.), Kigongo NRC 부의장, Nyangweso NOC 위원장 및 Kisekka 수상 면담(9.4.)
주요 인사 면담 결과

- 특사는 Museveni 대통령 예방 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및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성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반도 실상 및 객관적 정세 파악을
위한 동 대통령의 방한 필요성을 설명한 바, 동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대우간다 경협 공여에 사의를
표명하고, 1987.4월 북한을 방문한 바 있으나 남북한 공히 우간다의 친구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 특사는 Mukiibi 외무장관 면담 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하고, 경제개발 경험 공유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동 외무장관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특히 의료 분야 협력 공여에 사의를 표명하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요망함.
특사는 9.4. 우간다 언론(New Vision, Focus 등 7개 언론사)과의 기자회견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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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yonka 외무장관 면담, 교민회 간부 등과의 간담회 및 만찬(8.28.), 지방 시찰(8.29.~30.), Kamau
케냐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면담, 외무장관 주최 오찬, Moi 대통령 예방(8.31.), Alexander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의 조찬, Tipis 국방장관 및 Kosgey 사회문화성장관 면담, 기자회견
(9.1.)

조상호 특사(체육부장관) 케냐 및 우간다 방문,
1987.8.28-9.4.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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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상호 대통령특사의 1987.8.28.∼9.4. 케냐 및 우간다 방문 준비 자료 목록
국별 일정
특사 교섭 훈령

- 일반 훈령 및 교섭 지침
주요 면담 인사 및 언급 자료
한·우간다 관계 현안
404

한·우간다 체육 교류
방문국 자료

- 개황, 최근 국내 정세 및 대외정책, 한국과의 관계, 북한·우간다 관계
선물 내역

2. 동 특사의 동부아프리카 순방 준비 자료 목록
특사 및 수행원
순방국 및 면담 인사
순방 목적

- 대케냐 정상외교의 지속적 효과 제고
- 한반도 문제 관련 우간다의 균형 입장 확보
-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및 유엔 가입 당위성에 대한 이해 제고
순방국별 일정 및 주요 활동 사항

이종률 특사 (정무 제1장관) 중미 순방,
1987.8.15.-9.3. 전3권 V.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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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7-27 / 3 / 1~141(141p)

정부는 제42차 유엔 총회에 대비하는 한편 순방 대상국과의 실질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중동 및
서아프리카, 남미, 동아프리카 등 3개 반의 10개국 대상 대통령 특사 파견 계획을 수립하고,
이종률 정무1장관을 1987.8.15.~9.3.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바베이도스 및 자메이카
4개국에 특사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파견 대상국과의 쌍무적 실질관계 강화

2. 정부 훈령
공통 훈령

- 방문국 정부 수반에게 대통령 친서 및 문안인사 전달
- 제42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교섭
- 최근 한반도 정세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 관련 사항 설명
국별 훈령

- 양국 간 실질협력 증대 기대 전달 및 방안 협의
- 북한의 상주공관 설치 등 활동 동향에 대한 협의 및 대처
- 주한공관 개설 가능성 타진
- 정부 고위 인사 접촉 시행

40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정부 수립 40주년 계기 유엔 가입 분위기 조성
파견국 대표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입장 지지 교섭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남북대화 등에 관한 입장 전달

이종률 특사 (정무 제1장관) 중미 순방,
1987.8.15.-9.3. 전3권 V.2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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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7-27 / 4 / 1~248(248p)

1. 이종률 대통령특사의 1987.8.15.∼9.3. 중미·카리브 4개국 순방 결과임.
트리니다드토바고(8.16.~18.)

- 대통령 및 수상 예방, 외무장관 면담
- 금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한국 지지 입장 확인,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 기대 확인
- 민간기업 진출 장려, 외무장관 방한 초청, 88 서울올림픽 문화행사에 전통악대 참가 검토 건의
수리남(8.18.~21.)
406

- 대통령 서리 및 수상 예방, 외무장관 면담, 산업 시찰
- 금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한국 지지 입장 확인, 수리남 농지 및 산림자원 개발 가능성 확인
- 농지 및 산림자원 개발조사단 파견, 장학생·기술연수생 방한 초청 확대 건의
바베이도스(8.21.~25.)

- 수상 예방, 외무장관 면담
- 금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한국 지지 입장 확인, 수상 및 외무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 전달
- 수상 및 외무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장 발송 건의
자메이카(8.25.~28.)

- 총독 및 수상 예방, 외무장관 면담
- 금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한국 지지 입장 확인,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 기대 확인
-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알루미나 정책적 수입, 기술연수생·전문가 파견 확대, 투자진출 계속 실시
등 건의

2. 외무부는 1987.9.21. 이종률 특사의 순방 후속조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기 조치 사항

- 특사 순방 결과 보고, 대통령 앞 별도 보고, 순방국 공관장 격려전문 발송
조치 예정 사항

- 특사 순방 결과 보고서 작성, 순방국 면담 인사에 대한 감사서한 발송, 특사 건의사항에 대한 국별
후속조치 시행

3. 외무부는 1987.9.21. 및 9.26. 부내 및 문화공보부 등에 이종률 특사 방문 후속조치 검토 및 시행을
요청하고, 9.25. 주자메이카대사 등 4개 순방국 주재 대사에게 이종률 특사 방문 시 면담 인사에 대한
감사 서한 전달을 지시함.

이종률 특사 (정무 제1장관) 중미 순방,
1987.8.15.-9.3. 전3권 V.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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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7-27 / 5 / 1~283(283p)

이종률 특사의 1987.8.15.∼9.3. 중미·카리브 순방과 관련한 자료 현황임.
1. 수리남 현황(8.18., 주수리남대사관)
2. 이종률 특사 브리핑 자료(8.10., 외무부 미주국)
특사 파견 개요
순방국별 주요 일정

- 기후 및 복장
- 기타 조치사항

3. 이종률 특사 카리브 순방 자료(8.6., 외무부 미주국)
특사 파견 개요, 훈령, 방문국별 개요, 선물, 공관 현황, 참고 자료
특사 교섭 훈령

참고
자료

- 한국의 대중남미 관계 현황 등 정무 일반, 경제통상 관계
- 한반도 정세 관련자료
- 
‘남북 외무장관 회담’제의 해설자료
- 88 서울올림픽 참고자료
-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1986년)
- 남북한 외교 현황 대비자료
- 순방 각국별 주요 인사 명단
- 선물 및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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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국 개요
주요 인사 면담 시 언급 요지
기타 참고 사항

| 87-0366 |

최창락 특사 (동력자원부장관) 북예멘 및 서부
아프리카 순방, 1987.8.14.-3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7-27 / 6 / 1~234(234p)

정부는 유엔 총회에 대비한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최창락 동력자원부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여 1987.8.14.~31. 북예멘 및 세네갈, 라이베리아, 가나 등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함.
1. 외무부는 1987.7.27. 관계 대사관에 제42차 유엔 총회에 대비하여 한국 입장 지지 기반 강화 및 제3세계
국가와의 실질관계 증진을 위한 동 특사 파견 계획을 통보하고, 주요 현안 등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408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관련 공관의 보고는 아래와 같음.
북예멘 대통령 예방, 부수상 겸 외교장관 및 석유자원장관 면담 일정
세네갈 디우프 대통령 예방 일정

라이베리아
대통령 예방, 외교장관 면담 일정
가나 총리 예방, 외교장관 면담 일정

2. 동 특사에 대한 정부 훈령은 아래와 같음.
대통령 친서 전달
제42차 유엔 총회 연설 시 한국 입장 지지 요청
한국의 유엔 가입 당위성 설명 및 관련 지지 요청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요청

3. 특사의 순방 활동
8.17. 북예멘 Saleh 대통령 예방, Muhani 석유자원장관 면담, 대통령 주최 오찬 참석
8.18. 북예멘 Iriani 부수상 겸 외교장관 면담

8.21.
세네갈 디우프 대통령 예방, Fall 외교장관, Diop 산업개발장관 등 면담
8.25. 라이베리아 Doe 대통령 예방, Johnson 외교장관 면담
8.26. 라이베리아 Hill 하원의장 예방

8.27.
가나 Chambas 외교장관대리, Ahwoi 연료동력장관 면담
8.28. 가나 Rawlings 국가원수 예방

4. 특사 순방 결과에 대한 평가
제42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북예멘에 대한 외교 기반 내실화
순방 대상국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 심화

최창락 특사 (동력자원부장관) 북예멘 및 서부
아프리카 순방, 1987.8.14.-31.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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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7-27 / 7 / 1~187(187p)

최창락 대통령특사의 1987.8.14.~31. 북예멘 및 서부 아프리카 지역 순방 자료 현황임.
1. 대통령 특사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자료
순방 일정
공통 훈령

국별 방문 자료
참고 자료

- 로잔 남북체육회담 및 일부 경기종목의 북한 분산 개최 문제
- 미수교국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전망
- 남북 외교장관 회담 제의 해설자료

2. 대통령특사 북예멘 방문 자료
Saleh 대통령 예방 시 언급 사항 등

3. 특사의 순방 활동 결과 보고
주요 활동 내용
방문 활동 평가

- 제42차 유엔 총회와 관련한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 북예멘에 대한 외교 기반 내실화
- 우간다 좌경 정권과의 관계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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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친서 전달
- 유엔 및 비동맹회의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 쌍무적 실질협력관계 강화
- 한반도 정세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 설명

제42차 UN총회 대비 특사 파견

| 87-036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27 / 8 / 1~254(254p)

1. 정부는 1987.7.13. 제42차 유엔 총회에 대비하는 한편 순방 대상국들과의 실질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특사 파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파견 목적

410

- 한국 정부 수립 40주년 계기 유엔 가입 분위기 제고
-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한 한국 입장 지지 교섭
-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남북대화 등에 관한 입장 전달
- 파견 대상국과의 쌍무적 실질관계 강화
파견 시기: 1987.7월말~8월말
구성: 3개 반, 10개국
파견 계획(순방 대상국 및 특사)

- 중동 및 서아프리카: 북예멘, 세네갈, 가나, 라이베리아(최창락 동자부장관)
- 중남미: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바베이도스(이종률 정무제1장관)
- 동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또는 UAE(조상호 체육부장관)

2. 대통령특사 방문 결과 보고서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방문 기간 및 방문국

- 최창락 동자부장관: 1987.8.14.~31., 북예멘, 세네갈, 라이베리아, 가나
- 이종률 정무제1장관: 1987.8.15.~9.3.,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 조상호 체육부장관: 1987.8.24.~9.7., 케냐, 우간다, 체육부장관 자격으로 이란 방문
면담 인사

- 각국 대통령, 외무장관을 포함한 주요 정부지도자
주요 활동 내용

- 대통령 친서 전달
-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유엔 가입 정책, 남북 외무장관회담 제의에 대한 이해 증진
- 제42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요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요청
- 교민 및 근로자 격려
방문 평가

- 제42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및 기조연설 시 지지 발언국 확대
- 상주대사관을 1987.3월 개설한 북예멘에 대한 외교 기반 내실화
- 우간다 정부와의 관계 개선 모색

엘살바돌 정부사절단 방한, 1987.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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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27 / 9 / 1~151(151p)

엘살바도르 정부 사절단은 1987.1.14.~17.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동경 상주 주한 엘살바도르대사는 1986.12.22. 외무부에 엘살바도르 사절단의 방한 계획을 아래 통보함.
방문 인사: 로드리게스 대통령 제1보좌관(장관급) 외 1명
방한 목적: 엘살바도르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한국의 지원 가능 여부 타진

희망
사항: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간부 및 유수 기업인 면담

초등학교 재건 비용(21만1천 달러), 여자고교 복구비(45만 달러), 오물 수거 차량 10대(1백만 달러)
등 총 166만1천 달러

3. 외무부 미주국은 경제국 및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엘살바도르 측의 지원 요청 사항을
통보하고,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 회보를 요청하는 한편 1987.1.5. 엘살바도르
원조 요청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987년도 무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총 21만 달러 예산을 배정함.
초등학교 재건 사업을 지원함.

4. 외무부 제1차관보는 1987.1.15. 로드리게스 보좌관 면담 시 약 20만 달러 규모의 청소 차량 10대 지원을
통보함.
5. 외무부장관의 1987.1.17. 동 보좌관 면담 시 언급 내용임.
한국은 엘살바도르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청소차 10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남남협력 차원에서 다수 민간기업의 대엘살바도르 진출 및 협력 증진을 기대함.
제41차 유엔 총회 시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6. 동 보좌관은 외무장관 면담 시 두아르테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외무부는 1987.1.20. 엘살바도르를 겸임 중인 주과테말라대사에게 상기 보좌관 방한 결과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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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 엘살바도르대사는 1986.12.24. 공한으로 지진 복구를 위한 아래 지원을 요청함.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미국 및 카나다 방문

| 87-0370 |

생산연도

1982-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27 / 11 / 1~156(156p)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의 1982~86년간 미국 및 캐나다 방문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82.11.5. 주캐나다 및 주미국 대사에게 봉두완 민정당 의원이 11.14.~16. 캐나다 방문 후
11.16.~18. 미국 방문 예정임을 통보하고 관련 일정 주선을 지시한 바, 동 의원의 캐나다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Joe Clark 진보보수당(제1야당) 당수 면담, Molgat 대표단장 등 IPU(국제의원연맹) 회원 면담,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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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원 접촉, 캐나다 의원단 주최 만찬

2. 외무부는 1984.6.4. 주캐나다대사에게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이 캐나다·한국 의원친선협회 초청으로
6.14.~16.간 캐나다를 방문 예정임을 통보하고, 관련 일정 주선을 지시한 바, 주캐나다대사는 6.10. 주선
중인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6.15. Coates 의원 및 Francis 하원의장 예방, Homme 의원 및 Zinga 의원 면담

3. 외무부는 1984.9.7. 주캐나다대사에게 캐나다 신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이
9.17. 캐나다를 방문 예정임을 통보하고 방문 일정 검토를 지시한 바, 주캐나다대사는 동 시기는 주재국의
바쁜 정치 일정으로 접수가 어려울 것임을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11.5.~8. 방문 일정을 주선하도록
재지시함.
동 외무위원장은 11.5.∼8. 방문 중 Clark 외교장관 예방, Mulroney 수상 예방, Bosley 하원의장
및 Turner 자유당 당수 면담 일정을 가짐.

4. 봉두완 외무위원장은 IPU 총회 참석차 1985.9.1.~7. 캐나다를 방문 후 아래와 같이 미국을 방문함.
9.9. Daub 하원의원 부부 주최 오찬 참석, Lagomarsino 하원의원 면담, 국무부 Derwinski 자문관,
Sherman 동아태 부차관보 및 Rodman 정책기획실장 면담

9.10.
아마코스트 국무부 정무차관, Broomfield 하원외무위 공화당 간사 등 면담
9.11. Yattron 하원외무위 인권소위원장, Torricelli 하원의원 등 면담

5. 외무부는 1986.1.14. 봉두완 외무위원장이 1986.2.5.~6. 미국, 2.24.~26. 캐나다를 각각 방문 예정임을
통보하고, 관련 일정 주선을 지시한 바, 동 위원장의 캐나다 방문 활동 결과임.
Fuqua 하원 과학기술위원장, Durenberger 상원의원 및 Pease 하원의원 면담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인도 방문, 1987.4.6.-12.

| 87-0371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27 / 12 / 1~126(126p)

1. 권중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은 1987.4.6.∼12. 인도를 방문함.
동 의원 방문단은 하원의장 예방 및 의회 시찰, 인도 Tiwari 외상 예방 등 인도 정부 및 의회
인사와의 면담 일정을 갖고, 교민들에 대한 한국 정세 설명회를 개최함.
외상 면담 시 의원단은 Tiwari 외상의 조속한 방한 실현을 요청하였으며, 동 외상은 긍정적으로
응답함.
인도 하원의장을 포함한 인도 의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관심사에 관한 질의, 응답 모임을
가진 바, 인도 측은 한국의 경제 발전 성공 전략, 양국 간 실질협력 증대 방안 모색 및 남·북한

2. 동 인도 방문은 1983.5월 인도 하원의장의 한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진 바, 1978년 정일권
국회의장의 인도 방문 이후 최초의 국회의원단의 인도 방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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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노태우 민정당 총재 일본 방문, 1987.9.17.-19.

| 87-037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27 / 13 / 1~72(72p)

노태우 민정당 총재는 1987.9.17.∼19. 아래와 같이 일본을 방문함.
1. 외무부는 주일본대사에게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1987.9월 중 일본 방문 사전 준비를 위한 박동진
의원의 9.8. 일본 방문 계획, 박 의원의 노태우 총재 방일 일정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 의원단 및 기자단
등 수행원 규모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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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일본대사는 동 방일이 나카소네 자민당 총재의 공식 초청이라는 차원에서 일본 언론계의 관심이
크므로 9.19. Japan Press Club 회견이 실현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잠정 방문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9.18. 나카소네 수상, 다케시다 간사장, 아베 총무회장 예방, 민단 본부 방문, 교민 리셉션
9.19. 프레스 클럽 연설

3. 노태우 민정당 총재는 9.18. 나카소네 수상을 예방하고, 아래 양국 간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한반도 주변 정세, 한국의 대중·소 관계 및 남북한 관계
한국의 민주 발전 등 정치 일정 추진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향상 문제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요르단 방문, 1987.4.12.-16.

| 87-037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7-27 / 14 / 1~38(38p)

국회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은 1987.4.12.~16. 아래와 같이 요르단을 방문함.
1. 사절단 구성
곽정출 의원(단장, 민정당), 권중동 의원(민정당), 최용안 의원(국민당), 한석봉 의원(민주당) 등

2. 방문 일정

주최 만찬(4.13.)
Al Lawzi 상원의장 예방, 요르단 측과의 의원 간담회, Al Masri 외상 예방, 한보건설 시공 공사현장
등 시찰, 주요르단대사 주최 주재국 국회대표를 위한 만찬(4.14.)
시찰, 요르단 한인회 주최 만찬(4.15.)
Abu Odeh 왕실장관 예방, 요르단·한 의원친선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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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및 진출업체 간담회(4.12.)
Al Fayez 하원의장 예방, Bakaa Valley 팔레스타인 난민촌 시찰, Al Batayneh 하원 외무위원장

노태우 민정당 총재 미국 방문, 1987.9.13.-9.17.
전2권 V.1 기본문서

| 87-037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안보과

MF번호

2017-28 / 1 / 1~159(159p)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1987.9.13.~17. 미국 방문 추진 경과 및 레이건 대통령 예방 등 방문
활동 관련 사항임.
1.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미국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1987.9.7. 주미국대사에게 민정당 측이
미국 측 관계자와 협의 중인 일정을 통보하고, 방미 중 워싱턴포스트지 편집진과의 오찬, SAIS(국제
문제연구소) 연설, 의회 지도자 면담, NPC(언론클럽) 오찬 연설, Wallop 상원의원 주최 리셉션 등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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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지시함.
2. 주미국대사는 국무부 Redman 대변인이 1987.9.11. 정례 브리핑에서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내주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방미 중 행정부 및 의회의 지도자와 면담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3. 노태우 총재는 1987.9.14. 약 30분간 레이건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 교환을 가짐.
동 총재는 6·29선언의 배경과 의의 및 향후 정치 일정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서울 올림픽 참석을 초청함.
레이건 대통령은 6·29선언 후 한국의 정치 발전에 대해 평가하고, 올림픽 참석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함.

4. 동 총재의 주요 방미 일정은 아래와 같음.
9.13. 국립문서보관소 방문, 교민 지도자를 위한 리셉션
9.14. 레이건 대통령 예방, 워싱턴포스트지 및 뉴스위크지 편집진과의 오찬, 슐츠 국무장관 면담,
SAIS 연설

9.15.
워싱턴 주재 특파원과의 조찬, 하원 외무위 간담회, NPC 오찬 연설, Wright 하원의장 면담,
PBC-TV 회견, Wallop 상원의원 주최 리셉션

노태우 민정당 총재 미국 방문, 1987.9.13.-9.17.
전2권 V.2 자료

| 87-037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안보과

MF번호

2017-28 / 2 / 1~148(148p)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1987.9.13.∼17. 미국 방문 관련 자료 현황임.
1. 미국 개황
개관, 행정부 주요 인사, 미국 대통령 선거, 의회, 한·미 정상회담
양국 인적 교류, 양국 경제관계, 교민, 주한미군 개요 등

2.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 면담 자료

- 한반도 안보 상황 및 남북대화, 국내정 세, 88 서울올림픽, 한·미 안보협력
- 한·미 통상관계, 미·소 관계, 미국 88년 대통령 선거 동향
미국 행정부, 의회 주요 인사 인적 사항
교민행사 자료

3. 주요 외교 현안 참고 자료
한반도 안보 상황 및 대책, 남북대화, 미·북한 외교관 접촉 문제
서울 올림픽 대회, 한·미 경제통상 현안 및 대책

한반도
주변 정세

4. 미국 국내 정세 및 대외 정책
행정부 동향

- 후반기 레이건 행정부, 행정부 주요 인사 동향 및 당면 과제
의회 동향

- 100회기 의회 구성, 의회 원내 동향, 의회와 행정부 관계, 의회 주요 현안
미국 국내 정치 주요 현안

- 1988년 대통령 선거, 이란 콘트라 사건
경제 동향

- 경제 성장,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의회 통상입법 동향
대외 정책

- 대외정책 개요, 분야별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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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및 의회 인사 면담 시 언급 사항
면담 자료

이재형 국회의장 동남아 순방, 1987.2.1.-12.

| 87-037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28 / 3 / 1~351(351p)

이재형 국회의장은 1987.2.1.∼12. 뉴질랜드, 호주 및 태국 3개국을 순방함.
1. 순방 경위
호주 Jenkins 하원의장 및 McClelland 상원의장은 1985.6월 공동 명의로 이재형 국회의장의
선출에 대한 축하 서한을 통해 동 의장의 호주 방문을 초청함.
태국 Ukrit 상원의장은 1985.12월 동 의장의 태국 방문을 초청함.
418

2. 국회의장 부부, 국회의원 6명, 국회사무처 직원 및 기자 등으로 구성된 동 의장 일행의 순방 결과는
아래와 같음.
뉴질랜드(2.1.~4.)

- Lange 수상 및 Wall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의회 개원식에 참석함.
- 국회는 이재형 의장의 출발 전 1987.1월 뉴질랜드 의회에 양국 간 우의 강화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함.
- 양국 간 현안인 치즈 합작투자 조기 허가 문제에 관하여 의견 교환을 가짐.
호주(2.4.~9.)

- Stephen 총독, Bowen 수상대리 및 Meleay 하원의장대리를 예방함.
- 시드니에서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Lawrance 회장 등 회장단과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함.
- 호주 측은 한국 대통령의 호주 방문 실현을 희망함.
태국(2.9.~12.)

- Prem 수상 및 Ukrit 상원의장을 예방함.
- 방문 중 한·태국 의원친선협회 구성을 발표함.
- 국회의장에 대한 훈장 서훈을 추진하였으나, 국왕 부재로 실현되지 못하여 국회의장 귀국 후 주한 태국
대사를 통해 전달함.

3. 언론 보도
국회의장은 출국 시 공항에서 국내 언론과 회견을 하였으며, 방문국 언론들은 행사 사진을 중심으로
보도함.

이재환 국회사무총장 구주 순방, 1987.2.17.-3.1.

| 87-037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28 / 4 / 1~64(64p)

이재환 국회 사무총장은 구주 지역 의회 및 사무처 제도 시찰, 의원 간 친선 교류 및 사무처 간의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87.2.18.~28. 구주의회, 스페인, 영국 및 프랑스를 아래와
같이 방문함.
1. 구주의회 방문(2.18.~20.)
한·구주의회 친선협회의 1987.1.21.자 설립과 관련하여 동 친선협회의 효율적 운영 및 양측 의원

양 국회 간 협력 방안 및 친선의원단 교환 방문 문제를 협의함.

2. 스페인 방문(2.20.~23.)
Carvajal 상원의장 등을 면담하고, 니카라과에서 개최되는 IPU(국제의원연맹) 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함.

3. 영국 방문(2.24.~26.)
브라드 쇼우 하원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의회 운영 관련 시찰 일정을 가짐.

4. 프랑스 방문(2.26.~28.)
마멜레 하원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IPU 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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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친선 교류 강화 방안을 협의함.
Plumb 구주의회 의장 및 Rinsche 친선협회장을 면담하여 국회의장의 방한 초청 서한을 전달하고,

볼리비아 국회의원 방한

| 87-0378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28 / 5 / 1~245(245p)

볼리비아 국회의원들의 1985~87년 중 방한 현황임.
1. Hector Ormachea Penaranda 상원의원 및 Antonio Ormachea Mendez 하원의원(1985.4.28.~5.1.)
동 의원들은 1985.4.5. 주볼리비아대사관을 방문하여 4월 중 대만 방문 귀로에 자비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설명한 바, 주볼리비아대사는 동인들에 대한 체재비 부담을 건의하여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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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부담에 동의함에 따라 방한이 실현됨.

방한
중 국회사무총장 주최 오찬, 올림픽경기장 및 판문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2. Gaston Valverde Encinas 하원의장 일행(1986.4.21.~26.)
주볼리비아대사는 1985.6월에 출범한 볼리비아 신정권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Encinas 하원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 대표단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한 바, 국회 측이 동 방한 초청을 수락함.
방한 중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산업시설, 올림픽 시설 및 판문점 시찰 등 일정을
가짐.

3. Ciro Humboldt Barrero 상원의장(1987.8.17.~21.)
주볼리비아대사의 건의에 따라 1984년 의회 내 친북한 인사인 당시 상원의장에 대한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동 상원의장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하여 방한 초청을 유보해 온 바, 1986.4월 신임
상원의장 선출에 따라 동 의장 일행을 방한 초청함.
방한 중 대통령, 국회의장 및 외무부장관 예방, 포항제철 및 경주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Charbonneau, Guy 카나다 상원의장 방한,
1987.4.8.-12.

| 87-037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28 / 6 / 1~40(40p)

1. 주캐나다대사는 1987.1.23. Guy Charbonneau 캐나다 상원의장이 4.12. 일본 및 중국(구 중공) 방문
직전 3∼4일간 방한 의사를 알려 왔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7.1.31. 주캐나다대사관에 동 상원의장에 대한 초청장을 송부하고, 3.4. 동 의장의 방한
기간, 일행 명단 및 주요 인사 면담 일정 등 희망 사항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바, 주캐나다대사는 동 의장이
4.8.∼12. 수행원 없이 부인 동반 방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방한 중 국회의장, 외무위원장 면담 등의

3. 외무부는 동 상원의장의 방한 중 대통령 예방, 국회의장 예방 및 만찬, 판문점 시찰 등 일정을 계획
중임을 주캐나다대사에게 통보함.
4. 주캐나다대사는 동 의장의 체한 중 정부의 수교훈장 서훈 계획에 사의를 표하고, 캐나다 법령에
의거한 각의 승인 등 복잡한 절차와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하여 수령할 수 없음에 유감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함.
5. Charbonneau 상원의장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4.9. 국회의장 면담 및 만찬, 전방 시찰
4.10. 대통령 및 영부인 예방, 현대자동차 사장 주최 오찬, 삼성전자 및 잠실운동장 시찰
4.11. 국립박물관 및 비원 방문, 호남정유 사장(한·캐나다 경협위원장) 주최 오찬, 주한 캐나다
대사 주최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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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희망함을 보고함.

Karpinsky de Murillo, Rose M. 코스타리카
국회의장 방한, 1987.4.12.-15.

| 87-0380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28 / 7 / 1~147(147p)

코스타리카 Karpinsky de Murillo 국회의장 내외가 1987.4.11.~15. 방한함.
1. 주코스타리카대사는 한국 국회의원단의 주재국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를 제공한 Rose Marie
Karpinsky de Murillo 국회의장 내외를 국회에서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1986.9.5. 건의한 바, 국회는
1987년도 외빈 초청 계획에 동 의장 포함을 결정하고, 1986.10.28. 국회의장 명의의 방한 초청 서한을
전달함.
422

2. 동 의장은 방한 중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 예방, 산업 시설, 새마을 단지 및 올림픽 경기장 시설 시찰
일정을 가짐.
3. De Murillo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예방 시 쿠바군의 니카라과 주둔으로 중미 지역 정세가 동·서 간
대결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코스타리카 아리아스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설명함.

프랑스·한 의원친선협회 의원 방한

| 87-0381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28 / 8 / 1~186(186p)

프랑스 상·하원 친선협회 사절단의 1986~87년 중 한국 방문 현황임.
1. 하원 친선협회 사절단 방문(1986.9.3.~9.)
동 사절단은 노태우 한·프랑스 친선협회 회장의 초청으로 1986.4월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및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한국 의원 친선사절단의 1986.6월
프랑스 방문에 대한 답방 목적으로 방한함.

Jean
De Lipkowski 하원 친선협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 사절단은 방한 중 대통령, 국회의장,

특히 원전 및 방산물자 수입 등 경제 협력 분야에 있어서 프랑스에 대한 특별 배려를 요청하였으며,
사절단장은 외무부장관 및 대통령 예방 시 프랑스와 한국 간 의료, 원자력 등 기술협력 및 무역
확대 희망을 표명함.

2. 상원 친선협회 사절단 방문(1986.9.9.~15.)
노태우 한·프랑스 친선협회 회장의 초청으로 Jean Faure 상원 친선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회의장, 외무부차관, 교통부장관 등 정부 인사를 예방하고, 지방
시찰 일정을 가짐.
한국 측은 상·하원 사절단을 동시에 접수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프랑스 측이 별도 방한을 요청함.

3. Jean De Lipkowski 하원 친선협회장(1987.10.3.~6.)
Lipkowski 회장은 1987.6.11. 주프랑스대사 면담 시 자신이 시라크 수상의 아시아 지역 순회 특사로
임명되어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하여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1987년 하반기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으로 한·프랑스 경제협력 사업 확대를 희망함을 언급함.
 친선협회장은 방한 중 국회의장 예방, 외무부장관 오찬, 대우 부회장 면담, 상공회의소 소장
동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친선협회장은 프랑스가 한국군이 추진 중인 현대화 사업, 원전 등 발전사업과 항공기 수출에의
동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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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등 인사를 예방하고, 산업 및 문화시설 시찰 등 일정을 가짐.
시라크 수상은 사절단장을 통해 전달해 온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Fitzgerald, Garret 아일랜드 국회의원 방한,
1987.11.18.-22.

| 87-038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28 / 9 / 1~34(34p)

1. 아일랜드 전직 수상 Garret Fitzgerald 의원이 개인적인 업무를 위하여 1987.11.18.~22. 한국을 방문한 바,
동 의원은 아일랜드 회계 회사의 고문으로 한국에서의 고객 유치를 위하여 방한함.
2. 주아일랜드대사는 1987.11.12. 관련 보고를 통해 동 의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한하나, 전직 수상임을
감안하여 외무부 고위 인사 예방 주선 등 관심을 표시하여 줄 것을 건의함.
424

3. 외무부장관은 동 의원을 접견하고 한·EC(구주공동체) 통상 확대, 지역 정세 등에 관하여 의견 교환을
가짐.

Giuseppe, Giorgio 이탈리아 상원 부의장 방한

| 87-0383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28 / 10 / 1~185(185p)

이탈리아 Giorgio Giuseppe 상원 부의장이 1986년 및 1987년 아래와 같이 2차에 걸쳐 한국을
방문함.
1. 제1차 방한(1986.10.6.~13.)
정부는 1985년 이탈리아 Giorgio Giuseppe 상원 부의장과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장인
Delio Giacometti 의원의 방한을 추진한 바, 이탈리아 정국 불안으로 연기되면서 Giuseppe 상원

지방 산업, 관광지 시찰 등 일정을 가짐
 부의장은 외무부장관과의 면담 시 한·EC(구주공동체) 통상 문제, GATT(무역관세일반협정)
동
및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을 가짐.

2. 제2차 방한(1987.8.28.~9.4.)
북한의 이탈리아 좌파 의원들을 통한 로마 주재 북한통상대표부 설치 시도 등 외교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6.11.3.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사회당 의원 방한 초청 대상자를 건의하도록 지시함.

주이탈리아대사는
한·이탈리아친선협회 Giacometti 회장과 협의 후 사회당과 기민당 의원으로
구성된 방문단 방한을 추진할 것을 11.25. 보고함

Giuseppe
상원 부의장이 1987년 총선에서 재선되어 상원 부의장으로 선출되고,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정부는 동 회장에게 부산 동아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결정하고, 부부 동반 방한 초청함.
동 부의장은 방한 중 상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참석, 외무부장관 및 김영삼 민주당 총재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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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일행만 한국 측 한·이탈리아 친선협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게 됨.
 부의장은 방한 중 국무총리,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농수산부장관을 예방하고,
동

야노 준야(矢野 絢也) 일본 공명당 위원장 방한,
1987.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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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명당 야노 준야 위원장이 1987.9.21.∼25. 방한함.
1. 주일대사는 1987.6.18. 야노 공명당위원장이 1987.11월 이전 방한하여 전 대통령 예방 후 대통령의
소개로 차기 대통령 후보자 면담을 희망해 왔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6.22. 동 의원의 방한 접수를
결정함.
방한 추진
426

- 공명당은 1980년 이후 친한적인 자세를 견지, 특히 야노 위원장은 1986.11월 취임 이후 방한 경력이
없음에 따라 동인의 방한을 공명당의 친한 정책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활용
구체적인 방한 시기는 공명당 및 유관 부처와 협의, 조정
외무부는 6.24. 주일대사에게 야노 위원장 방한 초청 결정을 통보하고, 방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지시

2. 주일대사는 1987.9.8. 동 공명당위원장의 방한 관련 사항을 보고함.
한국 국회의장실과 협의하여 9.21.~25. 방한하기로 결정
체한 중 대통령, 국회의장, 노태우 민정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예방 및 판문점 시찰 희망

3. 외무부는 1987.9.16. 주일대사에게 공명당위원장의 방한 일정을 통보함.
대통령, 국회의장,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영삼 민주당 총재 및 노태우 민정당 총재 예방
국립묘지 참배, 판문점 및 포항제철 시찰, 경주 관광

4. 동 위원장 방한 관련 참고자료(1987.9월)
방한일정, 방한인사 인적사항, 공명당 개황, 공명당위원장 방한기록, 창가학회 현황

5. 대통령의 동 공명당위원장 예방 접견 자료(1987.9월)
방한 목적

- 야노 위원장 취임 후 외교 일정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기존 유대관계 강화 및 한국 정계 요로와의 친분
조성
언급 요지

-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호 이해 심화를 위한 동 위원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기대
- 남북대화 진행 상황 설명 및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 설명
- 민주화 달성과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 설명
- 금번 방한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해 심화 기대

일본 국회의원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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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원단의 1987년 중 방한 현황임.
1. 오자와 다쓰오 자민당 중의원의원 방한(1987.3.24.)
보건사회부는 아래 장관의 오자와 의원 면담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

- 보건사회부장관은 AIDS 대책, 국가 간 질병 예방 협력 필요성 강조
- 다쓰오 의원은 자민당 AIDS 대책 본부장으로서의 예방, 홍보 등 각종 노력 및 조치 설명

주일대사는 87.4월 이후 동 아베 간사장 방한 희망 일정, 수행원 등 수시 보고
외무부는 87.5월 방한 일정 주선 및 관련기관 협조 요청

- 대통령·국무총리·외무부장관·민정당 대표위원 예방, 부산 청년회의소(JC) 창립 기념 강연 등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5.15. 동 간사장 면담 결과

- 최 장관은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남북관계 등 설명, 한일 무역역조 문제, 어업 문제,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 등 거론
- 동 간사장은 일본 의회 상황, 일미 무역마찰 문제 등 설명

3. 일본 자민당 청년대표단 방한(1987.6.2.~5.)
민정당은 4.13. 외무부에 일본 자민당 청년대표단 방한 지원 요청
동 대표단 방한 결과

- 민정당 총재와 일 나카소네 수상 간의 1984.9월 합의에 따른 양국 집권당 청년교류계획에 의한 정례 답방
- 방한단은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나카소네 수상의 입장 전달

4. 아베 신타로 자민당 간사장 방한(1987.12.20.~21.) 추진
다케시다 수상 특사 자격으로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대통령 당선 축하 목적의 방한
외무부 아주국은 1987.12.18. 대통령의 아베 간사장 접견 자료를 작성

- 대통령 선거 결과 설명,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당부 등

5. 와타나베 히데오 중의원의원(전 관방부장관) 방한(1987.12.28.~30.)
주일대사는 11.11. 와타나베 의원의 한일 우호관계 증진 공적에 대한 서훈 건의

- 외무부는 12.22. 주일대사에게 와타나베 의원에 대한 수교훈장 흥인장 서훈 결정 통보
방한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예방, 서훈 수여
동 의원의 12.28. 국무총리 예방 시 총리는 국내 정세를 설명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동
의원의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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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베 신타로 자민당 간사장 방한(1987.5.15.~18.)

일본 자민당 AA연(아시아·아프리카 연구회)
대표단 방한, 1987.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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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AA(아시아·아프리카) 연구회 대표단이 1987.9.23.∼26. 방한함.
1. 주일대사는 1987.8.6. 일본 자민당 AA연구회 대표단의 남북한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한일의원연맹
사무총장의 신야 의원 면담 시 동 의원이 AA연구회 대표단의 남북한 동시 방문을 통한 정부 및 당
인사들과의 한반도 정세 관련 협의 계획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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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 아주국은 1987.8.10. 자민당 AA연구회 대표단의 방북문제 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작성함.
배경

- 북한은 1985년 이후 일·북한 간 고위 인사 교류와 일본의 자본, 기술 도입을 위해 집권 자민당과의
관계 구축을 추진
현황(일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8.7. 주일대사관 정무과장에게 언급한 내용)

- 일·한의원연맹 회원 중 AA연구회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 자민당 내 북한과의 관계 시도 움직임
평가

- 사회당은 북한 측 반발 무마를 위해 자민당과의 교류 주선
- 자민당 측은 긍정적 입장 표명
전망 및 대책

- AA연구회의 87.9월 또는 11~12월 남북한 동시 방문 시도 가능성
- 남북한 관계 현황, 한국 정국 상황 등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방북 계획 포기 종용

3. 외무부는 1987.8.18. 주일대사에게 정부 입장을 외무성 및 자민당 요로에 전달하고, 동 대표단의
방북이 실현되지 않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한 바, 주일대사는 8.28. AA연구회 대표단의 방한 계획을
아래 보고함.
이시이 하지메 의원(단장) 등 11명 대표단이 9.23.~26. 방한 예정임.
방한 중 민정당·통일민주당·국민당 총재, 김대중 통일민주당 상임고문, 김종필 전 국무총리
면담을 희망함.

4. 박쌍용 외무부차관의 1987.9.24. 동 대표단 면담 결과임.
박 차관 언급 요지

- AA연구회의 활동 평가

- 한일 관계의 발전 평가와 무역 역조,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당부
- 1988.2월 평화적 정부 이양 등 정치 일정, 88 서울올림픽 및 남북관계 등 설명
- AA연구회 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시기상 부적절함을 지적
일본 측 언급 요지

-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 표명 및 방한 중 한국 정세 관련 지도급 인사들과 의견 교환 희망
- 현 시점에 북한을 방문할 필요성이 희박함을 시사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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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negro Diviazo, Paul de Jesus 파나마
국회의원 방한, 1987.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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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파나마대사는 1987.1.27. 주재국 여당 원내총무인 Paul Montenegro 의원이 국회의장의 중국(구 중공)
및 소련 방문에 동행하게 되었으며, 동 방문 후 방한 희망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하고 동인의 방한
수락을 건의함.
2. 외무부는 주파나마대사의 건의를 수락하여 동인은 1987.2.23.~26. 방한한 바, 방한 중 국회부의장 등을
면담하고, 산업 및 관광시설 시찰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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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전문위원 및 입법보좌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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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전문위원 및 입법보좌관의 1985~87년 중 방한 현황임.
1. Meredith Broadvent 하원무역소위 공화당 측 전문위원 및 5명의 의원보좌관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초청으로 1985.4.4.~14. 방한하여 부총리 자문관, 주한 미국상의 회장, 외무부 미주국장,
농수산부 제1차관보,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국개발연구원장,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등을 면담함.

1986.3.29.~4.7. 방한하여 KDI(한국개발연구원) 방문, 일해재단 세미나, 서울대, 재무부, 상공부 방문,
외무부 경제국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3. Nancy Soderberger 의원보좌관 및 상원외교위 소속 의원보좌관 8명이 주미국대사 건의에 따라 일해
재단 주관 초청으로 1986.8.27.~9.2. 방한하여 일해재단 이사장,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및 외교부
제1차관보 면담, 경제수석 주최 오찬, 외교안보연구원 간담회, 올림픽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4. Patricia Eveland 의원보좌관 등 보좌관 7명이 KDI 초청으로 1986.11.8.∼17. 방한하여 KDI, 경제
기획원, 국회, 서울대, 외무부 인사 면담 및 판문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5. Phil Jones 상원의원 보좌관 등 의회보좌관 6명이 일해재단 주관 통상 세미나 참석차 1987.4.10.∼18.
방한하여 외무부, 국회, KDI 인사 면담 및 판문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6. Terry Wooten 상원의원 보좌관 등 의회보좌관 6명 및 기타 관계자가 1987.8.15. 이후 약 1주간 예정으로
방한 예정임.
7. Caroline Haynes 의원보좌관 등 9명의 의회보좌관이 1987.8.23.∼30. 일해재단 초청으로 방한하여
일해재단 이사장, 국회의원, 국민당 총재, 외무부, 경제기획원, 국방부 인사 면담 및 올림픽 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8. Andy Semmel 의원보좌관 등 8명이 선거 참관 목적으로 1987.12.14. 방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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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dra Taylor 상원의원 입법보좌관 등 미국 의회 전문위원 및 입법보좌관 7명이 서울대학교 초청으로

Cranston, Alan 미국 상원 동아·태평양 소위원장
방한, 1987.8.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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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는 1987.7.30. Cranston 미 상원 부총무 겸 동아·태 소위원장이 8.29.~9.1. 방한을 계획 중이며,
방한 중 대통령, 노태우 민정당 총재대행, 야당 지도자 등과의 면담을 희망함을 보고함.
2.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8.14. Cranston 소위원장이 8.30.~9.2. 방한 예정임을 통보하고, 대통령 예방,
국방부장관 면담 등 일정 주선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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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소위원장의 대통령 예방 시 접견 자료 요지
인적 사항, 방한 개요, 한국 관련 정세
언급 요지

- 한반도 정세: 북한의 무력통일정책과 한국의 다각적 남북대화 노력,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 설명
- 한·미 관계: 양국 간 안보협력 강조, 한미 통상관계 등 설명
- 최근 국내 정국: 개헌 및 대통령직선제 수용의 배경, 민주 발전 및 국민 대화합 조치, 노사분규 문제,
안정을 통한 점진적 변화 추구 등 설명
당부: 한반도 정세 및 한국 국내 상황에 대한 폭넓고 객관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를 희망

4. 외무부장관의 8.22. 동 소위원장 면담 자료 요지
국내 정국, 외교상 주요 현안, 남북대화, 남북한 통합 문제, 한일 관계에 관한 설명

5. 동 소위원장의 1987.9.2. 기자회견 내용 요지
최근 여야 간 개헌안 합의는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기약하는 조치임.
일부 구속자에 대한 석방 유보 및 새로운 구속 사태 가능성을 우려함.

미국은
한국 군부의 정치 개입에 반대하며, 군부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확신에 만족함.
미국은 한국의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음.
동 소위원장은 구속자 석방 문제, 군부의 정치 개입, 서울올림픽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가짐.
평가

- 동 소위원장은 대통령의 민주화 및 군의 정치적 중립 의지에 대한 확신과 한반도 특수상황 등에 대한
이해를 표명함.
- 금번 방한을 통해 한국 국내 정세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됨.

미국 의회의원 및 의원단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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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의원 및 의원단의 1987년 중 방한 현황임.
1. Don Bonker 하원 외교위원회 경제소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 경제사절단이 1987.1.18.∼21.
방한하여 외무장관 면담, 부총리 오찬, 외무위원장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진 바, 동 위원장은 1.19. 외무부
장관과의 면담 시 아래와 같이 언급함.
한국의 전략적, 경제적 상황 설명에 사의를 표하며, 미국에서는 대외무역 적자가 큰 이슈가 되고 있음.
한국이나 대만 등 주요 교역 국가들이 수입개방, 관세인하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2. Malcom Wallop 상원의원이 1987.2.11.~12. 방한하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등 일정을 가짐.
3. John Rockefeller 상원의원이 1987.4.12.~14. 방한하여 외무부장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진 바, 동 의원은
4.13. 외무부장관과 면담 시 아래와 같이 언급함.
재무위 무역소위 소속 의원으로 한·미 교역 증진에 관한 관심을 전달하기 위하여 방한함.
미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의 협조가 중요함.

4. Thomas Foglietta 하원의원이 1987.7.11.~15. 방한하여 김대중 고문, 김영삼 총재 등 인사를 면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국민운동본부 방문, 민정당 의원 주최 오찬, 연세대 학생회 간부 및 언론인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5. James Florio 하원 상업소위원장 및 Robert Torricelli 하원의원이 1987.8.13.~16. 방한하여 정부 및 국회
인사 면담, 전자공업진흥회 주최 오찬 연설 등의 일정을 가짐.
6. Sundquist 하원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화당 무역 TF 소속 의원단이 1987.8.17.~20. 방한하여 부총리,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경제수석, 무역소위원장, 남덕우 KUSEC(한미경제협의회) 회장을 면담하고
통상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구로공단을 시찰함.
7. Frederick Boucher 하원의원이 1987.8.29.∼9.1. 방한하여 김영삼 총재, 김대중 고문, 상공부장관 및
동자부장관을 면담하고, 포항제철을 시찰함.
8. Grassley 상원의원이 1987.8.31.∼9.8. 방한하여 일해재단 세미나 참가 등의 일정을 가짐.
9. Robert Dornan 하원의원 등 의원단이 1987.9.20.∼22. 방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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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임.

Moreno Leon 한.베네수엘라 의원친선 협회장
방한, 1987.9.2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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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6.8.21. Julio Cesar Moreno Leon 한·베네수엘라 의원친선협회 회장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 외무부는 국회 측과 협의 후 1987년 동인의 방한을 추진함.
2. 동인 부부는 1987.9.27.~10.3. 방한하여 국회의장 및 외무부차관을 예방하고, 지방 산업시설 및 관광지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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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의회·한 의원친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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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주의회 의원친선협회의 설립을 위한 1983∼87년 중 교섭 내용임.
1. 추진 경위
주벨기에대사는 1983.12.22. 구주의회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친선협회 설립 필요성을
구주의회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Sir J. Twart-Clark 의원과 협의하였음을 보고함.
당시 구주의회 내에는 한국과의 공식적인 상설 협의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본 등 일부 국가

사무총장은 협회 설립을 위해 한국 국회의장이 구주의회 의장에게 서한으로 결성을 제의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외무부는 1985.7.16. 국회에 대해 동 친선협회 결성을 공식 요청함.

2. 추진 과정
국회의장은 1986.1.10. 동 친선협회 설립을 제안하는 구주의회 의장에 대한 서한을 발송하고,
1986.2월 이세기 민정당 총무 일행이 구주의회를 방문하여 관련 교섭을 시행함.

주벨기에대사는
구주의회가 의장단 회의 등 내부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대체로 보수계 그룹들은
찬성인 반면에 사회당계 그룹 의원들은 예산 소요를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함.
구주의회 측은 1987.1월 예산 사정상 기존의 23개 친선협회를 정리할 계획임에 따라 신규 협회
설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Ad Hoc(임시) 대표단 구성을 구상함.
국회의장은 1986.9.9. Pierre Pflimlin 구주의회 의장에게 한국 국회 내 친선협회 회원 명단을
통보하고, 구주의회와의 친선협회 설립을 요청하는 한편 1987.1월 국회 사무총장의 구주의회
방문을 추진함.

구주의회
의장은 1986.11.6. 이재형 국회의장에 대한 서한을 통해 1987.1월 중 한국과의 친선협회
설립과 관련한 구주의회 심의가 있을 것임을 통보함.

주벨기에대사는
구주의회 내 기민당계 등 중도우파 그룹은 동 친선협회 설립에 동조적이나,
사회당 계열 그룹이 계속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고함.

주프랑스
북한대표부는 한국과의 친선협회 설립 저지를 목적으로 1987.1.8. 구주의회의 각 정치
그룹 의장에 대한 서한을 송부함.

3. 결과
구주의회는 1987.1.21. 본회의에서 아세안 친선협회를 확대하여 아세안 및 대한민국 친선협회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압도적 다수로 의결함으로써 동 친선협회가 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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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의 협의체를 유지함.
주벨기에대사는 1985.6.13. 구주의회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친선협회 설립 추진을 협의한 바, 동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 제15차. 서울,
1987.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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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원연맹 제15차 합동총회가 1987.9.12.~14.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참석 의원

- 한국 측 권익현 회장 등 100명, 일본 측 후쿠다 다케오 회장 등 58명 참석
의제
436

- 1988년 지역 안보 정세 및 양국의 안보
- 양국 경제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차원 및 무역문제 대응책
- 88 서울올림픽 및 문화 교류 증진 방안
- 재일한국인의 지위 향상과 3세 이하의 법적 지위 조기 안정
주요 일정

- 총회, 안보·외교위원회 등 4개 위원회별 회의
- 전두환 대통령, 이재형 국회의장, 노태우 민정당총재, 김영삼 민주당총재, 이만섭 국민당총재 및
이민우 신민당총재 예방
- 한·일 의원연맹 주최 리셉션, 친선 바둑대회, 제3땅굴 시찰, 외무부장관 주최 조찬

2. 회의 결과
권익현 회장은 총회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금년과 내년 한국, 일본 및 미국 등 우방의 지도자
교체라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상호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언급함.
나카소네 일본 수상은 다나카 회장대행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1988년도
정권 교체를 기원함.
상기 의제별 안보·외교위원회, 경제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및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향상
특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의를 진행함.
총회는 위원회별 토의 결과를 토대로 아래 9개 항의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88 서울올림픽
- 남북한 관계
- 무역의 균형적 확대 및 과학기술 협력 촉진
- 재일 한국인 지위 향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청소년 교류 등 폭넓은 각종 문화 교류 촉진
- 에이즈에 대한 공동 관심 및 대처 방안 검토 등

한·일본 의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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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의원연맹 합동간사회가 1987.5.5.~7. 오사카에서 개최됨.
참석자

- 한국 측 김숙현 간사장 외 의원 15명, 일본 측 하라다켕 간사장 외 의원 15명
주요 일정

- 한국 대표단을 위한 주오사카총영사 주최 오찬, 합동간사회, 일본 측 주최 만찬
회의 결과

2. 일·한 의원연맹 회장단이 1987.12.23.∼24. 방한함.
방한 경위

- 1987.12.20.부터 방일 중인 권익현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후쿠다 일·한 의원연맹 회장에게 12.23.
한국 대통령 당선 축하연 참석을 위한 방한을 권유함.
방한 인사

- 후쿠다 다케오 회장, 다나카 회장대행, 이시다 회장대행(공명당) 등 6명
체한 일정

- 대통령, 민정당 총재 및 국회의장 예방, 대통령 당선 축하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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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1987.9월 개최 예정인 합동총회 의제로 1988년도 지역 안보 정세 및 양국의 안보, 양국 경제
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차원과 무역문제 대응책, 88 서울 올림픽과 문화 교류 증진 방안, 재일한국인의
지위 향상과 3세 이하의 법적 지위 조기 안정 문제를 채택함.
- 일본 측은 한·일 어업협정 개정 논의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했으나, 한국 측은 양측 실무자 간에
동 건을 협의 중임에 따라 원만한 타결을 위해 측면 지원을 하고 의제로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요청하여
정식 의제로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본 측 제의에 따라
1987.9월 총회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함.

한·파나마 의원친선협회

| 87-039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29 / 6 / 1~50(50p)

1. 최영철 국회부의장은 1986.1월 파나마 방문 시 한·파나마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제안한 바, 파나마
의회는 파나마 국회의장의 1986.8.3.~6. 한국 방문을 계기로 동 친선협회를 구성하여 동 국회의장 방한
중 협회 정관 및 회원 명단을 상호 교환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한국 국회의 일정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함.
2. 파나마의 1986년 신임 국회의장 선출에 따라 주파마나대사는 1986.11.12. Ovidio Diaz 신임 국회의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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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의회 간의 친선협회 추진을 제기한 바, 신임 의장은 의회 내 친선협회 설립 선례가 없어 내부 검토
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3. 동 국회의장은 1986.12.18.자 주파나마대사에 대한 서한을 통해 조만간 친선협회가 설립될 것을
통보한 바, 국회는 1987.1.17. 국회운영위에서 동 친선협회 설립을 결정, 2.23. 임원 및 회원을 선임함.
4. 이재환 국회사무총장은 1987.3.5. 주파나마대사관을 통하여 파나마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국회에 친선협회가 설립되었음을 통보하고,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파나마 의회의 친선협회
구성을 요청하는 한편 정관과 회원 명단을 발송하였으나, 파나마 정세 악화로 설립이 지연됨.

한·미국 의회간 비공식 무역협의체 구성 추진

| 87-039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7-29 / 7 / 1~135(135p)

1.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Richard Schulze 의원은 1986.10월 한국 국회 무역소위원회 이상희 의원과의
워싱턴 면담 결과에 따라 양국 국회의원 간 무역 문제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미 의원 비공식
협의체 설치를 목적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의원 12명을 확정하여 1986.10.9. 이 의원에게 미국 측 회원
명단을 통보해 옴.
Max Baucus 상원의원 등 5명의 상원의원을 포함함.
이상희 의원은 국회 내에 11명의 의원단을 구성하여 1987.1월 미국 측에 통보함.
양국 간 무역 촉진 및 무역 현안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며, 매년 정기회를 개최한다는

2. 1986년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미국 의회가 종합통상법 제정을 심의중임에
따라 정부는 1986~87년 농산물 구매사절단, 대미 구매사절단 파견을 통한 대미 수입 증대 및 수출 다
변화를 추진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간 협의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이해시키는 방안을 추진함.
3. 한국 측은 동 협의체 1차 회의를 1987.4월에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미국 측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미국 측에서 원격회의를 제의하여 시기, 진행 방법 및 토의 내용 등을 검토함.
4. 주미대사관은 1987.3.3. 미국 측 협의체 소속 의원 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함.
5. 미 의회의 통상법 입법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원들은 1987.7월 개별 서한을 미 의원들에게 송부하기로
결정하고 외무부 및 주미대사관과 협의한 바, 주미대사는 동 서한에 아래 사항을 표명할 것을 건의함.
한국의 특수한 정치, 경제 및 안보 등 여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함.
노동권, 소고기 개방 및 환율 조작 등 통상 법안의 특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함.
보호주의적 통상 법안이 한·미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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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양해가 됨.

황영시 감사원장 미국 및 카나다 방문, 1987.2.1.-8.

| 87-039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29 / 8 / 1~124(124p)

황영시 감사원장의 1987.2.1.∼8. 미국 및 캐나다 방문 추진 경과임.
1. 주미국 및 캐나다대사에 대한 관련 지시
주재국 회계감사원의 감사원장에 대한 초청 교섭
회계감사원 감사제도 시찰, 직원훈련 협의, IDI(국제회계감사발전기구) 발전 방안 협의를 위한 일정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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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 미주국의 1.24.자 관련 장관 보고 요지
감사원장의 제11차 ASOSAI(아시아최고회계감사기구) 이사회 참석 후 2.1.~8. 미국 심계원 및
캐나다 회계사원 방문을 위한 미국 및 캐나다 방문 추진

조치
사항

- 공관과 일정 작성 협조
- 감사원장에게 일정 브리핑

3. 주미국대사의 감사원장 방미 결과 관련 2.4.자 보고 요지
흑인 지도자 모임 오찬, Edward Kennedy 상원의원 면담(2.2.)
심계원장 면담(2.3.)
케네디 의원 면담

- 케네디 의원은 방한에 관심을 표명함.
- 감사원장이 한·미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동 의원은 동감을 표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심계원장 면담

- 양국 간 감사업무 협조 및 국제 감사 훈련 협력문제 등을 협의함.
- Bowsher 심계원장은 미 심계원 현황을 설명함.

4. 황영시 감사원장의 케네디 의원 앞 서한 초안에 대한 외무부의 2.26.자 감사원에 대한 평가 통보 요지
감사원장의 케네디 상원의원 초청은 목적 및 초청 관례상 적절치 않으나 감사원장의 의사를
존중하여 초청 의사 표명 자체에는 동의함.
미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여 외국 정부의 초청 경비 부담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감사원 측에
환기시킴.

홍순영 외무장관 특사 (외무부 제2차관보)
뉴질란드 및 휘지 방문, 1987.8.25.-9.1.

| 87-039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7-29 / 9 / 1~146(146p)

정부는 제42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외무장관회담 개최 및 유엔 가입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통령 특사 및 실무교섭단 파견을 추진한 바, 동 유엔총회
대책의 일환으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7.8.25.~9.1. 외무장관 특사로 뉴질랜드 및
피지를 방문함.
1. 뉴질랜드(1987.8.25.~28.)
홍순영 차관보는 Lange 수상, 통상장관 및 외무부 부차관 등 인사들을 면담하고, 수상 면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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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방한 초청 서한을 전달,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뉴질랜드 외무부 간부 접촉 시 한반도 정세, 남북대화 및 올림픽 준비 관련 사항을 설명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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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측은 한국의 대유엔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함을 언급하고, 신임 외상이 군축회의에서
귀임하는 대로 한국 측 요청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뉴질랜드
측은 한국과 체결한 한·뉴질랜드 치즈 합작 사업의 발효를 희망함.
특사단 평가: 뉴질랜드 외무성은 한국 입장에 공감을 표명하고 있음에 따라 외상이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결정하여 수상에게 건의할 것으로 전망됨.

2. 피지(1987.8.28.~9.1.)
홍순영 차관보는 Mara 전 수상(현 외무성 자문위원), 외무차관 등을 면담함.
Mara 전 수상 면담 시 외무부장관의 서한을 전달하고, 유엔 총회 시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함.

피지
측은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제4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입장
지지를 명백하게 언급하겠다고 약속함.

특사단
평가: 1987.5.14. 쿠데타가 발생하여 정국이 불안한 상태로 피지 측은 한국산 무기 수입을
요청하였으나, 정국이 안정을 회복할 때까지 유보함이 바람직함.

김종건 법제처장 일본 및 미국 방문,1987.6.24.-7.12.

| 87-039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7-29 / 10 / 1~67(67p)

김종건 법제처장이 사법 공조 협의를 위하여 1987.6.24.~7.12. 일본 및 미국을 방문함.
1. 일본(1987.6.24.~27.)
법제처장은 일본 법무대신을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인 지문날인제도 개선 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요청한 바, 일본 측은 동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 및 동법 통과 후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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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보완을 약속함.

내각
법제국 장관과의 면담 시 양국 법제처 간의 인적 교류 및 자료 교환 등 상호 협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함.

2. 미국(1987.6.30.~7.12.)
법제처장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상·하원 인사 면담 시 정부의 민주화 노력을 포함한 한국
정세를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한편 한·미 간 현안인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백악관 James Kelley 아주담당보좌관, 넬슨 연방이민국장, 연방수사국 국장대행, Gaston Sigur
동아·태 차관보 등과의 면담 시 미국 측 인사들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시기적으로 의회의 사정이 허락하는 적절한 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미국 측은 의회 내에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유보적인 기류가 있음에 따라 동 조약 체결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우선 실무자급 비공식 협의를 비공개적으로 신중하게
개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장 태국 및 서남아 순방,
1987.12.22.-30.

| 87-040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29 / 11 / 1~23(23p)

외무부 소병용 아주국장은 KAL기 폭파 및 실종에 따른 수색과 관련하여 관련국들에게 사의를
표명하기 위하여 1987.12.22.~30. 태국, 미얀마(구 버마) 및 인도를 방문함.
1. 태국(1987.12.22.~24.)
외무성 Kasem 사무차관 등 간부들을 면담하고 KAL기 수색 관련 협조에 사의를 표명함.
한국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세 및 올림픽 개최 준비 상황을 설명함.
443
교통체신성 U SAW PRU 장관 및 차관, U SAW HLaing 외무차관을 면담하여 전두환 대통령의
U SAN U 대통령에 대한 서한을 전달하고, 미얀마 수역에서 발견된 KAL기 잔해 수색을 위하여
미얀마 정부가 보인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한국
교통부의 미얀마 조사위원회 참여 희망을 전달한바, 미얀마 측은 이에 동의함.
미얀마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 조사 후 동 조사 결과보고서를 ICAO(국제민간항공
기구)에 제출할 예정임.

3. 인도(1987.12.26.~29.)
Gokhale 외무차관, 외무성 동아국장 및 민항공국장을 면담 시 폭파기 수색을 위한 인도 정부의
신속한 협조 제공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고, 폭파 원인 등 수사 진전 상황과 미얀마에서의
잔해 발견 등 관련 사항을 설명함.
인도 측은 인도가 실시한 조사 보고서가 완료되었음에 따라 한국 정부의 공식 자료 제공 요청 시
이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양국 간 현안인 교역 증대 및 양국 차관 정례회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인도 측은
1988년 중 한국 외무부차관의 인도 방문을 희망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미얀마(1987.12.24.~26.)

김용철 대법원장 동남아 순방, 1987.4.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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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대법원장은 1987.4.17.~5.4.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호주를 방문함.
1. 싱가포르(1987.4.17.~19.)
대법원장 부부 일행은 비공식적으로 싱가포르를 경유 방문함.
한국 건설회사의 건축 공사 현장 시찰 등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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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1987.4.19.~22.)
말레이시아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4차 상고심법관회의 참석차
방문함.
동 회의 참석 및 말레이시아 대법원장 예방 등 일정을 갖고, 양국 사법부 간 협력 방안을 협의함.

3. 인도네시아(1987.4.22.~27.)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공식 방문하여 수하르토 대통령 및 대법원장 예방, 교민회와
한국학교 방문 등 일정을 가짐.
양국 사법부 간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을 방한 초청함.

4. 호주(1987.4.28.~5.2.)
비공식 방문함.
호주 대법원장 대리를 면담하고, 양국 사법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박수길 외무장관 특사 (외무부 제1차관보)
동남아 순방, 1987.8.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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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외무장관회담 개최 및 유엔 가입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통령 특사 및 실무교섭단 파견을 추진한 바, 동 유엔 대책의
일환으로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는 1987.8.23.~9.2. 외무부장관 특사로 호주, 파푸아뉴기니
및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1. 호주(1987.8.23.~26.)
Hayden 외무장관 및 외무차관, 의회 외교국방위원장과 국가정보분석청 차장을 면담하여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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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 및 88서울올림픽, 남태평양 지역 정세에 관하여 의견 교환을 갖고, 외무성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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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여 현안 문제를 협의함.

Hayden
장관에게 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바, 호주
측 인사들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입장 지지를 표명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양국 현안인 한·호주
정책협의회 개최에 합의함.
호주 측은 호주 소고기 수입 개방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측은 호주 항공의 서울 이원권 등 이점을
설명하고 조속한 항공노선 개설을 요청함.

2. 파푸아뉴기니(1987.8.27.~29.)
Matiabe 외무장관대행, 외무차관 및 경찰청장을 면담하여 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유엔 총회에서의
지지를 요청함. 이에 파푸아뉴기니 측은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유엔 총회에서
예년과 같이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약속함.

파푸아뉴기니
측은 북한의 호전성, 혁명 수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북한 관계를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언명함.

파푸아뉴기니
측은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였으며, 남태평양 정세와 관련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아세안과의 협력을 중시하나 아세안
가입에 따른 국론 분열 가능성을 고려하여 옵서버 자격으로 아세안에 참석함을 설명함.

3. 인도네시아(1987.8.29.~9.2.)
Mochtar 외무장관 및 정무차관보대리를 면담하여 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함.

Mochtar
장관은 한국 입장 지지 여부는 외무성 간부 및 유엔대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될
것임을 언급한 바, 남북한 간 등거리 정책에 기초하여 한국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됨.

아르헨티나 주요인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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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주요 인사들의 1984~87년 중 한국 방문 현황임.
1. Roberto E. Rodriguez Vagaria 외무차관 대외정책 고문(1984.6.16.~20.)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4.4.26. 외무차관 대외정책 고문인 Vagaria 박사가 Radical당의 소장파
기수이며, Alfonsin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Kelly 차관의 정책고문으로 5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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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동 계기에 정부에서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동인은
방한 중 외무부차관 면담, 국회 외무위 및 국방위 방문, 지방 산업 및 관광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정부는
동인에게 1977.4월 단교된 북한과 아르헨티나와의 관계 복원 시도 저지를 위해 조력할 수
있도록 요청함.

2. 외무성 아주국 Roberto E. Canosa 한국담당관 및 Carlos F. Garcia 대외무역성 참사관(1985.6.24.~29.)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4.12.7. 북한이 외채 문제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내
동 실무책임자들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동인들은 방한 중 외무부 미주국장,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 국장 예방, 지방 산업 및 관광시설
시찰, 올림픽 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3. Cordoba주 Ruben Marti Americo 사회장관(1987.11.16.~19.)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7.9.16. 보고를 통해 1987.6월 방한한 바 있는 Cordoba주 주지사의 권유로
주 사회장관 Marti 일행이 새마을운동 시찰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동인들에
대한 정부의 체재비 지원을 건의함.
동인들은 방한 중 외무부 미주국장, 문교부, 건설부 및 보사부 관련 국장 면담, 새마을 본부 방문
등 일정을 가짐.

Samper, Hector 주제네바 콜롬비아대사 방한,
1987.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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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사는 1986.11.12. Hector Charyy-Samper 주제네바 콜롬비아대사가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동 대사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Charry-Samper 대사는 1986년 하라레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의 차기 비동맹회의 유치
시도를 저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음.
 대사의 기여와 관련하여 외무장관은 콜롬비아 외상에 대한 서한을 통해 사의를 전달한 바 있음.
동

2. 정부는 비동맹 관련 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동 대사를 1987.8.9.~14. 방한 초청하였으며, Charry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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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er 대사는 방한 중 외무부 장관 및 차관 예방, 서울올림픽 시설 및 지방 산업, 관광시설 시찰 등의

카나다 주요인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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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요 인사들의 1987년 중 방한 현황임.
1. 온타리오주 Ms. V. Fountain 통상성 한국담당관 등 통상대표단(1987.4.17.~5.2.)
한국과 온타리오주 간 통상 증진 및 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 협의 목적으로 방한함.

2. British Columbia주 G. McCarthy 경제개발장관(1987.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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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Columbia주와 한국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방한함.
동력자원부, 상공부 및 현대 등 기업을 방문함.

3. EDC(수출 개발 회사) Richardson 총재(1987.6.7.~12.)
서울에서 개최되는 Barne Union(The International Union of Credit and Investment Insurers:
투자보험기관 간 국제조직) 연례 총회 및 분과회의 참석차 방한함.
상공부장관을 예방하고, 수출입은행을 방문함.

4. 앨버타주 P. Elzinga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1987.10.8.~12.)
앨버타주와 한국과의 농림 분야 협력을 협의하기 위하여 방한함.
농림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앨버타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인 알팔파, 카놀라 등 품목의 한국
수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5. 퀘백주 D. Johnson 산업통상장관(1987.10.11.~12.)
퀘백에 투자 중인 현대자동차가 지엠 및 포드사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받은 바 있음과 관련하여
퀘백주와 한국과의 자동차 분야 경제협력 증대를 위하여 방한함.

Eyrich, Heinz 독일 Badenwutternberg주
법무장관 방한, 1987.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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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Badenwutternberg주 Heinz Eyrich 법무장관이 법무부차관의 초청으로 1987.2.10.~13.
한국을 방문함.
1. 법무부는 한·독일 양국 법조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88 서울올림픽 홍보 및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 홍보 목적으로 동 장관을 초청한 바, 동인은 주지사를 역임하였으며, 기독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을 겸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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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호 교류 강화 방안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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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inz 법무장관은 방한 중 법무부 장관 및 차관, 대법원장 및 검찰총장 등 인사들을 예방하고, 양국

가나 주요인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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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주요 인사의 1987년 중 방한 현황임.
1. Kwamena Ahwor 가나 국세경제사범수사조정관(장관급)은 1987.1.9.~14. 아래와 같이 방한함.
주가나대사는 1986.11.26. 동 조정관의 1987.1월 중 방한 희망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1986.12.11.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 명의 동인에 대한 방한 초청을 결정함.
주요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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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 1.12.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 예방, 성남 새마을 연수원 및 모범부락 시찰
- 1.13. 외교부 제1차관보 및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면담, 대우 방문
- 1.14. 법무부 차관 면담 및 세계태권도연맹 방문
동 조정관은 귀국 후 2.5. 주가나대사 면담 시 한국 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체한 중 제반
일정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언급함.

2. George Lamptey 가나 외교부 경제국장은 2.21.~25. 아래와 같이 방한함.
주가나대사는 2.13. 동 경제국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2.14. 동 국장에 대한 방한
초청을 결정함.

주요
방한 일정

- 2.23.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경제국장,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및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면담
- 2.24. 상공회의소 방문, 대우 인사 면담, 대우자동차 시찰
- 2.25.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Sam, Pierre D. 주미국 아이티대사 방한,
1987.10.20.-25.

| 87-040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30 / 4 / 1~40(40p)

Sam 주미국 아이티대사는 1987.10.20.~25.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외무부는 1987.10.6. 주아이티대사에게 부산 소재 낚시도구 제조업체에 의하면 동 대사가 방한
예정이라고 함을 통보하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Abraham 아이티 외상은 10.7.
주아이티대사 면담 시 동 대사의 방한은 사적 방문임을 언급함.

부장관 예방 등을 요망하였음을 보고하고, 동 대사가 아이티 농업장관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가능한
예방 주선 및 적절한 예우를 건의함.
3. 주아이티대사는 1987.11.6. 동 대사의 방한은 주재국 정부의 허락 없이 행해진 것으로 동 방한에 대해
Namphy 주재국 국가원수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고함.
4. 외무부는 1987.11.17. 주아이티대사에게 동 대사의 방한이 사적 방문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일정만을 주선하여 대부분의 일정을 초청 업체가 수행하였으며, Celestin 아이티 상공장관은 방한 시
Sam 대사가 주미대사직에서 해임되었다고 언급했음을 통보함.
5. 동 대사는 체한 중 판문점 시찰(10.21.), 금성사 등 시찰,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10.22.), 농림수산부장관
예방(10.23.), 산업 시찰(10.24.~25.) 등의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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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미국대사는 1987.10.16. Sam 아이티대사가 사적인 용무로 방한할 예정으로 서울 체류 중 농수산

야나기야 겐스께(柳谷讓介)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방한, 1987.10.15.-22.

| 87-0409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30 / 5 / 1~77(77p)

일본 외무성 야나기야 겐스케 전 사무차관이 1987.10.15.~22. 방한함.
1. 외무부는 1986.10.11. 주일대사에게 1984년 이후 정례화하고 있는 한·일 외무차관 상호방문 정착을
통해 양국 외교 당국 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야나기야 사무차관 내외의 1986년 내 방한을 위한 초청을
교섭하도록 지시한 바, 주일대사는 10.30. 주재국 외무성 다카노 북동아과장은 이원형 정무과장 면담 시
동 차관의 바쁜 일정으로 연 내 방한이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요망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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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7.5.22. 오재희 차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동 차관에게 전달하도록 주일대사에게 지시한 바,
동 차관은 6.19. 이규호 대사 면담 시 자신이 6월 말부로 정년퇴임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업무
사정으로 인해 방한이 실현되지 못했으나, 한국 측이 양해한다면 퇴임 후에라도 외무성 고문 자격으로
방한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함에 따라 외무부는 6.23. 동 차관의 퇴임 후에라도 방한을 환영할 것임을
주일대사에게 통보함.
3. 야나기야 전 사무차관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체한 일정

- 주한 일본대사 주최 만찬, 박쌍용 외무부차관 면담, 최광수 외무부장관,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경주, 부산, 제주도 방문
동 전 사무차관은 10.16. 박쌍용 차관 면담 시 1959년 외무성 북동아과 수석사무관으로 한·일
관계 업무를 수행한 이래 8번째 방한임을 언급하고, 1988년 한국의 평화적 정권 이양은 한국에
대한 신뢰성을 고양할 것임을 강조함.

일본
측이 동 전 사무차관의 방한 항공료 및 체재비를 부담함.

일본 주요인사 방한

| 87-041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30 / 6 / 1~79(79p)

1. 일본 야마시다 토쿠오 총무청장관이 1987.8.11.∼13. 방한함.
주일본대사관은 1987.8.5. 야마시다 총무청장관이 고오모토파 초선의원 3명 등과 비공식 방한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노태우 민정당 총재 예방 등의 일정 주선을 요청했음을 보고함.
동 장관의 주요 체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 권익현 한·일 의원연맹 회장 면담 및 오찬, 노태우 민정당 총재 예방, 주한 일본대사 주최 만찬, 대통령
비서실장 예방, 국방부장관 예방 및 오찬
동 장관은 노태우 민정당 총재 예방 시 나카소네 수상의 친서를 전달함.

주일본대사관은 1987.9.14. 외무성 다케우치 조약과장이 이규형 서기관 면담 시 사이토 조약국장의
방한 희망 일정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동 국장은 체한 중 양국 조약국장 협의, 강연 및 서울 시찰, 경주 및 부산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일본 외무성 사이토 조약국장이 1987.10.23.∼26. 방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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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cca, Edward 자메이카 대법원장 방한,
1987.4.28.-5.1.

| 87-041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30 / 7 / 1~112(112p)

자메이카 Edward Zacca 대법원장은 1987.4.28.∼5.1.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주자메이카대사는 1987.2.10. 동 대법원장이 부인 및 Rowe 고등법원장을 대동하고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4차 세계고등법원장회의 및 제3차 영연방대법원장회의 참석 후 한국 사법제도 시찰을
위해 방한을 희망하여 왔음을 보고하고, 동 일행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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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상기 주자메이카대사의 건의를 법원행정처에 통보하고, 대법원장 명의 초청장 발송 및
체재비 부담문제 검토를 요청한 바, 대법원장은 상기 세계고등법원장회의 참석 후 1987.5.4.경 귀임
예정으로 Zacca 대법원장 일행에 대해 공식방한 초청할 수 없는 입장임을 회신함.
3. 상기 법원행정처의 입장 통보에 대해 주자메이카대사는 1987.3.17. Zacca 대법원장의 양국 관계 증진
기여도를 고려하여 체재비 한국 측 부담 방한초청을 재차 건의함. 이에 외무부는 4.1. 동 대법원장 일행을
외무부 주관으로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함.
4. 동 대법원장 일행의 체한 일정임.
올림픽경기장 시찰, 외무부장관대리(외무부차관) 예방, 외무부장관대리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4.29.)
법원행정처장 예방, 한국 사법제도 설명회, 법원행정처장 주최 오찬, 국립박물관 관람, 삼성전자
시찰, 주한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4.30.)

Tipis, Justus Ole 케냐 대통령실 국무장관 방한,
1987.4.23.-28.

| 87-0412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30 / 8 / 1~220(220p)

케냐 Tipis 대통령실 국무장관은 1987.4.23.∼28.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방한 경위
강경식 대통령 특사는 1983.12월 케냐 방문 시 무왕갈레 외교장관 및 Tipis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외교장관 및 국무장관의 방한을 권유함.
외교부는 12.27. 주케냐대사에게 상기 2인에 대한 방한 초청장 전달을 지시함.

주케냐대사는
1985.11.5. Tipis 국무장관 면담 시 양국 간 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동 장관에 대한

증진을 위한 동 장관의 방한을 결정함.
동 장관과의 방한 일정 조정에 따라 4.23. 방한에 합의함.

2. Tipis 국무장관의 체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수행원: 대통령실 사무차관 등 6명
일정

- 4.23. 외무부장관대리 주최 만찬
- 4.24. 외무장관대리 및 내무장관 면담, 대통령 예방, 올림픽종합경기장 시찰
- 4.25. 땅굴 시찰, 대우 본사 방문, 삼성전자 시찰
- 4.26. 새마을 시범부락 시찰, 농촌진흥공사 방문
- 4.27. 울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및 포항제철 시찰

3. 주케냐대사는 Tipis 장관이 1987.4.29. 귀국 후 공항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방한 소감을 밝히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적인 증진 계획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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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초청을 상기하는 한편 적절한 시기 방한 희망을 전달함.
Tipis 국무장관은 1986.9.6. 모이 대통령의 방한 재가를 득하였다고 통보함.

주케냐대사는
1987.3월 중 Tipis 국무장관의 방한 희망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1986.12.19. 양국 관계

라이베리아 외무부 주요인사 방한

| 87-0413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0 / 9 / 1~219(219p)

라이베리아 외교부 주요 인사의 1986∼87년 중 방한 현황임.
1. William Bull 외무성 차관보는 1986.4.21.∼25. 아래와 같이 방한함.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85.9.13. Bull 차관보의 방한 초청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11.23. 초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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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고 방한 추진을 지시함.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86.3.15. 동 차관보가 4월 중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함.
주요 방한 일정

- 4.2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아프리카국장 및 제1차관보 면담, 외무부 장관 및 차관 예방
- 4.23. 대우 부산공장 시찰
- 4.24. 경주 관광
- 4.25. 판문점 시찰

2. Thomas Bestman 외무성 차관보는 1987.6.15.∼19. 방한함.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87.5.30. 동 차관보가 Blamo 외교장관 친서를 휴대하여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주요 방한 일정

- 6.16.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아프리카국장 주최 오찬, 서울올림픽 경기장 시찰
- 6.17. 판문점 시찰
- 6.18. 울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시찰

나이지리아 주요인사 방한

| 87-0414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30 / 10 / 1~219(219p)

나이지리아 주요 인사의 1985∼87년 중 방한 현황임.
1. George Obiozor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85.4.28.∼5.6. 방한함.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4.11.3. 한국·나이지리아 관계 관련 저서를 준비 중인 동 연구원의 방한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11.6. 동 연구원의 방한 초청을 결정함.
외무부는 1985.4.9.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동 연구원에 대한 4.29.~5.8. 방한 초청 통보를 지시함.
주요 방한 일정

2. Peter Afolabi 외무부 경제차관보는 1986.5.29.∼6.4. 방한함.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6.1.31. 동 경제차관보 면담 보고를 통해 동 차관보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2.11. 동인에 대한 초청장을 송부하고 방한 추진을 지시함.

주요
일정

- -5.30.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경제기획원 방문, 올림픽 경기장 시찰
- 5.30.~6.1. 서울 세계통상장관회의 참석
- 6.2. 판문점 시찰, 외무부장관 예방
- 6.3. 대우 방문, 대우 중공업 시찰

3. B. A. T. Balewa 외무부 차관보는 1987.6.5.∼10. 방한함.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7.4.2. 동 차관보에 대한 대사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고 외무부는
5.3. 동 차관보의 방한 수락을 통보함.

주나이지리아대사는
5.23. 동 차관보의 방한 일정을 6.5.~10.로 합의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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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외교안보연구원장 예방, 한국개발연구원 방문
- 4.30.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면담, KOEX 시찰, 한국경제연구원 방문
- 5.1.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 참석, 농업진흥청 방문
- 5.2. 판문점 시찰, 정신문화연구원 방문
- 5.3.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및 북한연구소 방문

Nawab Ahmed ASHRAF 전 파키스탄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 198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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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외무부 Ashraf 전 아주국장은 1987.9.5.~9.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Ashraf 전 아주국장은 1986.5.22. 홍순영 주파키스탄대사를 방문하여 1984.2월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현재 대사직을 은퇴하였음에 따라 한국 정부의 여비로 7월
중 방한을 희망함. 이에 주파키스탄대사는 동 초청장은 항공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체류 중
경비만을 지급한다는 뜻의 초청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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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보고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1986.5.24. 주파키스탄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함.
동인은 1976~79년 동아태국장 재직 중 양국 외교관계 수립을 적극 지지한 바 있음.
동인이 주케냐 파키스탄대사로 재직 시 방한 초청장이 전달되었음에 비추어 방한을 강력히
희망한다면 체재비 한국 측 부담 조건으로 방한 접수할 수 있음을 통보 바람.

3. 동 국장의 체한 일정임.
외무부차관, 외무부 제2차관보 및 아주국장 예방, 주한 파키스탄대사관 방문, 삼성전자 시찰,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9.7.)

올림픽경기장
시찰, 한·파키스탄 친선협회장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주한 파키스탄대사 주최
만찬(9.8.)

Sa Pereira, Antonio Devesa de 주 Porto(포르투갈)
명예영사 방한, 1987.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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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제2의 도시인 Porto 주재 Sa Pereira 명예영사는 1987.9.20.~26.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주포르투갈대사는 1987.5.22. 동인이 1981.2월 Porto 주재 한국 명예영사로 임명된 이래 동 지역에서
한국과의 무역거래 알선업무와 한국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을 감안하여 9~10월
중 1주일 정도 방한하도록 초청하는 한편 동인에 대한 적절한 서훈을 건의함.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점을 감안하여 체재비 외무부 부담으로 방한 초청하기로 1987.6.17. 결정함.
3. Sa Pereira 명예영사는 포르투갈 제2의 신문인 Jornal de Noticias지의 Silva 편집부국장과 함께 아래
일정으로 방한함.
주한 포르투갈명예영사 면담, 서울올림픽조직위 국제담당 사무차장 면담 및 올림픽 시설 시찰,
주한 포르투갈명예영사 주최 만찬(9.21.)
대우실업 방문, 삼성전자 및 경주 시찰(9.22.∼23.)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 판문점 시찰, 구주국장 주최 만찬(9.24.)
KOTRA 방문(9.25.)
외무부 제1차관보 예방 및 수교훈장 숭례장 서훈(9.26.)

4. 상기 Silva 편집부국장은 방한 후 1987.10.15.~17. Jornal de Noticias지에‘Hodori: Tiger for the making
of peace’제하 한국 특집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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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동인이 포르투갈 제2의 공업 및 상업 지역인 Porto 지역에서 양국 간 통상 증진과 한국 홍보를

Sultan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방한,
1987.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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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Sultan bin Salman 왕자는 1987.7.9.~11.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87.5.14. 및 5.21. 동 왕자가 태국 황태자 초청으로 1987.7월 이후 태국
방문 기회에 한국 항공, 우주 분야 과학기술 발전 현황 시찰을 목적으로 방한을 희망함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 왕자는 Fahd 국왕의 동복형제인 Salman 주지사의 아들이며, 아랍인 최초의 우주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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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예우를 받고 있음에 따라 과기처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방한
중 고위 인사 예방, 항공우주 연구시설 및 공장 견학 주선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7.6.1. 주사우디대사에게 과기처장관 명의로 동 왕자를 방한 초청할 것을 지시하고,
7.4. 주사우디대사에게 술탄 왕자의 방한 일정을 아래 통보함.
과기처장관 주최 만찬(7.9.)
외무부장관 오찬, 부총리 예방, KAIST, 이슬람사원 방문(7.10.)

3. 외무부장관의 술탄 왕자 오찬 시 참고 자료
방한 경위

- 아주 순방의 일환, 한국의 우주항공 분야 등 과학기술 발전 현황 시찰 목적
말씀 자료

- Fahd 국왕 등 사우디 왕실의 영도력 평가
- 동 왕자의 아랍인 최초로 1985년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탑승 치하
- 한·사우디 양국 간 기존 우호협력관계에 대한 만족 표명, 특히 금번 방한이 양국 간 항공우주 분야
협력 증진의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
- 사우디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당부
참고 자료

- 사우디 개황, 한국과의 관계, 경제 관계, 주요 현안 등

4. 외무부는 1987.7.11. 주사우디대사에게 술탄 왕자 일행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발했음을
통보함.

CHULABHORN Valailaks 태국 공주 방한,
1987.8.19.-25. 전2권 V.1 1986.11월-198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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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Chulabhorn 공주는 1987.8.19.~25. 방한함.
1. 주태국대사는 1986.11.26. 태국 UNEP(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동 공주가 1987.8.20.~30. 서울
개최 제16차 태평양과학총회에 참석하여 환영사 및 총회 연설 예정임을 통보해 왔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한·태국 양국 간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동 공주의 방한을 적극 지원할 것을 건의함.
국왕 비서실장은 양국 간 우호친선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의 공동 초청 형식을 희망함.

대통령 영부인 또는 여타 정부기관 초청은 바람직하지 않음.
정부 초청 형식은 어려우며, 체한 중 주요 일정 주선, 적절한 고위 인사 주최 연회 및 기타 귀빈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 예정임.

3. 주태국대사는 1987.4.16. 태국 정부가 한국 정부 초청 형식으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6.22. 주태국대사에게 출라폰 공주에 대한 외무장관 명의 초청장을 송부함.
외무부는 7.16. 주태국대사에게 출라폰 공주의 아래 잠정 방한 일정을 통보함.

-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태평양과학총회 참석,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관광 및 각종 시설 시찰
외무부는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에 동 공주 방한 관련 아래 사항을 요청함.

- 동국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 추천(6.19.)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건의(7.18.)
- 국방부, 치안본부, 서울특별시, 문화공보부 등에 대한 체한 일정 관련 협조 요청(7.30.)

4. 외무부는 8.13. 출라폰 공주 방한 관련 아래 보도자료를 발표함.
태국 출라폰 공주가 최광수 외무부장관 초청으로 공식 방한하여 대통령 및 영부인 예방,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 증진 방안을 협의 예정임.
 공주는 동국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8.20.~30. 서울 개최 제16차 태평양과학대회에서
동
‘아·태지역의 과학 협력과 발전’주제로 연설할 예정임.
출라폰 공주의 금번 방문은 태국 왕실 인사로서는 최초의 방한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6.12.5. 주태국대사에게 동 공주의 방한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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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ABHORN Valailaks 태국 공주 방한,
1987.8.19.-25. 전2권 V.2 1987.8.1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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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 출라폰 공주 내외의 1987.8.19.∼25. 방한 관련 자료 현황
대통령 및 영부인 예방 자료(8.8.)

- 공주 내외 인적 사항, 방한 관련 사항, 언급 자료, 태국 개황
출라폰 공주 공식방한 영접 계획(8.12.)

- 공주 약력 사항, 수행원 명단, 영접 준비 사항, 체한 일정, 주요 행사별 세부 일정
출라폰 공주의 외무부장관 면담자료(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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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관계 평가, 공주의 학문 활동에 대한 관심 표명, 태국 국왕 탄신 60주년 기념행사, 88 서울올림픽,
남북 외무장관회담 제의 설명, 불교 문화 등

2. 출라폰 공주 방한 결과 보고서 요지(1987.8.26.)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면담, 국립묘지 헌화, 태평양과학총회 참석 및 연설, 명예박사 학위 취득,
KAIST 방문 등
대통령 예방 및 면담(8.21.)

- 태국 왕실 인사로서는 최초의 방문으로서 의의 강조, 태국 방문 시 푸미폰 국왕 내외의 환대에 대한 감사
및 안부 전달
-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유지에 대한 만족 표명
- 공주의 연구 활동에 대한 관심 표명
외무부장관 면담(8.20.)

- 양국 간 주요 인사 교류를 통한 관계 증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 교환
- 양국의 정치, 사회, 문화, 풍습 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의 불교의 영향 및 역할, 불교 역사 및 사적에
관해 환담
- 학술, 문화, 특히 불교문화 교류 증진에 대한 관심 표명
방한 성과

-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
- 한반도 정세에 대한 태국 왕실의 인식 제고
- 과학 분야에 대한 공주의 지대한 관심으로 한·태국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 역할 기대 및 학술·
문화 관계, 특히 불교문화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 증진 기대

3. 주태국대사는 1987.10.27. 출라폰 공주가 방한 초청에 대해 외무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대통령의 태국 국왕에 대한 선물에도 국왕의 사의 전달을 요망하였음을 보고함.

Permanand Rabindranath 트리니다드토바고
외무부 정무국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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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토바고 외무성 Permanand 정무국장이 1987.9.10.~16. 방한함.
1.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1986.7.21. 동 정무국장이 9월 일본 방문 후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음을 아
래와 같이 보고함.
동 국장은 주재국 정부의 대남북한 관계, 비동맹 및 유엔 등 주요 대외정책 입안 및 집행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박4일 방한 수락을 건의함.

체한
중 장·차관 예방, 미주국장 면담, 판문점 및 산업 시찰 등 일정을 건의함.

시찰, 외무부차관·미주국장 예방, 판문점 방문 등 잠정 일정을 통보함.
3. 미주국 심의관의 87.9.11. Permanand 국장 면담 요지임.
한국 측 언급 요지

- 한국의 문호개방정책, 최근 남북 관계, 88 서울올림픽 개최 의의 설명
트리니다드토바고 측 언급 요지

- 주한 명예총영사 임명, 사증취득문제 해결 등으로 양국 관계 발전 희망, 농작물 가공 분야 등 투자 유
망 분야 소개

4. 박쌍용 외무부차관의 9.11. 동 정무국장 접견 요지임.
양국 간 관계 증진 방안 협의 및 양국 국내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외무차관은 남북한 관계, 한국의 유엔 가입 전망 등 설명

5. 외무부는 9.16. 주트리니다드대사에게 동 정무국장의 방한 결과를 아래 통보함.
차관 및 미주국장 예방, 미주국장 주최 만찬, 제주도 및 민속촌 관광 후 이한함.
대사 건의에 따라 동인에 대한 수교훈장 숭례장 서훈을 결정한바, 적절한 방법으로 전수 바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9.13. 주트리니다드대사에게 동 정무국장의 방한 중 경주 관광, 울산 현대조선소 및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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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대통령 자문위원단 방한, 1987.4.27.-5.2.
전2권 V.1 기본문서

| 87-0421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30 / 17 / 1~285(285p)

터키 대통령 자문위원단이 1987.4.27.~5.2. 방한함.
1. 주터키대사는 1985.11.13. 한국 국정자문위원단의 1985.9월 터키 공식 방문 시 주재국 대통령
자문위원단 방한 초청에 따라 동 자문위원단에 대한 방한 초청장 발송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1986.2.28. 대통령비서실에 상기 자문위원단이 1986.6월중 방한을 희망하며 동 자문위원단에 대한
예우는 상호주의를 적용함이 바람직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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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비서실(정무2)은 동 위원단 방한 초청 계획을 1986.3.18.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규하 국정자
문회의 의장 명의로 엘신 수석자문위원 등 동 자문위원단의 6.16.~20. 방한 초청을 결정함.
3. 주터키대사는 1986.4.4. 터키 측 사정으로 동 자문위원단의 방한 시기를 1986.10월 또는 11월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국정자문회의 측의 입장에 따라 방한 시기를 1987.4.27.~5.2.로 최종
조정함.
4. 외무부는 1987.4.22. 동 터키 자문위원단의 공식 방한과 관련한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엘신 위원 등 4인으로 구성된 터키 대통령 자문위원단이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 초청으로
공식 방한함.
동 방한 중 전두환 대통령 및 최규하 의장을 예방하고, 노신영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들과
양국 간 우호 증진 방안 등 제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임.

5. 터키 대통령 자문위원단은 방한 중 대통령, 국정자문회의 의장 및 국무총리 예방, 한국 경제 발전상
소개를 위한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바,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음.
터키 대통령(1982.12월) 및 수상(1986.11월)의 방한에 이은 고위층 방한으로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재확인
한반도 정세 및 한국 경제 발전상 소개를 통한 대한국 인식 제고 및 지지 재확인
양국 간 통상 및 경제협력 등 실질협력관계 증진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확인
평가

- 전통적 혈맹관계 재확인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터키의 한국에 대한 지지 및 한국과의 단독수교 정책 공고화
- 향후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양국 공동 문화권에 입각한 문화 교류 방안 검토 필요
- 터키와 분쟁국인 그리스와의 관계 증진 방안 별도 검토 필요

6. 외무부는 1987.5.28. 대통령비서실에 터키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대통령 회신안을 보고함.
7.	주터키대사는 1987.6.3. 터키 대통령 자문위원단의 대통령 및 국정자문회의 의장 등에 대한 감사 서한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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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대통령 자문위원단 방한, 1987.4.27.-5.2.
전2권 V.2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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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7-30 / 18 / 1~247(247p)

터키 대통령 자문위원단의 1987.4.27.∼5.2. 방한 계획과 관련한 제반 조치 내용임.
1. 외무부는 1987.2.17. 주터키대사에게 아래 사항에 대한 보고를 지시함.
착·이한 일시 및 항공편
방한 자문위원 성명, 이력서, 사진, 기호 음식, 건강 상태, 사용 언어 및 부인 동반 여부
국가 및 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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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원 명단
희망 일정

2. 외무부는 1987.3.25. 주터키대사에게 아래 잠정 체한 일정을 통보하고, 터키 측과 협의할 것을 지시함.
국립묘지 참배(4.27.)
대통령, 국정자문회의 의장 및 국무총리 예방, 국무총리 주최 오찬,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국정
자문회의 의장 주최 만찬(4.28.)
판문점 및 삼성전자 시찰, 감사원장 예방, 터키군 참전기념탑 헌화(4.29.)
창원공단 시찰, 유엔 기념묘지 헌화, 경주 향발(4.30.)
경주 관광, 포항제철 또는 현대조선 시찰, 서울 향발(5.1.)

3. 외무부는 1987.3월 관련 부처 및 기업에 대해 상기 방문단 방한 관련 협조를 요청함.
총무처, 국방부, 보건사회부 등 관련 부처에 수상급 예우 협조 요청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에 자문위원단 예방 신청
대한상공회의소, 현대중공업, 럭키금성, 국립묘지관리소, 서울종합운동장 방문 또는 시찰 협조
요청

4. 외무부 의전장실은 1987.4.17. 아래 동 자문위원단 방한 영접 계획을 수립함.
자문위원단 및 수행원 명단, 공식 체한 일정
대통령·국정자문회의 의장·국무총리·감사원장 예방, 국정자문회의 의장 주최 만찬,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주최 오찬 등

미국 군사·안보관계 주요인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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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7-31 / 1 / 1~116(116p)

미국 군사 안보 관계 주요 인사의 1984∼87년 중 방한 현황임.
1. Richard Armitage 국방부 국제안보문제 담당 차관보
1984.1.28. 외무부장관 예방, 군사 차관 및 합동군사훈련 등 의견 교환
1985.1.14. 외무부차관 예방, 남북대화 등 의견 교환

2. Heodore Stevens 상원의원

3. 하원의원단
William Chappell 세출위 국방소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단 19명이 1987.4.11.∼15. 방한
체한 일정

- 미군부대 방문 및 현황 청취(4.12.)
- 한미연합사 방문, 비무장지대 시찰, 국방부장관 면담, 대통령 예방(4.13.)
- 오산 공군기지 시찰(4.14.)

4. 의회 전문위원단
Carl Smith 수석전문위원 등 전문위원단이 1987.8.17.∼20. 방한
체한 일정

- 미8군사령부 방문(8.18.)
- 비무장지대 시찰, 미군기지 방문(8.19.)
- 오산 공군기지 방문, 서울올림픽 경기장 시찰(8.20.)

5. 하원 군사위원단
Samuel Stratton 등 하원의원 16명을 포함한 38명의 하원 군사위원단이 1987.11.24.∼27. 방한
판문점 시찰 및 주한미군 현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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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시찰 등 목적으로 1986.12.17.∼19. 방한

미국 NDI(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 인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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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31 / 2 / 1~141(141p)

1. Charles Manatt 미국 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NDI) 소장이 First Los Angeles Bank 회장 자격으로 IMF/
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참석차 1985.10.5.~9. 방한함.
외무부는 Manatt 회장의 희망에 따라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예방을
주선함.

Manatt
회장은 노태우 대표위원 면담 시 민정당과 미국 민주당 간의 교류에 관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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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deleine Albright 미국 NDI(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 소장대리 등 NDI 대표단 3명이 한국 정세 파악
차 1986.8.6.~10. 방한한 바, 동 대표단의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 브리핑
국방부장관, 외무부차관(장관대리), 법무부차관 면담
민정당 대표 면담, 국회 외무위원장 주최 만찬
신민당 총재 면담, 민추협 방문 및 김대중 고문, 김영삼 총재 면담, 김대중 고문 주최 만찬, 김영삼
총재 주최 만찬, 신민당 총무 주최 오찬

김수환
추기경 면담

3. Manilow 미국 NDI 이사 등 NDI 실무대표단 3명이 동 연구소 주최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회의를 1987.9월
또는 10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1987.7.19.~26. 방한한 바,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대중 고문, 김종필 전 총리 면담, 민주당 의원 및 민정당 의원 오찬
외무부 미주국장, 선관위 선거국장 면담

함세웅
신부, 오재식 목사, 대학생 대표 면담
무역협회장 면담
주한 미국대사 면담, 주한미군사령부 방문

Arnn, Larry P. 미국 Claremont 연구소장 방한,
1987.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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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31 / 3 / 1~27(27p)

1. Larry Arnn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Claremont 연구소장이 1987.6.6.~11. 아래 목적으로 방한함.
한국의 안보 상황 및 정치·경제 발전 현황 연구사업을 위한 한국 정부, 학술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한국 내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금 지원 가능성 모색

2. Arnn 연구소장의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수원 삼성전자, 올림픽 시설 및 판문점·땅굴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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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차관, 경제기획원 제3협력관, 현홍주 민정당 의원 면담 및 외교안보연구원장과 조찬
무역협회 국제담당 상무 면담, 일해재단 이사장 주최 오찬

Sigur, Gaston J.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 방한

| 87-042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31 / 4 / 1~296(296p)

1. 미국 국무부 Sigur 동아·태차관보가 1987.9.13.~15. 방한, 동 차관보의 주요 방한 일정 등은 아래와
같음.
주요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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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국무총리, 안기부장,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원장관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 김영삼 총재, 김대중 고문 및 이만섭 총재 등 정계 인사 면담, 국회 중진인사 초청 만찬(주한 미국대사
관저)
- 기자회견
관련 일정

- 1987.9.10.~11. 미·소 동아시아지역 정책협의회 참석(모스크바)
- 1987.9.15.~16. 일본 방문

2. 외무부장관 면담 및 오찬 시 한반도 문제 관련 Sigur 차관보의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한반도 문제에 관해 미국은 소련 측과 북한의 서울 올림픽 참가 문제를 중점으로 협의하였으나,
소련의 대북한 지지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음.
미국 측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바 있으나, 북한의 서울
올림픽 불참이 예상되며 소련도 참가 여부를 언급하지 않음.
소련 측은 미·북한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요지의 북한 측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제시함. 이에 미국
측은 북한 측 제의를 즉석에서 거부하고 동 내용을 한국 측에 전달하겠다는 선에서 대응함.
소련 측은 사석에서 실종 미군 문제 협의 등을 위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가질 것을 재차 촉구한
바, 미국 측은 중립국감시위원회에서 토의될 문제라고 일축함.
소련·북한은 말로만 평화를 내세우고 실천은 없으며, 중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한국 측 방식에 내심 동조하고 있음.

3. Sigur 차관보는 기자회견 시 아래 요지로 언급함.
방한 중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소 간 동아시아 관계 연례 협의회
결과를 설명하였음.
여·야 정치인들과도 대화의 기회를 갖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미국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설명하였음.

미국 주지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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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켄터키 Martha Collins 주지사가 새마을 중앙본부 초청으로 1987.2.3.~10. 방한,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국무총리, 농수산부장관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새마을 중앙본부 방문, 한·미 경제협의회 회장 예방 및 오찬
대한상공회의소·대한무역진흥공사 방문 및 오찬

2. 미국 아이오와 Terry Branstad 주지사가 한국과 아이오와주 간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3. 미국 괌 Joseph Ada 지사가 관광 진흥 및 투자 유치 목적으로 1987.7.8.~12. 방한,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국회 교체위원장 예방, 외무부차관, 문공부차관 및 교통부 관광국장 면담
리셉션 개최

4. 미국 하와이 John Waihee 주지사가 제주도 지사의 초청으로 1987.10.28.~11.1. 방한,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대통령 예방
제주도지사 면담 및 제주도지사 주최 만찬, 한라축제 참석
무역협회장 주최 오찬, 대한항공사장 주최 만찬
리셉션 개최

5.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Arch Moore 지사가 U.S. Product Show 참관차 1987.11.1.~3. 방한,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면담,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주최 오찬
U.S. Product Show 개막식 및 리셉션 참석

6. 미국 콜로라도 Dwight Hamilton 주지사가 1987.11.8.~11. 방한함.
콜로라도주는 주지사 방한 중 강원도와 자매결연식 개최를 희망함.
강원도는 1987.11.~12.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에 따라 자매결연식
개최가 어려움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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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1987.6.15.~19. 방한한 바, 외무부는 동 주지사 방한 중 대통령 예방을 건의함.

Lago Finsterwald, Raul Juan 우루과이 내무차관
방한, 1987.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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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루과이 Lago 내무차관이 외무부 초청으로 1987.1.17.~21. 방한한 바, 동 차관은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 초청으로 1.10.~17. 대만 방문 후 방한함.
2. 동 차관의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내무부차관 면담 및 동 차관 주최 오찬, 외무부차관대리 면담 및 동 차관대리 주최 오찬
올림픽경기장, 국립박물관 관람, 판문점 시찰
472

대우자동차 및 대우중공업 시찰

주일본 아프리카 차석 외교단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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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재 아프리카 공관 차석단이 1985.1.15.~19. 및 1986.4.30.~5.4.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주일대사는 1984.3.2. 동 차석단 회장이 한국 민간기업 경비부담 조건으로 1984.4~7월 중 방한을
제의하여 왔음을 보고함.
왕복 여비 자담, 한국 측이 교통, 체재비 부담 조건

2. 주일대사는 1984.11.20. 동 방한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3. 외무부는 1985.1.21. 주일대사에게 동 차석단의 방한 결과를 아래 통보함.
11개국의 11명이 방한함.

외무부차관
예방 시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과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주요 산업시설,
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잠실경기장을 방문함.

Jarrett
단장은 주일 아프리카 외교단의 최초 방한 사실을 강조하고,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및 외교단 구성원의 향후 방한 희망 입장을 표명함.

4.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1985.8.12. 아래 주일 아프리카 외교단 방한 추진 계획을 수립함.
미수교국 인사의 한국에 대한 인식 및 비동맹권 인사에 대한 친한 입장 제고를 위해 체재비
정부 부담 조건으로 1986년 중 주일 아프리카공관 차석단의 방한을 추진함.
이집트, 가봉 등 8개국 13명을 대상으로 방한 중 외무부 브리핑, 아프리카국장 주최 오찬, 올림픽
경기장 시찰, 산업 시찰 및 경주 관광 등의 일정을 추진함.

5. 외무부 아프리카국의 1987.4.6. 주일 아프리카 차석 외교단 방한 행사 결과보고서 요지임.
추진 목적

- 비동맹권 인사에 대한 친한 인식 제고를 통한 비동맹 관계 강화 및 미수교국 관계 개선을 모색함.
경과

- 제1차 방한(1985.1.15.~19. 11개국 11명), 제2차 방한(1986.4.30.~5.4. 8개국 13명)
평가 및 문제점

- 친한 인식 제고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미수교국 인사가 거의 불참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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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차석단 대표는 항공료 자담 조건으로 1985.1.15.~19. 방한을 결정함.
탄자니아, 이집트 등 미수교국 차석들은 자신들의 방한에 대한 대외 공표 및 판문점 시찰을 원하지 않음.

- 예산 부족으로 민간업체 지원을 통해 체재비를 충당했으나, 민간업체들은 경비 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 일부 외교관의 남북한 관계를 의식한 판문점 시찰 유보 등으로 인해 비동맹 인사에 대한 방한 추진
목적 달성에 차질이 초래됨.
- 뚜렷한 방한 성과 달성이 어려운 집단적 방한단 구성을 지양하고, 필요시 개별적으로 대상 인사를
선정하여 방한을 추진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됨.
474

6. 외무부는 1987.5.8. 주일대사에게 상기 5항 보고서 검토 내용을 송부함.

남홍주 주가나대사 가나 독립30주년 기념일
행사 참석, 19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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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홍주 주가나대사는 1987.3.6. 주재국 독립기념일 행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 사절단 파견을
건의함.
외무성은 2.11.자 공한으로 주재국 3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에 각국 정부사절을 초청하기로 결정함을
통보해 온 바, 한·가나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심화 및 북한 활동에 대한 대처를 위해 정부사절단
파견을 건의함.
동 행사에 중국(구 중공), 폴란드, 이집트 등 15개국이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임을 2.24. 추가 보고함.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할 것을 지시한 바, 주가나대사는 2.27. 아래와 같이 보고함.
북한은 노동행정부장 및 현지 대사가 사절단으로 참석 예정임.
한국의 대주재국 진출 및 북한 활동에 대한 대처를 위해 장차관급 또는 전임 대사급 등 사절단 파견을
재건의함.

3. 외무부는 1987.2.28. 주가나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일정, 예산, 행사 성격 및 외교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료급 정부인사 파견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사가 동 행사에 참석 바람.

자이르
혁명 20주년 기념식(1985.11.20.)에도 주재 대사가 정부대표로 참석한 바 있음.

4. 주가나대사는 1987.3.7. 및 3.9. 주재국 독립기념일 행사 결과를 아래 보고함.
민속 무용, 각계 대표 행진 및 태권도 시범 등 행사가 개최됨.
Rawlings 국가원수의 독립기념일 연설 요지임.

- 아프리카 최초의 독립 쟁취 강조, 국제 사회에서 가나의 독립, 주권 국가로서의 역할 재평가 필요
- 정치적 자유는 획득했으나, 경제적 독립이 향후 과제
북한 노동행정부장은 3.5. 여타 사절단과 함께 국가원수를 예방함.

- 국가원수는 아프리카 대륙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비동맹국과의 협조 필요성 강조
- 북한 대표단은 농업 분야에서 가나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동구권 및 사회주의 국가들은 고위 사절단, 서방 진영은 낮은 수준의 사절단을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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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7.2.27. 축전 발송 조치 예정임을 통보하고, 본부 사절단 파견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사가

| 87-0431 |

박영철 주아가나(Guam) 총영사 Haglegam,
John R. 마이크로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7.5.18.-23.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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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박영철 주아가나총영사를 1987.5.19. 개최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정·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로
파견함.
2. 정부는 Haglegam 신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대통령 취임에 대한 대통령 명의 축전을 주아가나
총영사관을 통해 1987.5.18. 전달함.
476

3.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은 1947년 이래 미국이 신탁통치해 온 바, 1986.11.3. 미국과의 자유연합협약
(Compact of Free Association) 발효를 계기로 독립을 선언함.
1987.3.3. 국회의원 선거 시행
1987.5.11.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

이세기 민정당 원내총무 Momoh 시에라리온
대통령 취임경축식 참석, 1986.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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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기 민정당 원내총무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시에라리온(1986.1.24.~27.) 및 세네갈
(1986.1.28.~29.)을 각각 방문함.
1. 주시에라리온대사는 1985.10.24. 주재국 대통령 당선자인 Momoh 군총사령관의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하여 취임 선서식이 1985.11.14., 취임 경축식은 1986.1.26. 각각 개최될 예정임을 보고하고,
1985.12.23. 외무성으로부터 동 취임 경축식에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는 12.12.자 친서를 접수하였음을

2. 외무부는 1986.1월 시에라리온 대통령 취임 경축식 특사 파견을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건의함.
시에라리온은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해 온 우방국임.
신임 모모 대통령은 1984.10월 국군의 날 행사 참관차 방한한 지한 인사임.
특사 대상 인사: 이세기 민정당 원내총무 또는 정재철 정무장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함.

3. 외무부는 1986.1.18. 이세기 특사 파견 관련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정부는 이세기 민정당 원내총무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86.1.22.~29. 시에라리온 대통령 취임
경축식에 파견하기로 결정함.
동 특사는 시에라리온 방문 후 세네갈을 방문하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4. 이세기 특사에 대한 정부 훈령 요지임.
대통령의 축의 및 친서 전달, 한·시에라리온 우호협력관계에 대한 만족 표명 및 양국 관계 계속
발전 희망

유엔
및 비동맹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및 계속적인 지지 요청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설명,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요청

모모
대통령 방한 초청

5. 이세기 특사의 시에라리온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세네갈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주요 면담 인사

- 시에라리온 대통령, 국회의장,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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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고하는 한편 현직 장관을 경축사절로 파견해 줄 것을 건의함.

- 세네갈 국회부의장, 외무위원장, 내무상
방문 성과

- 양국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 재확인, 한반도 정세 설명
- 시에라리온: 대통령에 대한 축의 및 친서 전달,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및
계속적인 지원 당부
- 세네갈: 한·세네갈 정상 교환방문 효과 확산 희망, 남남협력 정신 구현을 위한 상호협력 다짐
평가
478

- 한국의 남남협력 외교 기조에 대한 공감과 기대 확인
- 아프리카 제국의 탈이데올로기, 경제 실리 추구 추세 확인
- 민간경제 진출을 통한 협력 증진 필요
- 중장기적 차원의 효과적인 협력 분야 연구개발 필요

최필립 주서사모아대사 서사모아 독립25주년
경축식 참석, 1987.5.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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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뉴질랜드대사는 1987.4.27. 사모아(구 서사모아) Vaai 수상 명의의 6월 사모아 독립 25주년 기념
행사에 전두환 대통령 내외의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송부한바, 정부는 동 경축식 참석 사절단
파견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1983년 랑군 사태 이후 북한 단교국
제40차 및 제41차 유엔 총회 시 한국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South Pacific Forum의 외교적 활용 방안 모색
479

것을 지시함.
외무부 동남아과장 수행
사모아에서 5.29.~30. 개최 예정인 SPF(South Pacific Forum) 정상회담 관찰 및 보고

3. 뉴질랜드대사의 사모아 출장 결과 보고서 요지
SPF 정상회담

-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 회원국 정상 참가
주요 토의 의제

- 피지 사태, 뉴칼레도니아 문제, 리비아의 남태평양 진출, 남태평양 비핵조약, 어업문제 등
사모아 독립 25주년 경축식(6.1.)

- SPF 참가 정상 및 뉴질랜드 주재 겸임국 대사 다수 참석
- 서방국 군함의 친선방문, 각국의 문화사절단 파견
종합 관찰

- 도서 제국의 탈 호주, 뉴질랜드 움직임: 호주, 뉴질랜드를 남태평양 지역의 제국주의 세력으로 인식,
지나친 경제의존 탈피 노력
- 미·소의 대남태평양에 대한 관심 표명: 뉴질랜드 주재 양국 대사의 경축식 참석, 미국 군함의 사모아
친선방문, 슐츠 미 국무장관 1987.6월말 사모아 방문 예정
- 슐츠 장관의 방문 계획 관련, Vaai 사모아 수상은 미 국무장관으로서 최초의 남태평양 방문임을 강조,
미국이 남태평양 도서국 존재를 인식한 증거라고 언급
- 사모아 문교장관, 재무차관 등은 Vaai 수상의 1987.8월초 일본 및 한국 방문 가능성을 언급
- 한국의 대사모아 무상원조 차량 10대를 SPF 정상회담 외빈 차량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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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1987.5.20. 최필립 주뉴질랜드대사에게 6.1.~5. 사모아 독립 기념 경축식에 사절단장으로 참석할

박영수 대통령 비서실장 자이르 국민혁명운동당
(MPR) 창설 20주년 기념식 참석, 1987.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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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사 자격으로 1987.5.18.∼22. 자이르를 방문함.
1. 주자이르대사는 1987.3.25. MPR(국민혁명운동당) 창당 20주년 기념식에 고위급 특사 파견을 요청하는
모부투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친서를 보고한바, 외무부는 1987.4월 자이르 MPR 창당 20주년
기념식 대통령 특사 파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480

파견 기간: 1987.5.19.~23. (기념식은 5.20.)
파견 인사: 당 중진급 인사 또는 각료

파견
의의

- 모부투 대통령의 1982.6월 방한 이후 양국 정상 간 우의 확인
- 자원 부국으로서 자이르의 중부아프리카지역 비동맹권 내에서의 영향력 고려
- 양국 간 실질협력 증대 도모 및 최근 증강되고 있는 북한의 대자이르 접근 활동에 대처

2. 박영수 특사의 자이르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주요 활동

- 모부투 대통령 예방: 대통령의 축의 및 친서 전달, 모부투 대통령의 재방한 초청
- Ekila 외상 면담: 평양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약속, 자이르 경제개발 5개년계획 참여 요청
- 자이르 MPR 창당 20주년 경축행사 참석
방문 성과

- 대통령 친서 및 우의 전달,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 심화
- 평양 비동맹회의와 관련한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 자이르 신임 외상 면담을 통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협의
- 북한의 자이르 침투 활동 견제
북한은 길재경 노동당중앙위 후보위원을 특사로 파견

김윤환 대통령 비서실장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
일본수상 장례식 참석, 1987.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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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본대사관은 1987.8.7. 기시 노부스케 전 주재국 수상이 동일 오후 서거하였음을 보고함. 이에
외무부는 8.8. 주일본대사에게 전두환 대통령 명의 조전을 유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 조전을 구라나리 외상, 아베 총무회장에게 각각 전달하도록 지시함.
2. 전두환 대통령은 1987.9.8. 기시 전 일본 수상 장례식 조문사절에 관한 외무부의 아래 건의를 재가함.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공헌 등을 감안하여 김윤환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파견

3. 정부는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수상 장례식 참석을 위한 조문사절단을 1987.9.16.∼19. 아래와 같이
일본에 파견함.
정부사절단: 김윤환 대통령 비서실장, 유병우 외무부 동북아1과장 등
주요 일정

- 나카소네 수상 예방, 장례식 참석, 구라나리 외상 주최 추도 리셉션 참석
- 가토 전 방위청장관 주최 만찬, 후쿠다 일·한 의원연맹 회장, 다케시다 자민당 간사장 및 아베 총무회장
예방
- 주일본대사 주최 만찬, 주일 특파원과의 조찬, 민단 간부와의 조찬
나카소네 수상 예방 시 동 수상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문사절로 파견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외국인등록법 제정은 한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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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일시 및 장소: 1987.9.17., 일본 무도관
형식: 정부 및 자민당 합동장
정부 조문사절단: 고인의 1957~60년 수상 재직 및 1969~87년 일·한 협력위원회 회장 재직 중

북한·앙골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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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이르 킨샤사발 AFP, AP 등 4.13.자 외신은 1987.4.5.~8. 북한을 공식 방문한 Santos 앙골라 대통령이
북한 방문 중 앙골라 주둔 쿠바군(약 35,000명)의 임무를 북한이 대신해 줄 것을 북한 측에 요청한
것으로 보도함.
2. 외무부는 1987.4.15. 주미국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및 주유엔대표부 등에 동 보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파악을 지시하였으며, 관련 공관은 아래 요지로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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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아프리카국 남부아프리카 과장은 보도 내용이 확실치 않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조작한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프랑스
외무성 아프리카 앙골라 담당관은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앙골라가 북한에 군대
파견을 요청한다는 것이 의아스럽다고 언급함.

주유엔
앙골라대표부 직원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3. 남아프리카공화국 일간지 The Star 1987.4.14.자는 Santos 앙골라 대통령의 동 북한 방문 중 앙골라와
북한 간에 농업, 인산염 생산 및 수력댐 건설을 위한 협력협정이 서명되었다고 보도함.
4. 주포르투갈대사관은 1987.5월 앙골라의 북한군 파병 요청 보도와 관련, 주재국 외무성을 접촉한 바,
외무성 아프리카국장은 아래 요지로 언급함.
주앙골라 포르투갈대사관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보고가 없어 북한군 요청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앙골라 측의 쿠바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북한군으로의 대체를 요청할 만한 상황은
인정하나, 현 남북한 관계로 보아 북한이 35,000명의 쿠바군을 전원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앙골라 측이 북한 군사고문단의 파견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
추진 중인 미국·앙골라 간 회담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쿠바군 축소 내지 북한군
일부 투입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을 것임.

북한·호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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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York Times는 1987.3.22.자 기사에서 최근 북한이 대서방 문호개방의 시험 케이스로 호주와의
관계 재개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호주 측은 관계 개선과 외교사절 교환에 관해 공식 제의
를 한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함.
2. 외무부는 1987.3.24. 주호주대사관에 동 보도 경위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아울러 호주·북한 관
계 재개 문제에 대한 아래 한국 측의 우려를 호주 외무성에 적절히 표명하도록 지시함.
촉진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

북한의
동맹국들이 한국과의 관계 완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북한과의
관계 재개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주한 호주대사관은 1987.3.25. 호주는 랑군 사건 이후 호주·북한 관계 재개에 관한 어떠한 공식
제의도 북한으로부터 받은 바 없음을 외무부에 밝혔으며, 호주 외무성도 3.26. 현재까지 단 한 번의
북한의 공식 제의도 없었음을 주호주대사관에 확인함.
4. 북한 측은 평양에서 1987.6월 개최될 예정인 비동맹경제각료회의에 호주 측이 옵서버를 파견해 줄
것을 1987.3월 요청하였으나, 호주 측은 1987.4.7. 동 회의 불참을 북한 측에 통보함.
5. 호주 외무성은 1987.4.24. 호주 사회당의 초청으로 북한 인사 3명이 아래와 같이 호주를 방문할
예정임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하면서, 동 방문은 사회당의 초청에 의한 사적인 방문으로 공식적
성격이 없다고 언급함.
방문 인사

- 김양건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김태정 노동당 인사, 김일용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통역)
방문 기간

- 4월 하순부터 약 2주간
방문 목적

- 호주 사회당과의 친선 유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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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태도 변경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재개가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대화

6.	Costello 호주 외무성 차관보는 1987.4.27. 주호주대사에게 1975.11월 이후 동결된 호주·북한 관계의
정상화 문제를 88 서울올림픽 개최 이전까지는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옴.
주중국(구 중공) 북한대사관 공사가 4.9. 주중국 호주대사관 차석을 방문하여 호주·북한 간
관계 정상화를 정식 제의하였는데 이는 버마사태 이후 가장 공식적인 제의임.

호주는
‘북한이 대남 적대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
을 북한이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88 서울올림픽 개최 이전까지는 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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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검토치 않기로 결정함.

북한·코스타리카 관계

| 87-043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31 / 16 / 1~100(100p)

북한·코스타리카 간의 1987년 중 관계와 관련한 주코스타리카대사관 보고 및 북한 방송 보도
내용임.
1. 코스타리카·북한 문화협회는 1987.2.19. 동 협회에서 Bulgarelli 협회 회장, Pochet 국립대학 총장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함.

4월 초 방북을 결정함.
3. 북한 중앙방송은 1987.3.27. 코스타리카 인민역량당,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 연구소, 조자통 코스타리카
위원회 및 코스타리카·북한 문화협회 등이 한국의 팀스피릿 군사훈련을 규탄하는 성명을 3.16. 발표
하였다고 보도함.
4. 코스타리카·북한 문화협회는 1987.3.29. 동 협회에서 Bulgarelli 회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체
사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
5. 코스타리카 Valverder 전 국회의원(공산당)은 주니카라과 북한대사관의 초청으로 1987.3.30.~31.
마나과를 방문하였으며, 동인 부부는 북한의 초청으로 4.15.부터 수일간 평양을 방문할 예정임.
6. 북한 평양방송은 1987.4.14. 및 4.17. 코스타리카의 사회당 대표단(단장: Mejia 당수)이 김일성의 생일
축하차 4.13. 평양에 도착하여 4.17. 귀국하였다고 보도함.
7. 북한 중앙방송은 1987.7.9. 코스타리카 국립대학 Ruiz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스타리카 주체사상
연구 대표단이 7.9.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함.
8. 코스타리카 외무성의 Antillon 대사는 1987.9.30. 주코스타리카대사에게 북한이 코스타리카와의 수교를
위해 유엔과 니카라과를 통해 접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특이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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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타리카·북한 문화협회는 1987.3.13. Bulgarelli 회장 등 간부 6명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Bulgarelli의

북한·중공 관계

| 87-043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7-31 / 17 / 1~62(62p)

북한·중국(국 중공) 간의 1987년 중 관계와 관련한 재외공관 보고 및 북한 방송 보도 내용임.
1.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인‘주량’일행이 1987.3.9.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현준극과
회담함.
동 회담에서 현준극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투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하였으며, 주량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의 합리적 주장들을 지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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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함.

2. 북한의 김일성이 1987.5.21.~26. 중국을 방문함.
주요 일정(5.21.~23.)

- 조자양 총서기서리, 이선념 국가주석 공동주최 환영 연회
- 등소평과 회담 및 오찬
- 조자양과 회담 및 시내 관광
기타 일정

- 열차편으로 5.24. 북경을 출발하여 천진시 시찰 후 5.26. 평양 도착
회담 결과

- 중국 측은 회담 후“양국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문제에 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발표함.
- 관측통들은 등소평·김일성 회담 결과 관련 1차 보도에서는“양측 간에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었다”고
하였으나 2차 보도에서 동 부분이 삭제된 것은 양측 간 부분적인 이견을 노정한 것으로 해석함.

3. 중국은 1987.7.1. 주청진 중국총영사관을 개설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1986.9월 중국 심양에 총영사관을
설치한 데 상응한 조치임.
4.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원 겸 군총참모장 오극열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대표단이 1987.8.17.부터
중국을 공식 방문함.
5. 북한 정무원 총리 이근모가 1987.11.9.부터 중국을 공식 방문함.
이근모 총리는 방중 기간 중 조자양과의 회담 및 만찬, 팽진 상무위원장 면담, 등소평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북한·이디오피아 관계

| 87-044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31 / 18 / 1~138(138p)

북한·에티오피아 간의 1987년 중 관계와 관련한 주에티오피아대사관 보고 및 북한 방송 보도
내용임.
1. 북한의 최정근 무역상이 1987.2.19.~27.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여 양국 무역회의에 참석함.
양측은 2.26. 무역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에 의하면 에티오피아는 가죽, 고기, 향로, 공업
제품 등을 수출하고, 북한은 발전 설비, 비누, 공산품 등을 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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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사 간에 체결됨.
3.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 후보위원 길재경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노동당 사절단이 1987.3.20.~27.
에티오피아를 방문함.
4. 에티오피아 Mengistu 군사위원회 의장이 1987.4.13.~17. 북한을 방문함.
Mengistu 의장은 4.13.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외세의 간섭 없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한반도에서의
외군 철수를 천명하였으며, 김일성은 에티오피아의 평화투쟁과 새로운 사회경제질서 건설을 계속
지원할 것임을 다짐함.

5. 북한의 이종옥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대표단이 1987.5.8.~10. 에티오피아를 방문함.
6. 북한의 정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경제대표단이 협력사업 협의차 1987.5.11.~23.
에티오피아를 방문함.
7.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이 1987.8.2.~7. 에티오피아를 방문함.
김영남은 방문 중 Mengistu 의장 예방, Berhanu 외상 회담, 에티오피아·북한 협력사업 현장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8. 북한의 지원으로 에티오피아 Akaki에 건설된 펌프공장의 준공식이 북한 이종옥 부주석 및 Yemenu
전공업상(부수상 내정) 등 정부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1987.9.7. 현지에서 개최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에티오피아·북한 간 문화과학의정서가 1987.3.19. 아디스아바바에서 Girma 문화성장관과 석태욱

북한·EC(구주공동체) 관계

| 87-0441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31 / 19 / 1~94(94p)

북한의 1986~87년 중 대EC(구주공동체) 관계 및 정부의 관련 대응 조치 내용임.
1. EC와 북한 간의 통상관계에 관한 결의안 채택
EC 대외통상위원회는 1985.11.21. 북한과의 통상 증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동 결의안은
1986.1.20.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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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결의안은 친북한 성향의 영국 노동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됨.
- 친북한 성향 의원들은 남북대화의 진전 추이, 북한과 구주공동체와의 무역 불균형 및 북한의 합영법
제정 등의 여건을 이유로 동 결의안 채택 필요성을 제기함.
주요 내용

-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합작투자 및 교역 증대 가능성에 유의함.
- 양측 간의 합작은 북한의 미지불 외채 상환 의지를 전제로 함.

2. 정부의 대응 조치
북한의 친북한 의원들을 통한 대구주의회 접근 동향을 파악하고, 구주의회 결의안 심의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제3세계에서의 불안 조성 활동 등 실상을 인식시키는 한편 결의안 전문에
동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 입장을 반영함.

북한의
서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 공세가 아래와 같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대책을 마련함.

- 외채 상환 명목의 교섭, 스포츠 및 문화 교류 확대, 유럽에서 개최되는 국제 회의에의 대표단 파견을
통한 외교 접촉, 유럽 정부 인사 및 정당과의 접촉, 경협 및 군수물자 도입 시도, 무역 상담 및 서구
인사의 북한 방문 초청 등
구주의회에 한·구주 친선협회를 설치하여 1987.10월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
하였으며, 북한이 주프랑스 북한대표부대사를 구주의회에 파견하여 동 결의안 채택 저지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주프랑스대사에 대한 훈령을 통해 외교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없는
북한대표부의 정치 활동을 프랑스 정부에 제기하도록 지시함.

3. EC의 관련 입장
EC 아주국장회의 및 정무국장회의는 1989.3월 및 4월 의장국인 스페인이 작성한 구주공동체의
대북한 관계 개선 지침을 협의함.
 지침은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교류 촉진, 국제 회의 촉진 등 비정치 분야 교류를 통한
동
점진적 대북한 관계 개선이 바람직함을 제시함.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 87-044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31 / 21 / 1~111(111p)

북한·인도네시아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내용임.
1. 북한 서커스단 인도네시아 지방 순회공연(1986.12월~1987.3월)
2.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인도네시아 방문(1987.4.2.~4.)
수하르토 대통령 예방 및 Mochtar 외상 면담 시 1987.6월 평양개최 남남협력각료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외상 방북 문제 등을 협의함.

김일성 예방 및 김영남을 면담한 바, 김일성은 외상에게 고려연방제 통일, 남한 정권에 반대하는
민중투쟁 등에 관하여 언급함.

- 김영남은 미국과 북한은 민간 차원의 과학·기술 분야 교류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
외상을 수행한 아주국장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공사 면담 시 김일성 및 평양에 관한 인상을
설명하고 김일성은 기억력이 좋았으며, 혈색도 좋아 보였다고 언급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Mochtar 인도네시아 외상 북한 방문(198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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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 87-0443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32 / 1 / 1~128(128p)

1. 주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 및 삼지연호의 1987년 일본 입항 및 방북자 수송
동향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보고함.
삼지연호는 1987.4.1.~4. 동경 하루미항에 입항하여 선상 리셉션 개최, 조총련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 교육 등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북한의 동 기회를 이용한 공작 활동 가능성이
우려됨.
승선자 국적별 명단과 조총련이 주선하는 북한 방문단 사업 내용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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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주일본대사관 및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과거 만경봉호가 동경항에
입항한 적은 있으나 대대적인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를 요청함.

일본·북한 관계. 전4권 V.4 10-12월

| 87-044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p)2017-32 / 5 / 1~144(144p)

일본·북한 간의 1987년 중 접촉 내용임.
1. 일본 정권 교체 및 대북한 정책 변화
일본 나카소네 정권 종식에 따라 주일본대사는 1987.10.16. 향후 일본 정부의 대북한 관계 전망
및 대응책과 관련하여 신정권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을
보고함.

일본
사회당 초청에 따른 북한 황장엽의 일본 방문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은 1987.12.16. 외상의
약속한 북한과의 비정치적 접촉 제한을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함.

2. 일본·북한 간 민간 어업협정 체결
일본과 북한 간 현안이었던 민간 어업협정이 타결되어 1987.12.16. 양측 일·북 친선협회 회장들
간에 서명된 바, 동 협정은 조업 수역 내에서의 조업권 존중 등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9.12.31.까지 유효함.

대사관
관계관의 일본 외무성 측에 대한 관련 동향 문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영세 어민 생계에
관계된 사안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 입장을 표명함.

3. 일본·북한 간 인사 교류
일본 언론인, 학자들은 북한 방문기를 발표하고, 북송 재일교포들의 북한 실정을 알리는 서한을
송부함.
북한 사회과학자 대표단 등 북한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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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시임을 전제로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에게 황장엽의 활동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리비아 관계

| 87-044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7-32 / 7 / 1~38(38p)

북한·리비아 간의 1987년 중 관계와 관련한 주리비아대사관 보고 및 북한 방송 보도 내용임.
1. 북한의 이종옥 부주석이 수행원 수명과 함께 1987.1.21.부터 리비아를 방문함.
이종옥은 방문 중 리비아 측과 군사협력 문제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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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승룡 주리비아 북한대사는 1987.1.25.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에게 이임 인사 후 2.1. 리비아를 출발함.
이원국 신임 주리비아 북한대사는 3월 초 리비아에 도착하여 3.21. 리비아 외상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북한의 계응태 중앙당 서기 및 정치국 후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리비아 국민주권
선언 10주년 기념식(3.2.) 참석차 1987.2.27.~3.8. 리비아를 방문함.
4. 리비아의 Kharoubi 군검열단장 겸 혁명위원회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리비아 사절단이 1987.4.13.
북한을 방문함.
동 사절단은 4.14. 김일성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함.

5. 북한의 김일성은 1987.6.11. 리비아의 미군철수기념일(6.11.)에 즈음하여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에게
축전을 발송함.
6. 북한의 정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경제대표단이 1987.7.19.~27. 리비아를 방문함.
정송남은 7.20. 트리폴리에서 개최된 제4차 리비아·북한 혼성위원회에 참석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7.26. 리비아 측과 리비아·북한 간 경제통상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함.

말레이시아·북한 학자 세미나. 평양, 1987.9.14.-18.

| 87-044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32 / 8 / 1~90(90p)

말레이시아·북한 간의 학술 세미나가 1987.9.14.~18. 평양에서 개최됨.
1. 참석자
말레이시아 전략문제연구소(IISS) 학자

- Sopiee 이사, Hamzah 연구원, Muthiah 연구원, Rohana 연구원 등
북한 사회과학위원회, 김일성대학 등의 학자

한반도 상황
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대국의 역할
남남협력

3. Sopiee 이사의 북한 방문 소감 및 인상
김일성 우상화가 지나치다고 느꼈음.
김정일을‘경애하는 수령’
이라고 호칭하였으나, 이는 표면적인 경의 표시로서 내심의 존경 표시는
아니라고 느꼈음.
평양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한산한 모습이었으며,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았음.
북한이 전기와 유류난을 겪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음.
북한 학자들과의 접촉에서 이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북한이 88
서울올림픽의 몇 개 종목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

4. 세미나 중 북한 측 발언 요지(Sopiee 이사 전언)
한국은 미·일의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주체성, 독립성이 없어 한반도 문제에 단독으로
나설 입장이 되지 않으며, 북한은 중·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음.
한국에서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남북대화가 더 용이할 것으로 보나, 미·일이 현 군사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함.
북한이 기술, 인력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가 자본을 제공하는 형식의 합작회사 설립을 말레이시아
측에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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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미나 주요 의제

북한·몰타 관계

| 87-0447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7-32 / 9 / 1~38(38p)

북한·몰타 간의 1985~87년 중 관계와 관련한 재외공관 보고 및 북한 방송 보도 내용임.
1. 북한의 공진태 부총리 일행은 1985.2월말 몰타를 약 1주간 방문하여 몰타 측과의 회담 및 산업 시찰 등
의 일정을 가짐.
2. Barbara 몰타 대통령은 1985.8.16.~23.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의 회담을 갖고, 쌍방의 최고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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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호 서훈함.
환영 연회에서 북한 측은 몰타와의 계속적인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강조하고 몰타의 지중해 지역
비핵평화지대화 노력을 찬양함.
몰타 측은 자국 실업자 구제를 위한 북한의 협조를 희망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함.

3. 주몰타 북한대사관에는 1986.9월말 현재 김치섭 대사 외 3명의 공관원이 근무 중임.
4. 북한의 김시양 자원개발부장이 1987.10월 몰타를 방문함.
Adami 수상을 예방하고, 국민당의 1987.5월 총선 승리에 대한 김일성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함.
Tabone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을 설명함.
Gatt 개발장관을 면담하고, 양측 간의 농수산 분야 협력 방안을 협의함.

북한·말라위 관계

| 87-0448 |

생산연도

1982-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7-32 / 10 / 1~57(57p)

북한-말라위 간의 1982∼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말라위를 관할 중인 주우간다대사는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가 1982.2.2.∼4. 말라위를 방문, 외상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한 바, 말라위 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음을 보고함.
2. 박익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의원사절단은 1982.6.18. 반다 대통령을 면담함.
Kasungu 도로 건설이 한국 업체에 의해 기일 내에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동 사절단은 말라위 의회 의장, 재무장관, 보건장관, 당 사무총장 등을 면담함.

3.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는 1982.6.25. 반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함.
4. 주우간다 대사는 1982.7.2.∼9. 말라위에 출장함.
국경일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재무장관, 공업장관, 보건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함.
말라위의 대남북한 외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관찰됨.

말라위
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수교에 유감을 표시함.

5. 잠비아 상주 북한대사는 1984.2.26.∼3.2.간 말라위를 방문, 반다 대통령 및 외무성 간부를 이임 예방함.
6. 주말라위대사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제부 부부장 등 4명의 북한 사절단이 1985.11.1.∼5.
말라위를 방문, 북한 노동당과 말라위 사회당 및 양국 정부 차원의 유대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음을
보고함.
7. 주간지 Malawi News는 북한 김일성이 반다 대통령 생일 축전을 발송하였음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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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통령은 사절단의 방문을 환영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에 만족을 표시하는 한편 Lilongwe

북한·멕시코 관계

| 87-044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7-32 / 11 / 1~71(71p)

북한·멕시코 관계와 관련한 1987년 주멕시코대사 보고 및 북한 방송 보도 내용임.
1. 북한 노동당 중앙위 당역사연구소 강석숭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멕시코 통일사회당
제3차 대회 참석을 위해 1987.3.23. 멕시코를 방문함.
2.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 문재철 부위원장 등 북한인 3명이 1987.4.6.~17. 멕시코를 방문하여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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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시회 및 김일성 생일 기념 축하회를 개최함.
3. Anguiano 주북한 멕시코대사(베이징 상주)가 이임 인사차 북한을 방문하여 1987.4.29. 임춘추 부주석
및 김영남 외교부장 등과 면담함.
4. 북한의 김영채 체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1987.5.15.~17. 멕시코 개최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사회주의 정당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기 위해 5.11.~18. 멕시코를 방문함.
중남미 지역 15개 당 대표들이 제2차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 정당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함.

5. 북한의 리몽호 대외문화협회장 등 대외문화협회 인사들이 1987.8월 멕시코를 방문하여 8.11.~12.
개최된 한반도 평화통일지지 국제회의에 참석함.
동 회의는 조자통 중남미위원회, 조자통 멕시코위원회 및 세계평화협의회 멕시코 지부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중남미 13개국에서 17명의 대표가 참석함.

북한·니제르 관계

| 87-045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7-32 / 12 / 1~31(31p)

북한·니제르 관계와 관련한 1987년  주니제르대사관 보고 내용임.
1. 북한의 임기성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협사절단이 1986.12.27.~1987.1.23. 니제르를
방문함.
북한 경협사절단은 Kounche 니제르 대통령의 1986.9월 방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문함.
방문 중 니제르 대통령, 외상, 문교상, 공공사업주택성 차관 등과 면담하고, 니아메 국립대학 및
농업개발 현장 등을 시찰함.

입국하여 니제르 청년체육성 소속 청년 및 학생 약 2,000명을 훈련시켜 4.14. 개최된 니제르혁명
제13주년 기념일 전야제 행사에서 공연케 함.
동 공연에는 Kounche 대통령, 정부 각료, 외교 사절 등 약 2만 명이 참석함.
공연 내용은 현지 전통무용과 노래, 매스게임 등이었음.

3. 최창식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지하자원개발조사단 3명이 1987.2월 니제르를 방문하여 말리 국경
실버강 유역 금강 탐사를 마친 후 2월 말 귀국함.
4. 니제르 외무성은 1987.5.8.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니제르의 지지를 요청하는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명의의 서한을 접수하였으며, 동 서한에서 북한은 니제르가 북한의 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표시로 니제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연서명한 회신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해 니제르는 6.6. 아래 요지로
북한 측에 회신함.
남북한 당사자의 직접대화 및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는 것이 니제르의
기본 입장임.

북한
측 서한에 언급된 북한의 통일방안을 니제르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서명 회신 요청에는
응할 수 없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니제르혁명 기념행사(4.15.) 지도를 위해 조자령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북한 요원들이 198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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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파키스탄 관계

| 87-045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7-32 / 13 / 1~81(81p)

북한·파키스탄 관계와 관련한 1987년 주파키스탄대사관 보고 내용임.
1. 북한의 최종근 무역부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1987.3.7.~14.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제3차 파키스탄·북한 경제공동위에 참석하였으며, 3.11. 경제공동위 의정서에 서명함.
동 경제공동위에서는 제2차 경제공동위 의정서 이행 사항을 검토하고, 신규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차기 회의를 1988년 1/4분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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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사회과학원 부원장 겸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차봉주 일행 6명이 1987.4.3.~5.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파·북 친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북한 주체사상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함.
동 세미나는 4.3. Aheer 파키스탄 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으며, 4.5. 결의문과 김일성,
김정일 및 Zia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채택하고 종료됨.

3. 북한의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1987.6.22.~7.4. 파키스탄을 방문함.
카라치(6.23.~26.), 라호르(6.26.~30.) 및 이슬라마바드(6.30.~7.4.)를 각각 방문함.
파키스탄 측과 농업 분야 협력 및 광산개발 공동 추진 등에 합의함.

4. 북한의 공보위원회 부위원장 송봉순 일행 3명이 1987.11월 파키스탄을 방문함.
송봉순 일행은 방문 기간 중 파키스탄 공보방송장관을 예방하고, 파키스탄 측과 언론인 상호 교환,
자료 교환, TV 및 라디오 패키지 교환 문제 등을 협의함.

북한·페루 관계

| 87-045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7-32 / 14 / 1~242(242p)

북한·페루 관계와 관련한 1987년 주페루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1. 페루의 APRA당 사무차장인 Arias 하원의원, Sanchez-Cerro APRA당 국제담당서기 등 3명이
APRA당을 대표하여 김일성 생일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987.4월 북한을 방문함.
2. 주페루 북한통상대표부의 김일성 생일행사가 1987.4.15. 북한통상대표부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참석함.
3. 테러단에 의한 1987.4.30. 주페루 북한통상대표부에 대한 폭탄 투척으로 6명의 북한 관계자들이
부상함.
테러단 3명(남 2,여 1)이 10:20경 투척한 폭탄이 북한통상대표부 정문과 사무실 현관을 완파시킴.
주페루 인도대사가 북한대표부에 탐문한 바에 따르면 북한통상대표부 대표 이인춘을 포함한
6명이 부상을 당함.
 사건 이후 주페루 북한통상대표부는 페루 정부 및 언론사를 접촉하여 동 사건이 한국 측의
동
사주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내용의 선전 활동을 전개함.

4. 페루 하원에서 1987.5.28. 페루의 대북한 수교를 촉구하는 권고안이 채택된 바, 동 권고안은 페루
하원 좌익연합(IU) 의원 49명 중 14명이 발의하였으며, 동 권고안 상정 시 친한 의원들을 비롯한 주요
의원들이 의석에 없었음.
5.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손성필 외 2명이 페루 APRA당 간부의 초청으로 1987.7.8.~17. 페루를
방문한 바, 손성필은 방문 중 주로 APRA당 행사에 참석하고 Vivero 하원의장을 예방함.
6. Sanchez-Cerro APRA당 국제담당 서기에 따르면 북한 측은 1987.12월 노동당 중앙위 비서 황장엽이
1988.1.11.부터 페루를 방문할 예정임을 페루 측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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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는 Mujica 관방성장관, Vallejo 상원의원, Lopez 상원의원 등 주재국 인사를 포함하여 약 200명이

북한·토고 관계

| 87-0453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7-32 / 15 / 1~35(35p)

북한·토고 관계와 관련한 1987년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보고 내용임.
1. 북한 정준기 부수상이 1985.6.29.~7.2 토고를 방문함.
정준기는 7.1. Eyadema 토고 대통령을 예방함.
Baroque 토고 설비·교통·체신장관은 7.1. 정준기를 위한 만찬에서 토고의 당훈련원 건설,
관개사업, 축구장 건설 등을 위한 북한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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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 김재봉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1985.8.31.~9.4. 토고를 방문함.
북한대표단은 9.2. 토고인민연합당(RPT) 대표단과 실무회의를 가짐.
북한대표단은 9.3. Eyadema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문제를 협의함.

3. 북한 외교부 부부장 김용섭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1986.4.12.~17. 토고를 방문함.
북한대표단은 4.14. Eyadema 대통령을 예방하고, 토고 외무성에서 토고 측과 회담함.
북한대표단은 4.15.~16. 산업 시찰을 가짐.

4. 김향산 주토고 북한대사가 1986.10.10. 이임 인사차 Eyadema 대통령을 예방하였으며, 김찬영 신임
북한대사가 1986.12.3. Eyadema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5. 북한 사노청 중앙위 부위원장 김진범을 단장으로 하는 사노청 대표단이 1986.12.12. 토고를 방문함.
6. 북한 부주석 이종옥이 1987.1.11.~14. 토고를 방문하여 1.13. 거행된 토고 인민해방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함.

북한·태국 관계

| 87-045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32 / 16 / 1~56(56p)

북한·태국 관계와 관련한 1987년 주태국대사관 보고 내용임.
1.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이 1987.4.4.~7. 태국을 방문하여 태국 측과 양국 관계에 대해 협의함.
2. 북한의 소년소녀 가무단이 1987.4.30.~5.27. 태국에서 공연을 개최함.
북한 가무단은 총 40회 공연을 개최함.
1일 평균 300명 정도가 관람하여 총 관람객 수는 1만 명 내외로 추산됨.

태국 공주는 5.12. 김일성을 예방하고, 김일성 주최 오찬에 참석함.
태국 공주는 남포(5.10.), 원산(5.11.), 금강산 및 묘향산(5.13.) 등 지방을 방문함.

4. 태국 정부는 1987.7.27. 경제각의에서 Siddhi 태국 외무장관의 8.21.~24. 북한 방문 시 북한 측과 무역
공동협력위원회(Joint Thai-North Korean Trade Cooperation Committee) 설립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는 교섭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함.
5. Siddhi 태국 외무장관이 1987.8.21.~24.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측과 태국·북한 무역공동협력위원회
설립 등에 합의함.
6. Saard 태국 법무장관이 1987.8.25.~31. 북한을 방문함.
7. Tirdpong 태국 보건장관 일행이 평양에서 개최되는 WHO(세계보건기구)회의 참석차 1987.9.23.~26.
북한을 방문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Galyani 태국 공주가 1987.5.8.~15. 북한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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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우간다 관계

| 87-045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32 / 17 / 1~191(191p)

북한·우간다 관계와 관련한 1987년 주우간다대사관 보고 내용임.
1. 북한 외교부 부부장 김용섭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87.2.24.~3.3. 우간다를 방문함.
김용섭은 2.28.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을 예방하여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하고, 3.2. Kisseka
수상을 예방함.
김일성의 친서에는 우간다의 대게릴라 투쟁 지원을 위한 북한군 500명 파견 제의, 우간다군 2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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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초청 훈련 제의 및 Museveni 대통령의 방북 초청 등의 내용이 포함됨.
동 사절단 일행 16명 중에는 우간다에서 근무하게 될 의료 요원 8명과 쌀, 야채 재배 등을 지도하기
위한 농업기술자 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우간다에 체류 예정임.

2. Museveni 대통령은 김일성 생일행사 참석차 1987.4.13.~20.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측과 아래 요지의
군사 및 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함.
북한은 386만 달러 상당의 중무기 및 부품 도입을 위한 차관을 공여함(1년 6개월 거치, 상환 기간
3년).
북한은 40명의 군사고문단을 우간다에 파견하고, 우간다군 152명을 방북 초청하여 훈련함.

3. 북한 이종옥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이 1987.5.10.~16. 우간다를 방문함.
이종옥은 5.13. Museveni 대통령을 예방하고 5.16.에는 Museveni 대통령이 주재하는 양측 합동
회의에 참석함.

북한사절단은
우간다 측과 양국 간 군사협력, 산업분야 부품 부족 문제, 건설분야 지원, 광물자원
개발, 상품교역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4.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이 1987.12.11.~15. 우간다를 방문함.
김영남은 12.12. Museveni 대통령을 예방하고 12.13. Kabwegyere 외무담당 국무장관 주최 리셉션에
참석하였으며,12.14. Kissekka 수상을 예방함.
김영남은 Museveni 예방 시 북한의 한반도 통일정책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88 서울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문제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및 한국 측의 비협조로 실현이 어렵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우간다의 올림픽 보이콧을 종용한바, Museveni 대통령은 올림픽 참가 문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결정하겠다고 언급함.

주모스크바 외교단 활동 조사

| 87-045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7-32 / 18 / 1~60(60p)

1. 주소련 북한대사인 권희경이 모스크바의 외교단장이 되어 1986.12.4. 전임 외교단장을 위한 이임
리셉션을 개최하게 됨에 따라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우방국 대사들의 동 리셉션 참석 여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함.
2. 미 국무부가 1986.12.2. 동 리셉션에 주소련 미국대사대리가 참석하도록 허용할 것임을 한국 측에
통보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1986.12.3. 주요 우방국 주재 공관에 주재국 주소련대사의 동 행사 참석

3. 주요 우방국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미국

- 1976년 이래 미수교국이라 할지라도 외교단장의 자격으로 주최하는 사교 행사에는 참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
영국

- 외교단장 자격으로 주최하는 순수한 외교단 행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프랑스

- 외교단장 자격으로 주최하는 리셉션 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훈령이 있음.
일본

- 북한대사라고 하더라도 외교단장인 이상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임.
독일

- 미수교국 대사가 외교단장이 되는 경우 통상적인 외교단 행사에는 참석을 허용하며,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특수한 행사에는 불참하도록 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임.
네덜란드

- 리셉션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양자 관계 관련 대화도 있을 수 없도록 훈령함.
호주

- 호주대사의 외교단 행사 참여에 특별한 제한은 없음.
이탈리아

- 외교관계는 없더라도 외교단장의 자격으로 개최되는 외교 행사를 무시하기는 어려우며,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의 주소련대사들이 참석할 경우 이탈리아만이 현지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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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한 입장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북한·소련 관계

| 87-045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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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련 관계와 관련한 1987년 중 재외공관 보고 및 해외 언론 보도 내용임.
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이 인도 방문차 모스크바에 일시 체류하여 1987.2.25. 모스크바에서 Shevardnadze
소련 외상과 회담함.
2. 북한과 소련 간 정규 여객열차 운항이 1987.4월 개시되었으며, 동 열차는 매주 2편이 운항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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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운행 시간은 1주일임.
3. 1987.6.9.~13. 평양에서 개최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특별각료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을 통하여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소련에 대하여 SS-21 미사일 및 MIG-25기 제공과 7개년 계획을 위한
경제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련은 나진항의 사용권 및 SS-21 미사일 공급 시 소련 기술자의
북한 파견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함.
4.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이 1987.8.8. 모스크바에서 Shevardnadze 소련 외상과 회담을 가짐.
김영남은 중동 방문 귀로에 모스크바를 경유함.
동 회담 시 소련 측은 북한의 다국적 군축회담 제의(7.23.)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함.

5. 영국 외무부가 발간한 자료에 포함된 소련의 대북한 원조 현황은 아래와 같음.
소련은 북한에 대하여 1984년 4,600만 달러, 1985년 9,600만 달러의 원조(Project Aid)를 제공
하였으며, 1986~90년간 원조를 2배로 늘리기로 약속함.

주요
원조사업은 청진 소재 김책제철소, 안주탄광, 평양 동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임.

소련의
대북한 원유 원조는 1981년 2천만 달러를 최고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되었으며, 1985년
원유 원조는 1천만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6.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이 마다가스카르 방문 전 1987.10.13. 모스크바에 일시 체류하였으며, 소련
외무차관이 공항에서 김영남을 영송하였다 함.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문제.
전5권 V.2 1985.4-6

| 87-0458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안보과/서구1과

MF번호

2017-33 / 1 / 1~247(247p)

정부는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사건을 한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휴즈사 및 동사 연관 회사 해외대리점 소재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22개 해외공관에 대해 아래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주재국 관계기관을 접촉하여
대북한 부품 유출 및 정비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을 1985.4.1. 지시함.
1. 헬리콥터 제작사인 휴즈사의 해외 대리점 및 동 헬리콥터의 엔진을 생산하는 Allison사 대리점

2. 대상 공관: 주캐나다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멕시코대사관, 주콜롬비아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과테말라대사관, 주파라과이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주우루과이대사관,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호주대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
주영국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스웨덴대사관, 주터키대사관, 주오만대사관,
주홍콩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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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등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문제.
전5권 V.4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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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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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과/서구1과

MF번호

2017-33 / 3 / 1~250(250p)

1. 서독 언론은 1986.1월 서베를린을 통한 미국제 헬리콥터 부품의 대북한 유출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도함.
서독 제1TV 방송은 1986.1.7. 휴즈사 헬기 밀수 등과 관련한 동독 주재 북한 공관원의 행각을 추적
보도함.

베를린발
외신은 서베를린 검찰 당국이 1986.1.9. 휴즈사 헬기 부품을 동독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로 서베를린 소재 Killewald 운송회사와 관련된 북한 외교관을 조사하고 있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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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였다고 보도함.

2. 외무부는 1986.1월 휴즈사 헬기 부품 유출 여부, 규모 및 경위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주미국대사,
주독일대사, 주서베를린총영사 등에게 지시하였으며, 관련 공관은 아래 요지의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서독 제1TV 방송 취재 기자는 Killewald사가 구입한 헬기 부품이 현재 서베를린 내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1.9. 언급함.
미 국무성 한국과장은 서베를린을 통한 헬기 부품 유출 여부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1.14. 언급함.
주서베를린 미군사령관은 동 부품 유출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1.15. 언급함.

3. 서베를린에 주둔하는 연합군(미국, 영국 및 프랑스 3국) 사령부는 1986.2.25. 동베를린 주재 북한
공관원 4명(홍상범, 김성윤, 권영녹, 이용남)에 대하여 서베를린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함.
북한 공관원들은 그동안 서베를린을 왕복하면서 군사적 목적의 기술 수집 활동을 함.
미군사령부가 1985.12월초 서베를린 검찰 당국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서베를린 검찰
당국은 1985.12.18. 수사를 개시하여 1986.1.9. 동 수사 사실을 발표함.

4. 서베를린에 주둔하는 연합군 사령부는 1986.12.16. 동베를린 주재 북한 공관원 3명(김웅철, 이석준,
황길홍)에 대하여 서베를린 내에서의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서베를린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
한 바, 동 조치는 1986.2월 북한 공관원 4명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에 이어 취해진 1986년 중 두 번째
조치임.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문제.
전5권 V.5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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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혐의로 Ronald Semler 및 Barry Semler 등 미국인 2명이 미 연방
법원에 기소되었다고 1987.1.21.자 외신이 보도함.
2. Theodore Wu 미 상무부 부차관보는 1987.1.22. 선준영 주미국대사관 공사를 면담하여 1.21.자로 동
사건을 로스앤젤레스 미 연방법원에 정식 기소하였다고 통보하고, 범행 내용, 방법, 시기 및 범인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된 기소장 사본을 수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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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로 종결됨.
Tevrizian 판사의 판결 내용

- Ronald Semler에 대해서는 3년, Barry Semler에 대해서는 1년1일의 실형 및 각각 $40,000의 벌금형을
선고함.
- 동 판결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전 양해에 따라 Semler 형제가 1984년 5대의 헬기를 북한에 수출키 위해
미 세관 당국에서 독일행인 것처럼 수출 관계 서류를 위조한 행위 부분을 시인하고, 동시에 검찰 측은
동 형제가 87대의 헬기를 북한에 위장 판매한 부분에 대한 소는 취하한 결과임.
Modisett 검사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영사 접촉 시 언급 요지

- 검찰은 Semler 형제의 불법 유출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나, 결정적인 증인인 Kurt Behrens(Semler 형제와
서독 Delta Avia사 공동소유)에 대한 변호인 질의 과정에서 동인이 Semler 형제에게 헬기의 북한행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불법 수출 부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유지가 곤란하게 됨.
- 한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Semler 형제가 1982년 적법한 허가 없이 시리아에 군용 라디오를 수출한
사실 및 1981∼84년 사이에 $975,000의 탈세 혐의 등 여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타협 결과 서류 위조 및 여죄에 대하여 상기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본건 재판을 종결하기로 함.
- 금번 판결이 비록 명목적으로는 대북 불법 수출 자체가 아니라 서류 위조 행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Semler 형제가 가중한 실형을 받게 됨으로써 검찰 측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유출 사건의 재판이 1987.12.2.부터 진행되어 1988.2.10. 아래와 같이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지침 완화. 전3권
V.1 1986.11-1987.2

| 87-0461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33 / 5 / 1~216(216p)

1. 미국 국무부 Sigur 동아·태차관보는 1986.11.7. 서울에서 외무부장관 면담 시 미·북한 관계와 관련한
미국 측 구상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아래 사항을 고려한 미국 관리의 북한 관리 접촉 지침 완화(제3국 공관 행사 참석 시 상징적인
인사 교환)

- 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기여
- 북한의 고립 심화로 인한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 미연 방지
508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 또는 올림픽 관련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제안 수락 등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우 의약품, 식품 등에 대한 미·북한 인도적 교역 고려

중국으로
하여금 상기 미국 측 구상을 북한에 전달하도록 요청

2. 외무부는 1987.2.9.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상기 Sigur 차관보의 미·북한 관계 구상과 관련한 협의를
가진 바, 동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한국 측 언급 사항)
미국 측의 구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함.

- 한·미 간 협조관계 및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 필요성 고려
미국이 대중국 협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

- 북한이 미·북한 직접 접촉 확대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 배제
- 남북대화 재개는 중단된 기존의 대화 통로 재개 및 실질적 진전 조건으로 가능
- 미·북한 간 인도적 교역의 개시는 한·중국 직교역과 연계하여 시행
- 한국 외교관의 대중국 및 소련 외교관 접촉을 위한 미국의 지원
대북한 설득은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촉구함.
(미국 측 반응 및 계획)
미국 측은 한국의 긍정적 반응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이해와 동의를
표명함.

- 북한이 실질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접촉 완화 조치에 대한 즉시 철회 약속
- 북한이 긍정적으로 회답하더라도 인도적 교역은 올림픽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
상기 미국 측 구상을 Shultz 국무장관의 1987.3월 중국 방문 시 전달 예정임.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소련을 통한 대북한 설득 노력도 병행할 예정임.

- 대중국 통보 수일 후에 소련 측에도 통보 예정
미국 측은 한국 측과 협의 후 Shultz 국무장관의 방중 직전 일본 측에도 통보를 희망함.

3. 한국과 미국 양측은 1987.2.26. 각기 일본 정부에 대해 Sigur 차관보 구상의 배경 및 조치 내용을 설명함.
한국 측은 주한 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미국 측은 주일 미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통보함.
한국 측은 대일본 통보 시 아래 사항을 강조함.

- 금번 미국 측 구상은 매우 작은 조치로서 북한 측과 협상 대상이 아님.
- 금번 조치로 인한 일본의 성급한 대북한 접촉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 향후 진전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 긴밀히 협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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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국무부는 1987.2.28.자‘대북한관리 접촉에 관한 개정 지침’
을 전 재외공관에 시달함.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지침 완화. 전3권
V.2 1987.3-4

| 87-0462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33 / 6 / 1~359(359p)

1.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987.3.9. 발표한 2.28.자 전 재외공관 시달‘대북한관리 접촉에 관한 개정
지침’
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북한 측이 외교단 행사 등 중립적 상황에서 대화를 제의하여 올 경우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내용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 교환을 허용함.

그러나
사교 행사에 북한을 초청하거나, 북한의 초청에 응할 수 없음.
 외교단장 자격으로 또는 외교단장을 위한 행사의 경우는 북한을 초청하거나 북한의 초청에
단
510

응할 수 있음.

2. 상기 미·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와 관련하여 미국 측이 중국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북한의 반응
및 미국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음.
북한 측 반응(3.23. 중국 외교부가 주북경 미국대사관에 전달)

- 미·북한 2자회담 또는 3자회담 희망
- 올림픽 공동주최, 정치군사회담 실현을 위한 미국의 대한국 영향력 행사 요청
- 1987.5월중 미·북한 외교 당국자 회의 제의
미국 측의 조치(3.25. 미국의 중국 외교부에 대한 입장 전달)

- 미국의 지침 변경은 남북대화의 재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기본
목적임을 재강조
- 미·북한 회담 제의 수락 불가

3. 외무부는 1987.3.10. 전 재외공관에 상기 미·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 사실 요지를 통보하고,
미·북한 간의 공관원 접촉 동향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4. 미·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와 관련한 1987.3∼4월 중 주요 일지는 아래와 같음.
3.2. Shultz 장관 방중 시 대중국 협의 및 미국 국무부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동
조치 통보
 한·미 외무장관회담 시 대중국 통보 확인 및 한·미 간 협의 계속 합의
3.6.
 미 국무부 대변인의 동 지침 개정 발표
3.9.
3.9. 미국의 대소련 통보
3.19.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미국과의 여사한 접촉 용의 표명)
3.20. 미 국무부 대변인 논평(북한의 반응을 호의적으로 평가)
3.23. 미국 측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중국 외교부가 주중국 미국대사관에 전달

3.25. 미국 측은 북한의 제의 거부 입장을 중국 외교부에 전달
4.1. 주소련 미국대사관 직원-북한대사관 차석 간 접촉(소련 외무차관 주최 리셉션)
4.4. 미·북한 인도적 교역문제 검토 언론 보도(W.P. 및 N.Y.T.)
4.7. Sigur 차관보 일본 경제신문 인터뷰
4.8. 미국 국무차관 방일 시 기자회견

4.27.
미국 Reagan 대통령 아사히 신문 서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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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지침 완화. 전3권
V.3 198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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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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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1987년 중 미·북한 직접대화 통로의 구축을 위해 미 행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 민간단체 등에
대한 접촉 활동을 강화함.
미 행정부에 대한 동향

512

- 1987.3월 및 9월 중국을 통해 대미 직접 접촉을 미 국무부에 제의(김영남 외교부장의 슐츠 국무장관
앞 서한 송부 등)
- 1987.9월 모스크바 개최 미·소 동아지역문제 협의회 시 소련을 통해 미·북한 직접대화 제의
- 1987.12월 미·소 정상회담 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북한 측의 제반 기존 입장을 문서로 미국 측에
전달하고, 미국 측의 견해 문의
미 의회에 대한 동향

- 1987.12월 미·북한 의회 간 접촉을 요구하는 북한 최고회의의장 명의 상·하원의장 앞 서한을 주미국
소련대사관을 통해 전달
민간단체 등에 대한 동향

- 북한 학자 3명이 1987.12월 미 스탠퍼드 대학 학술회의 참가, 동경대 주최 학술회의에 참석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미국 과학자협회 소속 교수를 방북 초청
- 북한 측은 한국전 참전단체를 통하여 실종미군 유해반환을 위한 미·북한 간 직접협상을 미국 정부에
건의하도록 설득 노력

2. 미·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와 관련한 1987.5∼12월 중 주요 일지는 아래와 같음.
5.27. 동경발 외신은 미 국무차관과 황장엽 접촉설 보도
5.28. 미 국무부는 동 접촉설 부인

6.10.
소련 외무부 한국과 부과장은 주소련 미국참사관이 한국 외교관 접촉을 공식화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아래와 같이 반응

- 소련 측은 제3의 장소에서 한국 외교관과의 접촉을 회피하지 않음.
- 한국이 북한 제안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요망함.
5.13.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남조선 측의 부정적 태도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성명 발표
9.4. 중국 외교부는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의 슐츠 미 국무장관 앞 서한을 주중국 미국대사관에
전달,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한 미국 측의 호응 요청

11.17.
미 국무차관은 제네바 미·소 지역문제 협의 시 소련 외무차관에게 미·북한 접촉 취지 강조

12.8.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북한 측 입장 전달

북한·부르키나파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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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부르키나파소 관계와 관련한 1987년 중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 및 주벨기에대사관 보고
내용임.
1. 부르키나파소에서 댐 공사, 기술 지도, 매스게임 지도 등을 위해 체재 중이던 북한 전문가 및 지도원
22명이 1987.1월 북한으로 귀국하고, 2월경 대체 인원이 도착 예정임.

개최됨.
3. 나이지리아 항공기에 적재되어 부르키나파소로 수송될 예정이었던 북한제 무기가 1987.4월 벨기에
Ostend 공항에서 압류된 사건에 대해 벨기에 외무성 군사협력국장은 1987.6.24. 아래와 같이 언급함.
동 무기는 아직 벨기에 내에서 압류 상태에 있음.
동 무기의 최종 수요자가 부르키나파소 정부이며, 서류 허위 기재 이외의 별다른 위법 사실이
없으므로 조만간 부르키나파소로 재선적될 것으로 보임.

벨기에
측은 수송 항공사를 서류 허위 기재 혐의로 제소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음.

4. 주부르키나파소 북한대사관은 1987.7.31.~8.1. 현지 청년문화회관에서 도서전시회를 개최한 바, 동
전시회는 주재국 혁명 4주년 기념일(8.4.)을 계기로 주재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7.31.
개최된 전시회 개막식에는 Sansan Dah 교육장관 등이 참석함.
5. 주부르키나파소 북한대사 관저에서 1987.9.9. 개최된 북한의 9·9절 기념 리셉션에 주재국 내무장관,
관광장관, 외무차관 등 약 60명이 참석함.
6. Michel M. Dah 미국 주재 부르키나파소대사가 Compaore 부르키나 대통령의 특사로 1987.11.26.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에게 Compaore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Dah 대사는 전 중국(구 중공)
주재 북한 겸임대사로서 10.15. 쿠데타의 과정을 설명하는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특사로 방북하게
되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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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지원으로 부르키나파소 제3도시인 Koudougou에 건설된 인민극장의 건립 기공식이 1987.3.18.

북한·아프리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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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프리카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1987.1.31.~2.12. 아래와 같이 카보베르데, 세네갈, 시에라리온,
기니 등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함.
카보베르데(1.31.~2.4.)

- Piers 수상, Duarte 인민민족회의 의장 및 Da Luz 외무장관 예방
514

세네갈(2.4.~2.7.)

- Diouf 대통령, Sow 국회의장 및 Fall 외무장관 예방
시에라리온(2.7.~2.12.)

- Momoh 대통령 예방
기니

- 시에라리온에서 2.12. 육로로 기니 향발

2. 박동천 북한 대외문화협력 국장 등 2명이 1987.2.1.~6. 김정일 생일 홍보를 위해 모리셔스를 방문하고
모리셔스·북한친선협회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셉션을 개최함.
3. Mwinyi 탄자니아 대통령이 1987.3.10.~13. 김일성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바, 북한은 동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1987.6월 개최 예정인‘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각료급회의’
에서 온건 비동맹국가인
탄자니아의 지지를 확보하고, 88 서울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4. Piers 카보베르데 수상이 1987.8.27. 북한을 공식 방문하여 이근모 총리와의 회담, 공식 연회 참석 등의
일정을 가졌다고 북한 방송이 보도함.

북한·동남아 관계

| 87-0466 |

생산연도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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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남아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브루나이·북한 관계
주유엔 브루나이대사대리는 1987.3.9. 북한대사의 요청으로 동 대사를 면담한 바, 북한대사는
남·북한 관계 및 한국의 유엔 가입 희망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함.

2. 싱가포르·북한 관계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고함.

3. 캄보디아·북한 관계
주태국대사관 관계관은 1987.8월 일본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시아누크 아들의 방북 시
인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방북 시 호화로운 관저에 체류하였으며, 오진우 인민부력부장의 내방을 받고 총 100점을 선물로 받았다 함.
- 김정일을 만났는데 성격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었다 함.
-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김정일의 소련 방문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는 부자 권력 승계의 공식화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4. 필리핀·북한 관계
주필리핀대사관은 북한이 아래와 같이 필리핀 측에 대한 접촉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함.

- 북한 측은 1987.6월 평양 개최 비동맹특별각료회의에 참석한 주중국 필리핀대사관 참사관을 접촉하고,
북한의 대필리핀 수교 의사를 필리핀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주소련 북한대사는 1987.9월 이임 인사차 주소련 필리핀대사를 방문하고, 필리핀·북한 간의 외교관
계 수립 내지 관계 개선을 요청함.
필리핀 주요 일간지는 1987.11월 중국과 북한이 필리핀에 무기 반입을 시도했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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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싱가포르대사관은 북한대사관 직원 2명의 인적 사항 및 1987년도 1/4분기 싱가포르의 대북한

북한·서남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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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남아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네팔·북한 관계
북한 공관원의 밀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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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어 주간지는 1987.2월 북한 공관원의 금 밀수 사건 관련 가능성을 보도함.
- 네팔 일간지는 1987.3월 인도계 기업인이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 차량을 타고 도주 중 특별 마약단
속반에 의해 헤로인 등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음을 보도함.
북한대사의 외교단장직 수임

- 장광선 북한대사가 1987.9.10.자로 주네팔 외교단장직을 수임함.

2. 방글라데시·북한 관계
북한 무역사절단 방문

- 북한 무역사절단이 1987.1.26.~2.1. 북한을 방문하여 방글라데시·북한 간 구상무역의정서를 체결함.
방글라데시 여당 사무총장 겸 부수상의 북한 방문

- Moazzem 여당 사무총장 겸 부수상이 북한을 방문하여 11.29. 김일성 면담 시 엘사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김일성은 엘사드 대통령에 대한 방북 초청을 재확인함.

3. 스리랑카·북한 관계
주인도(스리랑카 겸임) 북한대사의 매 3개월 방문

4. 인도·북한 관계
북한 외교부장 인도 방문

- 김 영남 외교부장은 1987.6월 평양 개최 비동맹 남남협력 각료회의 관련 사항 협의 목적으로
1987.2.26.~28. 인도를 방문함.
인도의 김일성 생일(4.15.) 축하 사절단 파견

- Faleiro 외무담당 국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북한을 방문함.
인도 외무장관 북한 방문

- Tiwari 외무장관이 1987.6.9.~13. 평양 비동맹회의 참석차 북한을 방문하여 6.10. 김일성을 면담함.

북한·중동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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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동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사우디아라비아·북한 관계
1987.7.29.자 Saudi Economic Survey지는 1987.7월 사우디가 57,400톤의 밀을 북한에 수출하였다고
보도함.

2. 시리아·북한 관계
방문하였음을 보도함.

- 대통령 및 부통령 예방
- 시리아 외무장관과 회담, 국제 정세, 중동 문제 및 남북통일 문제 등 논의

3. 아랍에미리트·북한 관계
북한은 1987.9.30.~10.11. 두바이 개최 국제상품전시회에 참가함.

4. 이란·북한 관계
이란 외무장관이 평양 개최 비동맹회의 참석차 1987.6.7. 북한으로 향발한 바, 방북 중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음.

- 김일성 예방, 최고인민회의 의장 면담
- 북한 외교부장 면담 시 비동맹의 남남협력 및 북한·이란 관련 사항 협의
주미대사관은 1987.6월 국무부 정보조사국을 통해 최근 북한이 중국제 대포와 박격포탄, 초계
함, SCUD형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
주일 인도대사관 공사가 평양 개최 비동맹회의 참석 후 1987.6월 주일대사관 공사에게 언급한
이란·북한 관계 부분은 아래와 같음.

- 평양 주재 이란 외교관에 의하면 북한은 대이란 원유 대금 7.5억 달러의 채무를 철강재, 시멘트, 무기로
상환코자 하나 이란은 채무의 상당 부분에 대해 현금 상환을 요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함.

5. 이집트·북한 관계
이집트 무역대표단이 1987.10월 북한을 방문하여 46백만 파운드 규모의 양국 간 구상무역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6. 튀니지·북한 관계
최수현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1987.11.19.~23. 튀니지를 방문하여 외무담당 국무상 면담, 아랍연맹
사무총장 면담, 공예품 생산 공장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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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언론은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이 1987.7.27.부터 6일간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시리아를

북한·중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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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미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가이아나·북한 관계
평양방송은 김영남 외교부장이 1987.3.9.~12.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에 관한 비동맹 조정위
특별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1987.3.8. 가이아나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AFP 통신은 Hamilto Green 수상이 김일성 75회 생일 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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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송은 4.14.~24. Green 수상 일행의 북한 방문 동정을 보도함.

2. 니카라과·북한 관계
북한 중앙방송은 김영남 외교부장이 1987.3.18. 니카라과에 도착하여 티노크 외무차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함.
북한 방송은 니카라과 산디노 민족해방전선 대표단이 김일성 생일 축하차 1987.4.13.~18.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보도함.

3. 바베이도스·북한 관계
Barrow 주유엔 바베이도스대사가 1987.2월 주유엔대사에게 전한 바에 의하면 북한은 최근 바베
이도스 정부에 김일성 생일 축하 메시지 송부 및 바베이도스 주재 북한 상주공관 설치를 요청
하였으나, 바베이도스 측이 이를 거절하였다 함.

4. 수리남·북한 관계
수리남 Perk 주체사상연구회 회장이 1987.8.18.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역 친선협회 회의에 참석함.

5. 자메이카·북한 관계
북한·자메이카 간 자수협력협정이 1987.10.12. 자메이카에서 체결됨.

6. 쿠바·북한 관계
북한은 1987.9월 박중국을 주쿠바 북한대사로 임명함.

7. 트리니다드토바고·북한 관계
정종규 주가이아나 북한대사는 1987.4월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여 Robinson 수상 및
Panday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북한의 상주공관 설치 허가 등을 요청함.

북한의 대중남미 관계 현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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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미주국이 1987.7월 작성한‘북한의 1986.1~6월 중 중남미 침투 책동 분석 및 대책(안)’
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중남미 지역 남북한 외교 현황
한국의 대북한 절대적 우위 상황 강화
남·북한 수교 및 공관 현황

북한
단독 수교국

2. 1987년 중 북한 침투 책동 현황
사절단 파견 및 접수

- 파견 9회, 접수 13회
겸임 공관장 활동
친북 단체 활동

3. 북한 침투 책동 분석
침투 목표

- 대남한 절대적 외교 열세 만회
침투 책동 양상

- 침투책동 전술 다양화, 수교 가능 국가에 대한 집중적 침투책동 전개, 실질관계 증진, 친북 기반 구축,
대학과의 교류 추진

4. 북한 책동에 대한 중남미 제국의 반응
북한 상주공관 설치 문제

-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은 미온적 입장
수교 문제

- 페루, 볼리비아와의 수교 가능성 상존
북한과의 실질관계 증진
좌익 정당과의 유대 문제
문화행사·문화교류 문제
주요 인사 방북 초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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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관 설치국

북한·대양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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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양주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뉴질랜드·북한 관계(1987.10월 주뉴질랜드대사 보고)
북한의 대뉴질랜드 접근 활동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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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북한 친선협회의 선전활동 강화
- 노동당 재집권, 당내 좌파세력 우세 및 신임 외무장관의 좌경 정치성향에 편승하여 뉴질랜드의 대북한
승인 및 공식 접촉에 유리한 여론 조성 도모
- 호주가 북한을 승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 내 대북한 승인 보류 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
제기 및 대한국 실질경제 관계 불투명 등으로 대북한 공식 접촉 금지 입장을 견지해 온 노동당 정부 내
온건파의 입장 약화 가능성
주요 대책

- 수상 및 외무장관의 조기 방한 초청 추진
- 현안인 치즈 합작투자 건 조기 타결
- 뉴질랜드 농수산물 수입시장 개방 노력 필요
- 뉴질랜드 언론계, 학계 주요 인사 방한 초청

2. 뉴칼레도니아·북한 관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의하면 뉴칼레도니아 임시정부 Uregei 외교담당 책임자가 평양 비동맹회의
참석차 1987.6.8.~15. 북한을 방문할 예정임.

3. 서사모아·북한 관계
서사모아 Tupae Esera 문교부 관계관이 1987.5.13.~19. 평양 개최 유네스코 주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Kolone 수상이 1987.5.6. 동 방북 계획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함.

4. 파푸아뉴기니·북한 관계
Ali 파푸아뉴기니 정보부장은 1987.3월 Wingti 수상에게 북한에 대한 경계 요지의 특별보고서와
Ramoi 체신장관의 친공 활동에 관한 아래 정보보고서를 제출함.

- 북한은 호전적이며, 경제적으로 신용이 없는 국가임.
- 파푸아뉴기니가 북한과 관계를 갖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것임.

5. 피지·북한 관계
Maraj 피지 외무차관은 1987.3월 주피지대사에게 마라 수상과 자신은 북한의 접근 기도에 반대
하는 입장임을 언급함.

북한·남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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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미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볼리비아·북한 관계
이인춘 주페루 북한 통상대표부 대표 볼리비아 방문

- 이인춘 대표는 1987.3.25.~28. 볼리비아를 방문
이인춘 대표의 Bedregal 볼리비아 외무장관 면담

- Bedregal 볼리비아 외무장관의 페루 방문 시(1987.2월), 동 장관을 면담, 북한의 상주공관 설치 요청
- 1987.4.7. 북한 방문차 페루 출발
북한 요원 3명 볼리비아 방문

- 외교관 여권 소지 북한 요원 3명이 1987.9.30.~10.5. 볼리비아를 방문
- Petricevic 교통체신장관을 면담, 볼리비아 도로건설 지원 및 농업 개발을 위하여 3백만 달러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북한과의 수교 요청

2. 브라질·북한 관계
손성필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브라질 방문

- 손성필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브라질 공산당 제8차 전당대회(1987.7.17.~19.) 참석차
1987.7.17.~24. 브라질을 방문
- 손성필 단장은 1987.7.18. 상기 전당대회에서 김일성 부자 찬양,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설치, 한국의
민주화 운동 지원, 브라질·북한 관계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하 연설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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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oroa 볼리비아 상원 외무위원장 일행 북한 방문

북한·구주 관계

| 87-0473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2017-33 / 17 / 1~266(266p)

1. 1984년도 북한의 대서구 관계
방문·초청

- 서구국가 방문: 15개국 64회
- 북한 방문 초청: 12개국 41회
주요 행사 개최: 7개국 11회
외채 상환: 대부분의 채권 국가와 상환 조건에 합의
관계 개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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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가 일반대표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법적 지위 불변
- 북한은 이탈리아에 통상대표부 설치를 제의하였으나, 이탈리아 외무부가 거부
- 북한의 제의로 1984년 말 현재 그리스와 북한 간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 협의 중

2. 1985년도 북한의 대서구 관계
방문·초청

- 서구국가 방문: 17개국 60회
- 북한 방문 초청: 17개국 61회
주요 행사 개최: 7개국 11회
외채 상환: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상환 실적 없음.
북한은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통상대표부 설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 중

3. 1986년도 북한의 대서구 관계
방문·초청

- 서구국가 방문: 18개국 55회
- 북한 방문 초청: 18개국 59회
주요 행사 개최: 6개국 16회
외채 상환: 상환 실적 없음.
관계 개선

-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 통상대표부 설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 중
- 런던에 IMO(국제해사기구) 상주대표부 설치 추진 중

4. 1987년도 북한의 대서구 관계
북한과 스웨덴은 1987.7월 평양에서 북한이 12개월 내 500만 달러 상당액을 상환하고 이자를
성실하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스웨덴이 1천만 달러 상당의 신규 차관을 제공하는 내용의 채무상환
합의서에 서명
영국 Financial Times는 1987.7월 서방의 대북한 채권 은행들은 북한의 채무 재조정 불응에 대비하여
서방 내 북한 자산 동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도

김일성 북한주석 중공방문, 1987.5.21.-25. 전2권
V.1 1987.3월-5.25.

| 87-047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7-34 / 2 / 1~239(239p)

북한 김일성 주석은 1987.5.21.~25. 중국(구 중공)을 공식 방문한 바, 주요 방문 일정, 회담 요지
등은 아래와 같음.
1. 방중 일정
5.21. 특별열차편 북경 도착, 이선념 국가주석·조자양 총서기서리 공동주최 환영 연회
5.22. 등소평과 회담 및 오찬

2. 등소평과의 회담 내용
국내 정세 및 공동 관심사인 국제문제를 협의하였다고 발표
일본 언론의 회담 결과 보도 요지

- 김일성은 중·소 등거리 외교 기본입장 설명
- 등소평은 최근 중국 정세 및 대미·동구정책 설명
- 올림픽 문제, 미·북한 관계 등에 관해 의견 교환

3. 조자양과의 회담 내용
조자양 언급 요지

- 북한의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자주평화 통일 노력 지지
- 김일성의 방중은 북한의 대중국 관계 중시의 표시일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 표시
- 양국 간 형제적 우의가 대를 이어 계승되기를 희망
김일성 언급 요지

- 양국 간 우의를 대를 이어 계속하자는 데 동의
- 양국 간 우의는 피로써 맺어진 것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국의 원조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
- 북한 정책, 사회주의 건설 및 제3차 5개년 계획 설명
평가

- 중국은 한반도 문제 관련 종전의 대북한 지지 입장 확인
- 양측 간 전통적 우호관계 강조
- 북한의 대중·소 관계에 있어 일정한 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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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조자양과 회담, 북경 시내 관광
5.24. 등소평이 김일성에게 작별인사(영빈관), 북경역 환송 행사(이선념 참석), 지방 시찰(천진)

5.25.
조자양 주최 환송 오찬(천진), 평양 향발

4.	미 국무차관은 1987.5.16. 외무장관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요청한 바에 따라 1987.5.20. 방미 중인
중국 외무차관에게 김일성 중국 방문과 관련하여 한국 측의 중국에 대한 아래 요청 사항을 전달함.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에 응하고 올림픽 관련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중재안을 수락하도록 중국
측의 영향력 행사 요청

한·중국
실질관계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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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북한주석 중공방문, 1987.5.21.-25. 전2권
V.2 1987.5.26.-7월

| 87-047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7-34 / 3 / 1~145(145p)

북한 김일성 주석의 1987.5.21.~25. 중국(구 중공) 방문 결과에 대한 공관 보고 및 외신 보도
내용임.
1. 주요 일정
북경 공식 일정(5.21.~23.)

- 조자양 총서기서리 및 이선념 국가주석 공동주최 환영 오찬
- 등소평과 2시간 회담 및 오찬, 조자양과 3시간 회담 및 시내 관광
- 천진 시 시찰 후 5.25. 평양 향발

2. 중국 지도자들과의 회담 내용(관측)
북한 측의 요망 사항

- 88 서울올림픽 배정 종목 추가를 위한 중국 측 협조, 대미 접촉 중개, 한·중국 관계 개선 자제, 대북한
경제 원조
중국 측 반응

- 북한의 대미접촉 중개 요청에 협조 약속
- 88 서울올림픽 관련 북한 측 입장을 지지하는 원칙적 태도 표명, 동시에 신축적 대처 필요성 권고
- 한·중국 관계는 순전히 비정치적 분야에 한정된 것임을 설명

3. 중국 측 회담 결과 발표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문제에 관해 의견이 일치했다”
고 발표

4. 방문 결과에 대한 평가
양측 공히 최소한의 목적 달성

- 북한은 친소 일변도 정책이 아님을 대외에 과시
- 중국은 북한의 지나친 대소련 경도 견제
일부 문제에 대한 이견이 노정된 것으로 관측

- 88 서울올림픽 문제, 대외개방정책 등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개방정책을 도입하도록 권유했을 가능성

- 중국의 개방정책이 국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강조
- 등소평은 김일성의 심천 경제특구 시찰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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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출발(5.24., 열차편)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태국 방문, 1987.4.4.-7.

| 87-047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34 / 5 / 1~46(46p)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은 1987.4.4.~7. 태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Siddhi 외무장관과 회담을 개최
하고, 태국과 북한 간의 관계 증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함.
1. 김영남 외교부장과 Siddhi 외무장관 간의 주요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태국·북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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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측은 태국과의 관계에 만족을 표명하고, 현 통상대표부의 상주대사관으로의 승격을 요구함.
- 양측은 교역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에 합의하고, 북한 측은 태국 농산물 수입 증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태국 측은 교역 증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의향을 표명함.
- 태국 측은 국왕의 누이인 갈리아니 공주의 1987.8월 방북 및 Siddhi 외무장관의 1987.8월 또는 9월초
방북 의사를 표명함.
캄보디아 문제

- 태국 측은 북한의 아세안 입장 지지 및 캄보디아 민주연정 시아누크 수반에 대한 지원 제공에 사의를
표명함.
한반도 문제

- 태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에 대해 대북한 태도 완화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함.
- 북한 측은 태국 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함.

2. 김영남 외교부장의 태국 방문에 대한 주태국대사관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태국이 1975년부터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후 상당한 인적 교류가 진행되어 온 점에
비추어 김영남 외교부장의 태국 방문은 이례적인 것은 아님.

태국
고위 인사의 방북 의사 표명과 미국에 대한 대북한 태도 완화 요청은 태국의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시사함.

- 태국은 최근 대공산권 관계도 실리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노선을 추구함.
그러나, 정치적 고려 및 경제적 실리 등의 이유에 따라 태국이 북한에 급격히 경도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북한 주요인사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 87-0477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34 / 6 / 1~127(127p)

북한 주요 인사의 1985∼87년 중 동남아 및 서남아 방문 현황임.
1. 정영진 외교부 부부장은 1985.4.27.~5.3.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함.
싱가포르 방문(4.30.)

- 외무장관 및 제1외무차관 예방, 제2외무차관 면담
- 제2외무차관 면담 시 양측은 한반도 문제, 비동맹 관계, 캄보디아 문제를 협의하고, 북한 측은 북한의
개방정책에 관해 설명함.

- 외무차관 면담 시 북한 측은 양자 관계 증진을 희망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 남남협력 문제 및 서울올림픽
관련 사항을 거론함.

2. 노동당 김봉주 중앙위원 등 3인의 대표단이 1985.7.19.~31. 인도를 방문함.
동 대표단은 뉴델리에서 개최된 대중집회에 참석하고, 캘커타를 방문함.
인도 방문 후 방글라데시를 방문 예정이었으나, 방글라데시 정부의 입국 불허로 7.31. 평양 향발함.

3. 노동당 황장엽 비서는 인도 국민의회당 창건 200주년 기념식 참석차 1985.12.23. ~1986.1.13. 인도를
방문함.
국민의회당 창건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간디 수상을 면담함.
정부 인사 및 상원의원 등과의 면담, 대학 교수들과의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짐.

4. 무역부장 최정근은 1986.2.27.~3.4.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통상장관, 제1산업장관, 외무부 부장관 등을
면담하고, 전력청, 철도청, 고무연구소, 은행협회 등을 방문함.
5. 대외문화연락위 오문환 부위원장 일행이 1986.2.16.~3.6. 파키스탄, 스리랑카 및 인도를 방문함.
파키스탄 방문(2.16.~23.)

- 카라치 체류
스리랑카 방문(2.23.~3.3.)

- 체육장관, 법무장관, 통상장관, 콜롬보 시장, 공산당 당수, 자유당 원내 총무 등을 면담함.
인도 방문(3.4.~6.)

- 인도·북한 문화교류의정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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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방문(4.30.~5.3.)
외무차관 및 산업부 제1차관 면담

6.	김영남 외교부장은 1986.6월 평양 개최 비동맹 남남협력회의 의제 문제 협의차 1987.2.26.~28. 인도를
방문하고, Tiwari 외무장관을 면담함.
7.	강성산 총리의 1987.1. 인도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1986.12. 동 총리의 경질로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인도 측은 북한이 신임 총리의 인도 방문 시기를 새로이 제시해 오면 재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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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당 북한 방문단 (조선 우호 친선의 배)
북한 방문, 1987.7.20.-29.

| 87-047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34 / 8 / 1~51(51p)

다나베 전 일본 사회당 서기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사회당 북한 방문단(조선 우호 친선의 배)이
1987.7.22.~27. 북한을 방문함.
1. 방문단 구성
다나베 의원 등 국회의원 9명, 기자단 15명 등 총 300여 명

2. 주요 일정
- 원산 도착, 북한 노동당 중앙위 주최 만찬(평양)
7.23. 및 7.24. 일정

- 허담(정치국원)과의 면담, 일본인 이산가족 상봉
7.25. 및 7.26. 일정

- 김일성과의 면담, 판문점 및 금강산 시찰
7.27. 일정

- 원산 출발

3. 주요 면담 내용
허담과의 면담

- 전체회의와 정치회담으로 나누어서 시행
- 전체회의에서는 다나베 단장이 북한·중국(구 중공) 관계, 북한·소련 관계, 북한·미국 관계, 올림픽
문제, 남북대화, 북한·일본 관계, 사회주의 건설 등 총 7개 항목의 질의를 하고 북한 측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정치회담에서는 후지산마루 선원문제 등 북한·일본 간 현안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나 특기할 만한
성과는 없었음.
김일성과의 면담

- 김일성은 북한의 군축회담 제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일관하였으며, 동 제의의 의도가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주변 환경 조성에 있음을 강조함.
- 또한 김일성은 도이 사회당 위원장의 조기 방북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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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일정

일본 사회당 위원장 일행 북한 방문, 1987.9.24.-28.

| 87-047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7-34 / 9 / 1~46(46p)

도이 일본 사회당 위원장 일행이 1987.9.24.~28. 북한을 방문함.
1. 방문단 구성
도이 사회당 위원장, 국회의원 7명, 수행 기자단 20명 등

2. 주요 일정
530

9.24. 일정

- 김일성 주최 만찬
9.25. 일정

- 허담(정치국원) 등 노동당 간부와의 회담
9.26. 일정

- 김일성 면담
9.27. 일정

- 도이 위원장 주최 만찬(김일성 참석)

3. 주요 방북 결과
일본·북한 관계 일반

- 김일성은 북한 노동당과 일본 사회당 간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함.
- 도이 위원장은 일본·북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민간어업협정 연장 문제

- 도이 위원장이 협정 연장을 위한 노력을 요청한 데 대해, 허담은 연장에 합의하라는 김일성의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연장이 실현될 전망임.
후지산마루 선원 문제와 민홍구 문제

- 허담은 민홍구를 북한에 송환하지 않는 한 후지산마루 선원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반복함.
- 그러나 김일성은 후지산마루 선원문제 해결 방안으로 양측 당해 기관 간의 협의와 동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지산마루 선원문제와 민홍구 문제의 처리 연기를 제의함.
한반도 문제

- 도이 위원장은 북한의 군축 제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김일성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저해 요인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함.
일본·북한 관계

- 도이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방미 시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미국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발언함.
- 김일성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와 교섭을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함.

SIDDHI Savetsila 태국 외상 북한 방문,
1987.8.21.-24.

| 87-0480 |

생산연도

1980-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34 / 10 / 1~105(105p)

태국 Siddhi 외교장관의 1987.8.21.∼24. 북한 방문 추진 경위 및 방북 중 김일성 예방 등 활동
관련 사항임.
1. 주태국대사는 1980.12.12. Savetsila Siddhi 외교장관이 자신을 위해 주최한 송별 만찬 석상에서 1981년
봄 방한할 계획임을 언급한 바 있다고 보고함.
일간 The Nation지 12.13.자 외교장관의 남북한 동시 방문 계획 보도와 관련하여 태국 외교부는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동 장관의 방한이 향후 방북의 구실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2. 주태국대사관 관계관은 1980.12.30. 주재국 외교부 동북아과장을 면담하여 상기 입장을 전달한 바,
태국 측은 Siddhi 장관의 방북과 관련한 원칙적인 수락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북 계획은
없다는 반응을 보임.
3. 주태국대사는 1982.12.17. 외교부 정무국장 접촉 시 관련 북한 동정을 타진한 바, 동 국장은 12.5.
국왕 생일 축하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한 주미얀마(구 버마) 북한대사대리(태국 겸임)는 외교부 방문 시
외교장관의 방북을 거듭 요청하였다고 언급함.
4. 주태국대사는 1983.6.16. 외교장관 면담 시 북한대사의 예방 내용을 타진한 바, 동 장관은 북한대사가
방북 요청을 되풀이하였으며, 북한 대사관저 신축 허가를 요청하였음을 언급함.
5. 주태국대사는 Siddhi 외교장관의 1987.8.18.∼25. 중국(구 중공) 및 북한 방문 관련 계획과 관련한
The Nation지 1987.7.10.자 아래 보도 내용을 보고함.
외교장관은 방북 중 김일성 및 북한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계획임.
북한을 최초로 방문하게 되는 외교장관은 Prem 수상의 개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역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시아누크 면담 계기에 캄보디아 문제를 논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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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으로부터 초청장을 접수한 상황에서 편리한 시기에 방북한다는 원칙임을 확인함.

정부는
주태국대사에게 태국 측에 대해 외교장관의 방북은 한·태국 양국 간 특수한 관계에

6.	주태국대사는 1987.7.14. 외교부 정무국장을 면담하여 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한 바,
태국 측은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음에 따라 북한의 대소 편향 입장을 교정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지역 정세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외교장관의 방북을 추진하게 된 배경임을
설명함.
7. 태국 외교부는 8.8. Siddhi 장관의 중국 및 북한 방문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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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이 8.18.∼21. 중국, 8.21.∼24. 북한을 각각 방문할 예정임.
수행원은 실업인단을 포함하여 50명으로 방북 중 교역 및 경제관계 증진 협의, 시아누크 면담이
계획되어 있음.

8.	태국 외교장관은 방북 중 양국 외교장관 회담, 김일성 예방, 양국 무역공동위 설치 합의서 조인,
시아누크 민주캄보디아연정 수반 면담, 만경대 등 시찰 일정을 가짐.
9.	외무부는 Siddhi 장관의 방북과 관련하여 태국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에
비추어 동 방북이 태국의 대북한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함.

Torricelli, Robert 미국 하원의원 북한 방문 문제

| 87-048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34 / 11 / 1~17(17p)

1. 미국 의회 민주당 아태소위원회 소속 Torricelli 하원의원은 1987.8.14. 민정당 총재 주최 오찬 시 그간
자신이 검토 중이던 1987년 중 방북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아래와 같이 표명함.
당초 북한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북한 당국이 본인의 자유행동 허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된 일정에 따를 것을 고수함에 따라 북한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당분간 북한을 방문치
않기로 함.
북한 여행 중 행동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의 진정한 모습을 목도하지 못하게 되는 한 본인의
방문으로 단지 선전 효과만 그들에게 제공할 의사는 없으며, 향후 방북 추진의 경우에도 자유행동을

2. Torricelli 의원은 1987.6.14. 주미대사 면담 시 북한 방문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외무부는
주미대사관에 동 의원의 방북 계획 취소를 촉구하는 한편 필요시 국무부와 친한 인사들을 통한 간접
설득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동 의원은 뉴욕 소재 단체인 Int'l Christian Youth Exchange로부터 1987.8월말 북한 방문을
초청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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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으로 할 것임.

조선 자주평화통일 추진위원회 [조자통]
중남미지역회의

| 87-0482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중미과/남미과/정보2과

MF번호

2017-34 / 17 / 1~63(63p)

조선 자주평화통일 추진위원회(조자통) 중남미 지역회의의 1985∼86년 중 개최 현황임.
1. 동 중남미 지역회의가 1985.3.26.~28.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바, 북한 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음.
2. 조자통 미주지역 정당회의가 1986.12.11.~13. 쿠바 아바나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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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끼주프르 쿠바 공산당 대표단장, 조자통 국제연락위원회
서기장, 엘로에 토레스 조자통 중남미·카리브지역 위원장 등 미주지역 총 32개국 76개 정당
및 투쟁단체, 8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함.
 회의는 각국 정당, 정부 및 국회에 대한 호소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동
대한 연대성과 지지 캠페인 전개에 관한 성명 등 문건을 채택하고 폐막함.

북한 일반(대내외 동향)

| 87-048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정보2과/유엔정책과

MF번호

2017-35 / 11 / 1~149(149p)

북한의 1987년도 주요 대내외 동향임.
1. 김정일 및 김일성 생일 관련 행사
주제네바 북한대표부는 2.16. 김정일 생일 행사를 동 대표부에서 개최한 바, 소수의 친북 인사들이
참석함.
시에라리온 외교차관은 김일성 생일 행사에 Momoii 대통령에 대한 방북 초청이 있었으나, 축전만

2. 평양방송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회의가 1987.4.21.∼23.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되었다고
보도함.
참석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55명
의안: 1987∼93년 제3차 7개년계획 심의, 1986년 결산 심의 및 1987년 예산 심의

3.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회의 결과 주요 내용임.
정무원 이근모 총리는 제3차 7개년계획이 김일성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물질적, 기술적 토대 마련 및 이를 위한 기간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식주 문제의
해결, 무역 증대 및 대외경제협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함.
제3차 7개년계획의 주요 목표로 1980년 제6차 당대회 시 발표한 1980년대 10대 목표를 대부분
그대로 제시하였으나, 철강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심각한 경제 현실을 반영함.
무역 규모의 3.2배 증대, 비철금속, 수산물 등 수출 주종품의 상향 조정 및 수정주의 사조 침투에
대한 반대 투쟁을 강조함.

4. 평양방송은 1987.8.27. AAPSO(아시아·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주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핵·
평화와 반제(反帝) 연대성을 위한 국제회의가 9.24.~26.간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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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예정이라고 언급함.
주유엔대사는 가이아나 수상이 김일성 생일 행사 참석을 위해 4.15. 북한을 방문 예정이라고 보고함.

구주의회의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 채택

| 87-048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36 / 5 / 1~85(85p)

1. 주벨기에대사는 1987.9.17. 구주의회의 남북한 관계 결의안 채택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한국친선협회는 남북한 대화 촉진을 위한 결의안을 구주의회에 제출하여 10월 구주의회 본회의에서
동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킬 계획을 추진 중임.
구주의회-한국친선협회 Rinsche회장은 친선협회 내에서 결의안을 예비 협의한 바, 긍정적인 반응
을 얻은 바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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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주의회는 1987.10.29.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아래와 같이 채택함.
결의안 주요 내용

- 한국의 남북한 외교장관회담 제의와 관련하여 남북대화의 즉각 재개 및 불가침협정 체결 촉구
- 구주공동체 회원국의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 노력 가속화 촉구
- 88 서울올림픽 개최 저해 활동 반대
채택 경과

- 10.27. 구주의회 의장단의 긴급 안건 채택 시 남북한 관계 문제 누락
- 10.28. 구주의회 본회의는 한국 측의 남북한 외교장관회담 제의가 올림픽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다고
판단, 남북한 관계를 의제로 채택
- 10.29. 본회의 표결 결과 보수당, 사회당 의원 전원 및 일부 공산당 의원 찬성으로 채택
결의안 채택 의의 및 평가

- 대통령의 1986.4월 구주의회 방문 이후 한국의 구주와의 관계 긴밀화 추세 반영
- 구주지역에서의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및 지지 기반 확산
- 국제 사회의 올림픽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

남북 외무장관회담 제의관련 한·일본간 협의

| 87-048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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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7년 남북한 외교장관 회담 제의 관련 일본과의 협의 내용임.
1. 외교부차관은 1987.8.1.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7.23. 북한 제의에 대한 평가와 남북한 군축협상에
관한 기본 입장 및 남북한 외교장관 회담의 의의를 설명하고 일본의 협조를 요청한 바, 일본대사는
남북대화와 관련한 한국 측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본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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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에게 사전 통보하고 일본 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일본 측의 지지와 호의적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교섭을 지시함.
3. 일본 외무성은 1987.8.3. 외무성 출입기자단을 소집하여 한국 외무부의 남북한 외교장관회담 제의에
대한 외무성 입장을 발표하고, 동 제의가 한국 측의 적극적, 건설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함을 밝히는 한편 동 제의를 계기로 남북한 간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함.
NHK는 8.3. 정오 뉴스에서 한국 성명 발표 및 일본 외무성 코멘트를 보도함.
아사히, 요미우리 등 일간지는 8.3. 한국의 성명 내용을 주요 기사로 보도함.

4. 일본 언론은 1987.8.7. 북한의 3자회담 제의 사실 및 해설 기사를 국제면 주요 기사로 아래와 같이
보도함.
아사히:‘남북 외상회담에 미 국무장관 참가’제하 보도
마이니치:‘남북회담에 북한이 대안 제시’제하 보도
닛케이: 북한, 남북외상회담에 미 국무장관 참가 주장 보도
동경:‘미 국무장관도 참석해야’제하 보도
니가타 일보: 남북외상회담 제안 내용과 해설 기사 보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정부는 북한의 군축회담 제의와 관련하여 1987.8.3. 외무부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이에 관해 주한

북한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전3권
V.1 1986.12 - 87.1

| 87-048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7-36 / 7 / 1~215(215p)

1. 북한 김일성은 1986.12.30.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하여‘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
을 아래와
같이 제의함.
회담 당사자

- 남북 쌍방의 고위 당국자 및 군사 실권자
회담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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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대책: 상호비방 중지 문제, 다방면적 합작·교류 실현을 통한 민족적 유대를
도모하는 문제
-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 병력 축소· 군비경쟁 중지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문제,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 강화 대책, 중립국 감시군 조직 등
- 기타 정치·군사 정세 완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문제

2. 북한은 1987.1.11. 평양방송을 통하여 북한 이근모 정무원 총리 및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한국
노신영 국무총리 및 이기백 국방부장관 앞 1.10.자 아래 서한 내용을 공개함.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을 1987.1.27. 10:00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양측 대표단은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군참모총장급을 부단장으로 하여 7~9명으로 구성함.

3. 전두환 대통령은 1987.1.12. 국정연설을 통하여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개최를
아래와 같이 촉구함.
북한은 금강산댐의 축조를 중지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 남북대화에 응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북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등 중단된 남북대화가 하루
속히 재개되어야 함.

나아가서
북한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동 회담이 실현되면
본인이 이미 제시한 바 있는 평화정착과 민족통일의 방안은 물론 최근 북한이 제의한 정치·
군사회담 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간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4. 주유엔대사는 1987.1.16.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최근의 남북한 관계에 관해 협의한 바,
동 총장은 북한의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 제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거부해 온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 제의와 관련하여
유엔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하여 왔으며,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로 평가됨.

남북한
간에 우선 고위급 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실무급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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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북한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전3권
V.2 1987.2 - 5

| 87-0487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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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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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1987.1.30.자 북한 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한국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전달하여 옴.
북측이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을 1987.1.27. 개최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남측의 호응이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앞으로
20일 내에 남측이 북측의 제의를 연구하여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의 일시를 결정하여
줄 것을 남측에 일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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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1987.2.14.자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명의의 북한 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함.
북측이 기존 대화의 효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임.
금강산댐 건설 중지와 수자원 회담 및 기존 회담의 재개를 요구함.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함.

3. 북한은 1987.3.3.자 북한 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한국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전달하여 옴.
남측이 기존 대화의 재개를 고집한다면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을 개최하면서 동시에 남북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과 남북경제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도 개최할 수 있음.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에서 금강산댐 건설 문제도 토의할 수 있음.
제1차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을 1987.3.26.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4. 정부는 1987.3.17.자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명의의 북한 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함.
북측은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을 기존 대화의 재개 및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실질적인 신뢰 조성을 위해 금강산댐 건설공사의 즉각 중지와 남북한 수자원회담 개최와 기존 대화의
재개가 필요함.
남북 총리회담 개최를 제의함.

5. 북한은 1987.3.30.자 북한 정무원 총리 명의의 국무총리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전달해 옴.
회담 형식에 구애될 생각은 없으며, 남북 총리회담도 무방함.
남북 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장관급 예비회담을 4.23. 개최할 것을 제의함.

6. 정부는 1987.4.10.자 국무총리 명의의 북한 정무원 총리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함.
북측이 남북 총리회담 제의에 호응해 올 뜻을 보인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함.
그러나 총리회담에 앞서야 할 기존 대화의 재개를 외면함으로써 사실상 총리회담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남북
수자원회담(5.6.), 제6차 남북 경제회담(5.12.) 및 제11차 남북 적십자회담(5.19.) 개최를 제의함.
이러한 회담들이 개최되어 진전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총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가질 수 있음.

4.27. 북측을 비난하는 정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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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은 1987.4.24.자 남북대화와 관련 한국을 비난하는 정무원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한국도

북한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전3권
V.3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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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987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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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7-36 / 9 / 1~71(71p)

북한의 1986∼87년 중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관련 남북한 간의 서신 교환, 성명 발표
및 해외 언론의 보도 현황임.
1. 정치군사회담 제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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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2.30.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1987.1.12. 한국이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개최 촉구
1987.1.30. 북한이 남측에 1차 서신 전달
1987.2.14. 한국이 북측에 1차 서신 전달
1987.3.3. 북한이 남측에 2차 서신 전달
1987.3.17. 한국이 북측에 2차 서신 전달
1987.3.30. 북한이 남측에 3차 서신 전달
1987.4.10. 한국이 북측에 3차 서신 전달
1987.4.24. 북한 정무원 대변인 성명 발표
1987.4.27. 한국 정부대변인 성명 발표

2. 재외공관의 현지 언론 기사 보고
보고 공관

- 주 오만대사관, 주카라치총영사관, 주나고야총영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자메이카총영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서베를린총영사관, 주파키스탄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멕시코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스리랑카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포르투갈대사관, 주사우디대사관,
주세네갈대사관, 주터키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요르단대사관, 주자이르대사관, 주콜롬비아
대사관 등
보고 내용

- 1987.3.17. 한국의 남북 총리회담 개최 제의에 관해 중점 보도

남북한 회담 관련 대유엔 관계

| 87-048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유엔정책과

MF번호

2017-36 / 10 / 1~239(239p)

정부의 1987년 남북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및 외교장관회담 제안 관련 대유엔 협의 내용임.
1. 남북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안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은 1987.3.18. 주유엔 북한대사를 초치하여 북한이 의제,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준비회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준비회담은 남북한 간
직접 협의 또는 유엔 사무총장이 지원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북한대사는 평양의 훈령이 없다는

북한이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안보리 문제에 관해 자신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함.
주유엔대사는 4.10.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한 바, 케야르 사무총장은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겠으며, 남북한이 서로 합의하여 대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함.

2. 남북한 외교장관회담 제안
주유엔대사는 1987.7.31.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장을 면담하여 동 제의의 배경 및 의의를 설명하고,
남북한 외교장관회담 실현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기를 요청함.

주유엔대사는
8.3. 유엔 주재 각국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의 배경 및 의의를
설명한 바, UPI, 로이터, AFP, 인민일보, 교토, NBC 등 25명의 기자가 참석함.

유엔
사무국 및 각국 대표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동 제의에 대한 홍보를 시행함.

케야르
사무총장은 8.6. 주유엔대사에게 한국 측 제의는 건설적이고 독창적으로 내주 중 북한
대사를 초치하여 한국 측 제안을 수락하도록 촉구 예정임을 설명하고, 회담 실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주유엔대사
요청에 따라 사무국은 8.11. 남북회담 제의에 관한 외무부 성명을 안보리 문서
(S/19026)로 배포함.

주유엔대사는
8.10.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협조를 요청한 바, 동
사무차장은 북한대사 면담 시 한국 측 요청 사항을 유념하겠다고 언급함.

케야르
사무총장은 8.10. 북한대사를 초치하여 한국 측 제안을 수락하도록 촉구한 바, 북한대사는
8.6. 발표된 남북한 및 미국 간의 3자회담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동 사무총장은 남북한 외교장관
회담의 실현을 종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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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직접 응답을 회피하고 종래 입장을 반복 설명함.

유엔
정치 및 안보리 담당 사무차장(소련인)은 4.2. 주유엔 차석대사에게 한국 측 총리회담 제의를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

| 87-049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7-36 / 11 / 1~100(100p)

남북한의 1986년 중 국제 경기 대회에서의 단일팀 구성 및 북한 개최 행사 참가 문제 관련
내용임.
1. 제1회 아시아 유럽 탁구대회(1986.1.7.~11., 로마)
이태리 신문 Corriere Della Sera 1.8.자는‘닉슨 이후 핑퐁이 올림픽을 돕다’제하로 보도함.
주최 측인 Valkencournt는 동 탁구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 탁구팀이 도착한 사실을 주네덜란드
544

대사관에 통보함.

주네덜란드대사관은
북한 선수단이 한국 교민과 자연스럽게 접촉하였으나, 임원진은 접촉을
회피함을 보고함.

2. 북한 원산 개최 국제유도심판시험(1986.6.2.~4.) 응시 문제
외무부는 국제유도심판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북한과의 국제체육행사 상호 교류를 통한 비정치
분야 교류 증진 및 남북한 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제2회 아시아 청소년 탁구선수권대회(1986.3.28.~4.8., 일본 나고야)
한국 선수단이 3.29. 연습하는 중 북한 대표단이 접근하여 함께 연습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함.
일본 탁구협회는 제8회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1987.4월 또는 5월)의 일본 개최 용의를 표명하고,
남북한에 대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을 제의함.

4. 제2회 아시아 유럽 탁구대회(1986.12월, 일본)
아시아 탁구연맹집행위원회는 1986.8.3. 남북한 단일팀 결성을 결의함.
스웨덴 언론은 11.8. 전지훈련 참가 남북한 탁구 선수단이 함께 식사하고 연습하였다고 보도함.

북한은
11.27. 김일성 사망 오보를 이유로 단일팀 구성을 거부함.
대한탁구협회는 12.1.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체육 행사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함.

대동구권 인사교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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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7-36 / 12 / 1~122(122p)

동구권 국가와의 1985~87년 중 교류 현황임.
1. 1985년도 인사 교류 현황
한국인의 동구권 방문

- 소련(17회 35명), 불가리아(9회 56명), 체코(16회 38명), 동독(30회 133명), 헝가리(47회 110명),
폴란드(16회 20명), 루마니아(6회 23명), 유고(28회 65명), 알바니아(0)
동구권 인사의 한국 방문

2. 1986년도 인사 교류 현황
한국인의 동구권 방문

- 소련(92명), 유고(62명), 헝가리(137명), 동독(113명), 폴란드(66명), 체코(40명), 루마니아(4명),
불가리아(67명), 알바니아(0)
동구권 인사의 한국 방문

- 소련(61명), 유고(121명), 헝가리(159명), 동독(68명), 폴란드(98명), 체코(24명), 루마니아(9명),
불가리아(14명), 알바니아(0)

3. 1987년도 인사 교류 현황(1987.1~10월)
한국인의 동구권 방문

- 소련(56명), 유고(358명), 헝가리(192명), 동독(53명), 폴란드(71명), 체코(120명), 루마니아(31명),
불가리아(39명), 알바니아(0)
동구권 인사의 한국 방문

- 소련(234명), 유고(120명), 헝가리(209명), 동독(105명), 폴란드(49명), 체코(31명), 루마니아(8명),
불가리아(84명), 알바니아(0)

4. 최근 동향 평가
소련 타스통신 동경지국장 등 동구권 언론인의 방한 증가
헝가리, 동독, 유고 등 경제계 고위 인사의 무역사무소 설치 등 한국과의 경제통상 협의차 방한
사례 증가
헝가리 학자, 문화계 인사 방한 등 증가
동구권과의 교역이 대부분 간접교역이나, 최근 직교역 사례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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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10회 109명), 불가리아(6회 37명), 체코(14회 23명), 동독(12회 55명), 헝가리(24회 84명),
폴란드(24회 72명), 루마니아(4회 29명), 유고(53회 127명), 알바니아(0)

1987년도 대동구권 관계개선 활동 계획

| 87-049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7-36 / 13 / 1~103(103p)

동구권 국가의 1987년도 대내외 정세 및 재외공관의 대동구권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 계획 관련
내용임.
1. 소련 및 동구권 정세
소련 국내 정세
546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은 개혁파를 주축으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동 체제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소련은 침체 상태에 있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 분야 개발, 소규모 민간기업의 활동 허용 등
경제 근대화 및 내정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됨.
소련 대외정책

- 전 세계의 공산화라는 기본 목표에 따라 대외 여건 개선을 위한 평화 공세 등 적극적, 신축적인 외교 공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에 대한 지지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한국과의 비정치 분야 교류에 대한 제한적 허용 가능성이
있음.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과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주시하는 것으로 평가됨.
동구권 정세

- 루마니아: 차우셰스쿠의 장기 집권 및 개인숭배 강요, 족벌정치, 사회통제 강화, 긴축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소련의 대공산권 지도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서방이 선호하는
동구권 국가로 관심을 받으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입장을 지지함.
- 폴란드: 야루젤스키 정권은 반정부 세력 및 가톨릭 교회에 대한 통제를 통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농공업의 침체로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체코: 1986.3월 공산당 대회 시 지도체제 및 국내외 정책의 변화가 없었으며, 1987년에도 특이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헝가리: 경제 면에서 개방 추구, 제품 생산을 제외한 무역 및 유통 분야에서 사기업을 허가하는 등
개혁을 추진 중임.
- 유고: 1986.5월 취임한 Mikulic 대통령은 광범위한 경제자유화정책을 추진하여 실업과 인플레 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음.

2. 대동구권 관계 개선 활동 계획
동구권 외교관 접촉 활동
서방 우방국을 통한 동구권 국가와의 간접 접촉 활동

대동구권
경제 통상 교류 증진
대동구권 체육 문화 교류 증진 및 홍보 활동

대동구권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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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7-36 / 14 / 1~112(112p)

1. 주요 국가 주재 동구권 국가의 영사단 및 무역사무소 등 대표기관 현황임.
몬트리올: 소련 등 5개 총영사관, 소련 등 3개 통상사무소
시드니: 불가리아 등 7개 총영사관, 소련 무역사무소
시카고: 유고 등 2개 영사관, 루마니아 등 2개 무역사무소
뉴욕: 헝가리 등 3개 총영사관, 유고 무역사무소, 헝가리 관광공사 지사

상파울루:
폴란드 총영사관, 체코 등 2개 영사관, 소련 등 5개 무역사무소

2. 동구권 국가와의 교류 활동
소련 서울올림픽 조사단 1987.7월 방한

- 소련 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의 방한 조사 활동
헝가리 상의 서울 사무소 개설 추진

- 1987년 중 헝가리 상의 서울 사무소 및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부다페스트 지사 개설 추진
- 동독 등 여타 동구권에의 파급 효과 기대
폴란드 Agropol사 서울 지사 설치 가능성 문의

3. 88 서울올림픽 이후의 한·동구권 관계 전망
최근 관계 현황

- 서울올림픽 개최 및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 외교관 직접 접촉 사례 점증, 비정치 분야 인사 교류 대폭 증가 및 경제통상 관계의 지속적 확대 전망
서울올림픽 참가 전망

- 국제 관계의 급속한 변화가 없는 한 소련 및 동구권 국가의 서울올림픽 참가 확실시
올림픽 개최 이후 대동구권 관계 전망

- 한국의 국력 신장 및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른 근본적인 시각 변화 불가피
- 비정치 분야의 교류 증진 가속화 예상
- 정치적 관계 개선 전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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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소련 등 4개 영사관
시드니: 소련 등 7개 총영사관, 소련 무역사무소

공산권 여행허가 - 베트남. 전2권 V.1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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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의 1987.1~5월 중 특수지역(베트남) 입국 신청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 회신 등 관련 조치 내용 목록임.
1.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민간기업인 베트남 입국에 대한 의견문의(1.19.)
외무부는 플랜트 수출 상담 목적의 베트남 여행에 이견 없음을 통보(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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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공부의 대베트남 플랜트 수출 관련 민간기업인 베트남 입국에 대한 의견문의(1.21.)
외무부는 상담 목적 베트남 입국에 이견 없음을 통보(1.26.)

3. 외무부의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민원인 베트남 여행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문의(2.5.)
국가안전기획부는 베트남 방문에 이견 없음을 회신(2.9.)

4.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민간기업인 수입계약 체결을 위한 베트남 입국 의견문의(2.18.)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통보(2.23.)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동 민간기업인 베트남 입국 결과를 보고(4.13.)

5.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플랜트 수출 상담을 위한 민간기업인 베트남 입국승인 요청(3.21.)
6. 주태국대사의 주재국 주재 민간기업인 1987.3.18.~26. 베트남 출장 보고서(4.1.)
7.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신규 상담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인의 베트남 입국 의견문의(4.28.)
외무부는 동 일행의 여행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망하는 입국허가 의견회신(4.29.)

8. 주태국대사의 상기 민간기업인의 아래 요지 1987.5.13.~21. 베트남 출장 결과보고서(5.27.)
베트남은 모든 국가와 교역을 원하나, 미국은 단지 포로, 실종자, 전사자 유해 회수 등에만 관심을
갖고 접촉 중
북한은 베트남의 한국과의 교역에 항의하고 있으나,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베트남 구매자와 한국 간의
문제라고 답변
경제 현황

- 농업 진흥, 식량 자급, 소비재 증진, 수출 증진을 목표로 1986~90년 경제5개년계획 추진 중
- 수입·수출 쿼터제, 건별 승인, 북부 출신의 남부 요직 직접 파견 등 남부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
- 소련의 원조로 매년 10% 이상 성장 중이나, 산업 간 불균형과 유통문제로 전반적 성장률이 저조

공산권 여행허가 - 베트남. 전2권 V.2 6-12월

| 87-049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7-36 / 16 / 1~211(211p)

상공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의 1987.6~1988.1월 특수지역(베트남) 입국 신청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 회신 등 관련 조치 내용임.
1.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7.6.3. 외무부에 민간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결과 보고서를 송부하고, 아래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Bank Corres 개설 희망, 베트남 경제 발전에 대한 협조 요청, 특히 특정 민간기업의 조정 역할

- 베트남 측의 한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에 대해 민간업체가 적극 수용하는 데 이의 없으나,
현 제반 상황 고려 시 신중한 내실 추구가 바람직함.
- 특정 기업의 조정 역할은 타 회사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임.

2. 민간기업인의 1987.7.13.~27. 베트남 출장 결과 중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음.
베트남 측은 한국의 경제개발 전문가 파견, 세미나 개최를 희망함.
기타 탐문 사항

- 미국, 중국(구 중공), 아세안의 대베트남 교역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채널을 통한 각국과의
교역 증대
- 베트남 정부의 대지방 및 수출입공사 통제력 약화, 석유관계 산업 육성 노력, 경제난 가중, 6개월 단위의
복수사증 발급

3.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수출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인의 1987.7~12월 수시 베트남 입국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외무부는 수시 입국에 이견 없음을 회신함.

4. 외무부는 1987.12.23. 국가안전기획부에 친지 방문 목적의 베트남 입국에 대한 인도적 견지에서의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국가안전기획부는 친지 방문차 입국 허가에 이의 없음을 회신함.

5. 주홍콩총영사는 1988.1.4. 한국 여권 소지자의 가족 방문차 베트남 여행 허가 신청을 보고함.
외무부는 가족 방문 목적의 베트남 여행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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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외무부는
6.26. 아래와 같이 회신함.

비동맹 조정위 특별 각료회의. Georgetown
(가이아나), 198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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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조지타운에서 1987.3.9.~12. 개최된 비동맹 조정위원회 특별각료회의 관련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외무부는 1987.3.4. 비동맹특별각료회의 관련 대책을 아래 수립함.
회의 목적 분석
550

- 남미, 카리브지역 국가들은 심각한 외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동 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를 통해 비동맹국들의 단합 및 채권국인 선진국과의 교섭에 유리한 입장 수립을 도모함.
대책

- 북한은 동 기회를 활용하여 1987년 평양 개최 남남협력 각료회의에 다수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 공동성명 초안에서 북한의 비동맹회의 참여 요청 문안 삭제 교섭을 추진함.
- 동 조항의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을 지지하는 비동맹국을 통해 평양 개최 비동맹회의 참가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함.

2. 정부는 1987.3.4. 주아르헨티나대사 등 30개 공관장에게 동 비동맹특별각료회의에서 채택을 추진 중인
공동성명 중 평양 개최 남남협력을 위한 각료회의에 전 비동맹회원국의 참가 요청 문안과 관련하여
주재국에 대한 아래 정부 입장 설명 및 결과 보고를 지시함.
북한은 남남협력이라는 본래의 회의 목적을 일탈하여 88 서울올림픽 방해 활동 등 동 회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동 공동성명에 평양 개최 비동맹회의 참석 문제는 언급하지 않음이 바람직함.

3. 동 특별각료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회의 목적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정세 검토, 동 지역을 포함한 제3세계의 심각한 외채위기 문제 협의
주요 토의 내용

- Contadora 4개국(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의 중미사태 해결 중재 노력에 대한 비동맹회
원국의 지원 촉구
-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비난
- 모든 채권국과 채무국 간의 대화를 통한 제3세계 외채위기 해결 촉구

한국 관련 사항 언급

- 최종 공동성명에 1987.6.9.~13. 평양 개최 남남협력 비동맹특별각료회의에의 참가 촉구
회의 결과 분석 및 평가

- 향후 제3세계 국가들이 단합 및 대외채무 지불 연기 또는 새로운 외채 지불 조건 제시 예상
- 북한의 평양 회의 참가 유치 교섭 강화 전망
-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이 동 회의 종료 후 쿠바, 니카라과 방문 예정으로 평양 비동맹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강경 비동맹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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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3.11.), 가이아나 대통령 등 주요 인사 면담
평양에서 1987.6월 개최 예정인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각료회의 참가 유치 활동
가이아나와의 기존 협력관계 강화 및 가이아나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 저지 활동

5.	주유엔대사는 1987.3.18. 가이아나 개최 비동맹조정위 특별각료회의 공동성명서 및 동 회의에서
채택된‘조지타운 평화호소문’
을 송부하고, 7.23. 동 공동성명서가 유엔 안보리 문서로 배포되었음을
보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4.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의 1987.3.8.~23. 가이아나, 쿠바 및 니카라과 방문 결과임.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198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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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엔대사는 1987.2월 이후 유엔 개최 비동맹조정위원회 주요 의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987.3월 가이아나 조지타운 개최 중남미 문제에 관한 비동맹조정위 특별각료회의
1987.6월 평양 개최 비동맹각료회의 준비 상황

각료급
경제협력 상설위원회 설치문제

2. 뉴욕에서 1987.10.5.~10. 개최된 비동맹외상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552

회의 목적

- 유엔 총회 및 관련 기구에서 토의 예정인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비동맹국들의 의견 교환 및 공동입장
정립
최종 채택 공동성명서 중 한반도 조항 내용

- 한반도의 분단 상태 및 동 분단에 따른 평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함.
- 7·4남북공동성명 원칙에 따라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한
국민의 노력을 환영함.
- 한국민의 평화통일 염원 성취는 동 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에 의해 고양될 것임.
분석

-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1986.9월 개최된 제8차 비동맹정상회의 채택 최종문서 중 한반도 조항과 동일함.
- 동 조항(New Dehli formula)은 1983.3월 제7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배제하고
채택된 바, 한반도 문제 관련 비교적 온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각종 비동맹회의에서 한반도
조항의 모델로 정형화되어 가는 추세임.
평양 비동맹 특별각료회의 관련 언급

- 비동맹국 및 기타 개도국 간 집단적 자조노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천명함.
-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특별각료회의, 77그룹 ECDC(개도국간 경제협력) 정부 간 회의 후속조치 및
1987.9월 쿠바 개최 조정위 제6차 회의 결과를 평가함.
- 비동맹 및 기타 개도국들이 상기 회의 건의 사항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함.
북한 동향

-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1987.10.5. 연설에서 남북한 군사력 감축 등 북한의 최근 제의에 대해
설명하고, 1987.6월 남남협력에 관한 평양회의 결과를 언급함.
- 최종 성명서 한국 관계 조항 토의 및 채택 시 북한 측의 특기할 만한 동향은 없었음.

3. 주유엔대사는 1987.10.5.~6. 개최 제42차 유엔 총회 참석 비동맹외무장관 및 수석대표회의 시 배포된
1986.9월~1987.10월의 비동맹운동 활동 보고서를 송부함.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 기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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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1987.6.9.~13. 개최 예정인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와 관련한 정부의
대처 및 조치 내용임.
1. 개최 경위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1986.9월 개최된 제8차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동 평양회의를 결정함.
식량, 농업 등 남남협력사업의 재검토, 새로운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한 남남협력사업의 우선
분야 수립을 토의 의제로 채택함.

정부는 북한이 동 회의 개최를 이용하여 비동맹회의 개최국으로서의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를 높이고,
정치선전장화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상정함.

- 101개 비동맹 회원국 중 70여 개국 참가 예상
외무부는 1987.3월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서 동 회의에서 88 서울올림픽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봉쇄하고, 각국이 평양 개최 비동맹회의에 각료급 대표단 파견을 자제하도록 설득하며, 유엔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 입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7.4~5월 지역별로 아래 비동맹 국가들에
대하여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함.

-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 중동: 요르단, 튀니지, 오만, 쿠웨이트
- 아프리카: 세네갈, 가봉,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 중남미: 콜롬비아, 파나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 이라크, 이집트 및 북예멘에는 차관보급 교섭단 파견
외무부는 1987.5.15. 비동맹 소속 주재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동 회의 파견 대표단 구성에 관하여
파악하도록 지시함.

북한은
3.23. 및 5.14.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하여 비동맹 국가를 대상으로 평양회의 최종 문서
초안을 배포하였으나, 동 문서에는 4월에 북한 김영남이 언급한 ‘특별선언’ 또는 ‘선언문’
이
포함되지 않은 바, 외무부는 북한이 회의 임박 직전 또는 회의 중에 한반도 관련 정치선언이나
올림픽 관련 북한 입장을 반영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문서를 배포하여 기습적으로 채택을 시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외공관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지시함.
외무부는 5.11. 한국 입장 적극 지지 예상 교섭 대상 국가 21개국을 선정하여 해당 공관에 통보
하였으며, 6.3. 비동맹 국가 중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평양회의 관련 정보 수집 체제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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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대책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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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2 실무교섭단 파견

| 87-049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7 / 4 / 1~204(204p)

정부는 1987.6월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중동지역에 실무교섭단을 파견함.
1. 파견 경위
외무부는 1987.3월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서 평양회의가 북한의 정치선전장화 됨을 저지하고,
88 서울올림픽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방지하며, 각국의 각료급 대표단 파견 자제를 설득하는
554

한편 한국의 유엔 가입 입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7.4~5월 지역별로 비동맹 국가
들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건의함.
박수길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교섭단의 이집트, 이라크 및 모로코(당초 북예멘으로 계획하였으나
변경) 파견을 결정함.

2. 정부 훈령
이집트: 주한 총영사관 설치 및 외교관계 수립 요청
이라크: 외교관계 조기 수립 희망, 제3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 촉구
모로코: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 및 민간 실업인단 방한 요청

3. 파견 결과
이집트(4.4.~17.)

- Meguid 외상, 부수상 겸 기획장관 및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 등을 면담하여 외무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함.
- 이집트 측은 평양 비동맹회의의 정치선전장화에 대한 반대 입장 및 한국과의 수교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표명하였으며, 주한 총영사관의 조기 개설 필요성도 인정함.
이라크(4.17.~20.)

- Tariq Aziz 외상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여 외무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함.
- 이라크 측은 한국과의 조기 수교 실현을 희망하는 한편 평양회의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모로코(4.20.~23.)

- Filali 외상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여 외무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함.
- 모로코 측은 1987년 중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평양회의에서 선두 발언 등의 방법으로
한국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약하는 한편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 발언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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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6월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파견할 대통령 특사를 임명함.
1. 파견 경위
외무부는 1987.3월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서 평양회의에서 88 서울올림픽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저지하고, 각국이 평양 개최 비동맹회의에 각료급 대표단 파견을 자제하도록 설득하며, 유엔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 입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7.4~5월 지역별로 비동맹 국가들에

2. 특사 임명
특사 파견에 관한 기본 계획에 따라 1987.3.21. 지역별 특사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하
달함.

- 아시아지역(4.17.~5.2.):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강경식 민정당 의원
- 중남미지역(4.23.~5.14.):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파나마
  ·정관용 총무처장관
- 중동지역(4.14.~29.): 오만, 쿠웨이트, 요르단, 튀니지
  ·허문도 통일원장관
- 아프리카지역(4.17.~5.5.): 나이지리아, 가봉,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남재희 민정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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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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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7.6월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파견되는 대통령 특사가 지참할 친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3.26. 각 지역국과 문안 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4.6. 문안을 확정함.
2. 방문 대상 16개국별로 작성된 친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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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대상국가 지도자의 영도력과 국가 발전 평가
양국 관계 발전 희망 및 방문 대상국 정부가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여
준 데 대한 사의 표명

평양
개최 비동맹회의에 관한 언급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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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6월 평양 개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강경식 민정당
의원을 아래 아주지역 4개국에 대통령 특사로 파견함.
1. 파키스탄(1987.4.18.~21.)
Zia-Ul-Haq 대통령 및 S. Y. Khan 외상 등을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실현을 위한 지원,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측면 지원과 함께 비동맹 및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계속적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주네조

의사를 표명하고, 평양회의에서의 한국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함.

2. 인도(1987.4.21.~24.)
Zail Singh 대통령, Rajiv Gandhi 수상 및 Tiwari 외상 등을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요청과 간디 수상의 방한을 요청한 바, 인도 측은 한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기대함.

간디
수상은 양국 실질협력 관계 증진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정책 경험 공유를 위한
각료 파견, 무역수지 개선 및 조속한 해운협정 체결을 희망함.

3. 방글라데시(1987.4.24.~26.)
Ershad 대통령, Chowdhury 수상 및 Choudhury 외상을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통일정책 지지를 요청함.

방글라데시
대통령은 평양회의에서의 한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방글라데시 실정에
적합한 기술 이전 희망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신의 서울올림픽 참관
및 수상의 방한 희망을 표명함.

4. 인도네시아(1987.4.27.~30.)
Suharto 대통령 및 Mochtar 외상을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바, 동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캄보디아 문제 관련 한국의 ASEAN(동남아국가연합)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올림픽 개최 방해에 대한 반대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입장을 표명함.
- 비동맹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약속하고, 남·북 대화 재개 및 유엔 동시가입을 측면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목타르 외상의 평양 방문 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의사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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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의 1987.7월로 예정된 방한이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파키스탄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한국의 대북한 및 중국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 87-0503 |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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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7 / 8 / 1~422(422p)

정부는 1987.6월 평양 개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정관용 총무처
장관을 아래 중남미지역 4개국에 대통령 특사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평양회의의 정치선전장화 및 88 서울올림픽 방해 활동 저지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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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결과
볼리비아(1987.4.25.~28.)

- 파스 에스텐소로 대통령, 가렛 부통령, 베드레갈 외상 등을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볼리비아
측은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정책과 대외 입장을 전폭 지지하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함.
- 평양회의에 볼리비아 대표단을 파견치 않을 것을 약속함.
아르헨티나(1987.4.28.~5.1.)

- 알폰신 대통령, 마르티네스 부통령 및 사바토 외상서리를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알폰신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한 바, 아르헨티나 측은 평양회의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평양회의에 실무급 대표단 파견 검토 및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입장을
표명함.
- 아르헨티나 측은 양국 간 수산협력 및 한국인의 아르헨티나 진출을 희망함.
콜롬비아(1987.5.3.~6.)

- 바르코 대통령, 론도뇨 외무장관 등을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콜롬비아 측은 혈맹관계의
우의를 기초로 하여 한국의 모든 평화추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함.
- 평양회의에는 북한 측의 기도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급 직원 파견 입장을 밝힘.
- 콜롬비아 측은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기술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대와 콜롬비아 국영조선소 간의
선박수리 합작건설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 바르코 대통령의 1987.9월 방한 계획과 관련하여 콜롬비아 측은 태평양·대서양 연결 수송로 건설
사업 등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조함.
파나마(1987.5.6.~8.)

- 델바예 대통령, 아바디아 외상 등 인사들을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파나마 측은 한국 입장에
대한 기존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및 선수단 파견을 약속함.
- 파나마 측은 평양회의에는 북한의 비동맹회의 오도를 저지하기 위해 실무급 대표단을 파견할 입장임을
설명함.

| 87-0504 |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7 특사파견 V : 중동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7 / 9 / 1~174(174p)

정부는 1987.6월 평양 개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허문도 통일원
장관을 아래 중동지역 4개국에 대통령 특사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평양회의의 정치선전장화 및 88 서울올림픽 방해 활동 저지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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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1987.4.15.~17.)

- 카부스 국왕을 예방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면서 동 국왕의 한국 방문을 초청한 바, 국왕은 양국
관계 심화에 만족을 표명하는 한편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희망을 표명함.
- 안보·국방담당 부수상 및 재정·경제담당 부수상을 면담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관하여
협의함.
쿠웨이트(1987.4.17.~19.)

- 자베르 국왕 및 사아드 왕세자 겸 수상을 예방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면서 국왕과 왕세자의 방한을
초청함.
- 정부의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함.
요르단(1987.4.20.~21.)

- 하산 왕세자 예방 및 마스리 외상 면담을 통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면서 요르단의 한국 입장 지지에
사의를 표명한바, 요르단 측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함.
- 특사가 요르단 정부의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 바, 요르단 측은 요르단 정부의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설명함.
튀니지(1987.4.21.~24.)

- 부르기바 대통령을 예방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동 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약속함.
- 스파르 수상 및 사바니 외무담당 국무상 면담 시 튀니지 측은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하여 조만간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입장 결정에는 양국 간의 실질적 협력관계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튀니지의 제7차 경제개발계획에 한국 기업의 활발한 참여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강관 합작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한국 측의 관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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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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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8 특사파견 VI : 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7 / 10 / 1~428(428p)

정부는 1987.6월 평양 개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남재희 민정당
의원을 서부아프리카지역 4개국에 대통령 특사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평양회의의 정치선전장화 및 88 서울올림픽 방해 활동 저지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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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결과
나이지리아(1987.4.20.~23.)

- Babangida 대통령, Akinyemi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예방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나이지리아
측은 한국 입장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1987.7월 이전 서울에 상주공관
설치를 확정하였음을 밝히는 한편 한국 정부의 관련 협조를 요청함.
- 나이지리아 측은 서울올림픽 참가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약속함.
가봉(1987.4.23.~26.)

- Bongo 대통령 및 농업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예방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가봉 측은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약속함.
- 가봉 측은 중부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 입장을 지지하도록 측면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함.
카메룬(1987.4.26.~28.)

- Paul Biya 대통령, Mataga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예방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카메룬 측은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확인함.
- 카메룬 측은 서울올림픽 참가 및 지원을 약속함.
코트디부아르(1987.4.28.~30.)

- Simeon Ake 외상 등 주요 인사들을 예방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코트디부아르 측은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약속하는 한편 유엔 헌장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의 단독 유엔
가입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 코트디부아르 측은 평양회의 대표단 파견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서울올림픽 참가 및 지원을
약속함.

| 87-0506 |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9 국별 지지교섭 및
참석동향 : 아주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8 / 1 / 1~123(123p)

평양에서 1987.6월 개최 예정인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관련 북한의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 및 정부의 대응 조치임.
1. 북한의 외교 활동
김영남의 인도 방문(1987.2.26.~28.)

김영남의 인도네시아 방문(1987.4.2.~4.)

- 수하르토 대통령 예방 및 목타르 외상과의 회담 등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협력관계
및 평양회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측은 외상의 회의 참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함.
재외공관을 통한 외교 활동

- 재외공관 보고에 의하면 부탄,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북한대사관은 외상의 동 회의
참석을 요청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주인도대사는 인도 정부는 다수 회원국이 외상을 파견할 경우 인도도 경제장관 대신 외무장관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함.

2. 정부의 대응 조치
외무부는 5.15. 적극적인 지지 교섭 대상 22개 공관을 지정하고, 평양회의의 정치 선전장화 저지
교섭과 해당국의 대표단 구성 관련 보고를 지시함.
외무부차관 스리랑카 방문(3.11.)

- Jayasinghe 외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설명 및 양국 관계 협의를 통해 6월 평양회의에서
북한의 정치적 책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함.
- Hameed 외상의 한국 방문을 초청함.
인도 Tiwari 외무장관 방한(5.17.~19.)

- 인도 측 요청으로 방한하여 강경식 특사 인도 방문 시 거론된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함.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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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회의 의제 협의 및 기타 동 회의 준비 관련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하여 Tiwari 외상을
면담하고, 비동맹 주요 문제 협의를 위한 양국 정례 협의회 개최 및 경제·문화 합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함.
- 북한 측은 동 평양회의에 경제장관이 아닌 외상이 참석해 줄 것과 평양회의에서 채택할 결의안 초안
작성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인도가 차관급 사절단을 5월 중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
- 김영남은 간디 수상을 예방하고, 동 수상의 북한 방문을 재차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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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0 국별 지지교섭 및
참석동향 : 중남미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8 / 2 / 1~115(115p)

평양에서 1987.6월 개최 예정인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관련 북한의 중남미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 및 정부의 대응 조치임.
1. 북한의 외교 활동
북한은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고위 인사 파견 등 외교 공세를 전개하였으나, 중남미지역에
대해서는 고위층 방문 등이 없이 주재공관을 통해 평양회의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파악됨.
562

2. 정부의 대응 조치
외무부는 중남미 우방 국가들에 대해 대통령 특사 파견과 함께 주재공관을 통하여 평양회의
대표단 파견 여부 및 대표 수준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확실한 우방 국가에 대해서는 국장급, 대사급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줄 것을 교섭함.
중남미 국가 중 각료급 대표가 참석 예정인 국가는 페루 등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 국가들은
실무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파악됨.

- 참석 예상 국가: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자메이카, 니카라과, 가이아나,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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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1 국별 지지교섭 및
참석동향 : 중동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8 / 3 / 1~87(87p)

평양에서 1987.6월 개최 예정인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관련 북한의 중동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 및 정부의 대응 조치임.
1. 북한의 외교 활동
김영남은 3.26.~30. 이집트를 방문하여 Meguid 외상을 면담함.
주카이로총영사는 동 면담 시 평양회의 개최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됨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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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중동지역 친한 성향 국가들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과 함께 주재공관을 통하여
평양회의 대표단 파견 여부 및 대표 수준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북한이 동 회의 시
서울올림픽 문제 제기 등 정치적 선전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재국을 설득하도록
관련 공관에 지시함.
중동지역 국가들 중 평양회의 대표단 파견 국가는 이집트, 이란, 요르단 등 일부 국가이며, 참석
경우에도 실무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파악됨.
요르단은 대통령 특사 방문 시 불참 약속에도 불구하고 추후 외상 파견으로 입장을 번복한 바,
요르단 측은 1988년도 비동맹정상회담 유치 목적이라고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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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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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2 국별 지지교섭 및
참석동향 : 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8 / 4 / 1~201(201p)

평양에서 1987.6월 개최 예정인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관련 북한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 및 정부의 대응 조치임.
1. 북한의 외교 활동
탄자니아 므위니 대통령이 김일성 초청으로 3.10.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4.15. 김일성 생일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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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국가원수 및 기니, 보츠와나 부통령, 잠비아 수상이 참석함.
북한은 4.21. 나이지리아 주재 공관을 통하여 평양회의와 개최 시기가 중복되는 ECOWAS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정상회의의 시기 조정을 나이지리아 정부에 요청한 바, 16개 회원국 중
대부분 국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표시한 것으로 파악됨.

2. 정부의 대응 조치
외무부는 대통령 특사 파견 외에 박영수 대통령 비서실장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에 경축
특사로 파견하였으며, 주카메룬대사를 겸임국인 적도기니, 주세네갈대사를 겸임국인 감비아에
각각 출장하도록 하여 평양회의 참석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동 회의의 정치선전장화 반대 입장을
설득함.

아프리카
주재 공관들은 주재국 및 겸임국의 평양회의 대표단 파견 여부 및 대표 수준 등 동향을
보고하는 한편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인 국가에 대하여는 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 가나 등 일부 국가는 각료급이 대표로 참석함.
- 회의 참석 국가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동 회의 직후 방한을 초청함.

| 87-0510 |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3 국별 지지교섭 및
참석동향 : 비회원국 및 옵서버국가 등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8 / 5 / 1~109(109p)

평양에서 1987.6월 개최 예정인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관련 북한의 비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 및 정부의 대응 조치임.
1. 북한의 외교 활동
유럽에서는 그리스,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교황청 등에 대하여 옵서버 참가를 초청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및 호주, 중남미에서는 코스타리카, 브라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을

대통령, 니에레레 전 탄자니아 대통령 및 크라이스키 전 오스트리아 수상 등을 초청함.
UNCTAD(유엔공업개발기구), FAO(세계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함.

2. 정부의 대응 조치
외무부는 관련 공관에 대해 주재국 정부의 대표단 파견 여부 및 대표단 수준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대표단
파견이 결정된 국가에 대하여는 대표단급 격하 및 평양회의의 정치선전장화 반대 입장을
설득하도록 지시함.

일부
국가들은 중국 주재 대사관 직원을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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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한 것으로 파악됨.

교황청은
한국 출신 신부가 포함된 옵서버 대표단 파견 계획을 통보함.
개인 자격으로는 남남협력 문제에 관심이 많은 빌리브란트 전 서독 수상, 에체베리아 전 멕시코

| 87-0511 |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4 국별 지지교섭 및
참석동향 : 주UN대표부 보고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8 / 6 / 1~104(104p)

외무부는 1987.6월 평양 개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관련 회원국 소재 공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주유엔대표부에 송부함.
1. 주유엔대표부는 이를 통해 회원국 정부의 참석과 관련하여 회원국에 주재하는 공관이 파악한 내용을
주유엔대표부에서 파악한 사항과 대조, 분석하여 확인하는 한편 변동 여부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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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부 관계관은 유엔 주재 해당 공관 직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하여 동 회원국들의 참석 동향 정보를
확인함.
3. 주유엔대표부는 본부에서 송부한 정보를 개별 접촉을 통하여 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배포한 회의 의제
등 준비 사항 등을 파악 보고하고, 유엔 주재 관련 공관 관계관들에게 평양회의의 정치 선전장화 반대
입장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5 최종문서 초안

| 87-051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8 / 7 / 1~149(149p)

외무부는 1987.5.4. 인도 등 주요 비동맹국 소재 공관에 북한이 1987.6월 평양 개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종료 시 채택할 최종 문서의 초안을 준비 중에 있음을 통보하고,
동 초안의 배포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가능하면 동 사본을 입수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1. 주유엔대표부는 1987.5.14. 북한이 유엔에서 배포한 아래 요지의 최종 문서 초안을 보고함.
남남협력의 중요성, 장래 전략 및 정책 언급
개도국 간 무역 특혜 제도, 공동기금, 개도국 은행 설립 등 25개 사업의 조속한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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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이집트,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 및 주제네바대표부는 동 초안 사본을 입수하여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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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513 |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6 결과보고 I : 회의
결과 및 북한동향 보고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8 / 8 / 1~427(427p)

외무부는 1987.6.9.~13. 평양 개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결과 및 이에 따른
북한 동향 파악을 위해 김일성의 6.9. 개막사, 북한 방송 청취 내용 등 관련 사항을 비동맹 주요
국가의 주재 공관에 수시 통보하는 한편 회의 결과 관련 동향, 언론 보도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파악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각 공관은 주재국 대표의 개막 연설 내용, 주재국 대표의 김일성 등 고위 인사 면담 등 활동 동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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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외무성 관계관 언급 내용, 회의 참석자의 북한에 대한 인상 및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함.
2. 동 회의에는 비동맹 회원국 101개 국가 중에서 78개국, 비회원국 10개국 및 기타 국제기구와 민족해
방단체 14개가 참석하였으며, 김일성은
‘남남협력의 확대 발전’제하의 축하 연설을 통하여 남남협력을
위해 북한이 주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강조함.
3. 북한이 최종 문서 및 별도의 결의안을 통하여 서울올림픽 등 정치 문제에 관한 선언 채택 시도 여부와
관련하여 6.13. 채택된‘남남협력에 관한 평양 선언 및 행동계획’제하 최종 문서에는 정치적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국가 대표들이 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적 발언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경제협력 문제가 중점 거론됨.
4. 북한은 회의 종반에 경제적인 비식민화 및 비핵지대 설치 포함 군축 등 2개의 정치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을 시도하였으나, 온건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됨.

| 87-0514 |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평양,
1987.6.9.-6.13. 전17권 V.17 결과보고 II : 최종
문서 및 회의자료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8 / 9 / 1~292(292p)

1. 평양에서 1987.6.9.~13. 개최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는‘남남협력에 관한 평양
선언과 행동계획(Pyongyang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on South-South Cooperation)’
을 채택하고
폐막됨.
2. 동 회의 관련 자료 목록임.

회의 참가국으로부터 입수한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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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각국 대표단 접견
회의 진행 상황을 보도한 1987.6.12.자 노동신문
참석자 명단

비동맹/Africa 기금 참여

| 87-051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8 / 10 / 1~255(255p)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1986.9월 개최된 비동맹 정상회의는 인종차별 정책에 대항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분쟁 중인 전선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아프리카 기금(Action for
Resisting Invasion, Colonialism and Apartheid Fund: Africa Fund) 조성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결의한 바, 정부는 동 기금 참여 문제를 검토함.
1. 기금 조성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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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에 따라 구성된 남아프리카 연대기금위원회는 1987.1.14.~25. 인도 뉴델리에서 9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함.

- 앙골라 등 6개 전선국가들의 경제 하부구조 개발 및 생필품 비축을 위하여 최소 5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됨.
- 인도를 의장국으로 하여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페루 등 정상, 아르헨티나 외상이 참석하였으며,
회의에서는 생필품 비축 등 9개 행동계획과 1단계로 7억 달러 조성 목표를 채택함.
후속 제1차 고위급회담을 1987.8.4.~7. 뉴델리에서 개최하고 간디 수상 특사의 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1987.10월 제42차 유엔 총회 계기 비동맹 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동 아프리카 기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2. 정부의 검토
주인도대사는 1987.1.30. 동 기금 조성 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의 비동맹권 내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의 참여가 바람직함을
건의함.
인도 라지브 간디 수상은 1987.2.28.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을 송부
하였으며, 정부는 원칙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4.29.자 답신을 발송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은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수립함.

인도
Tiwari 외상은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1987.5.17.~19. 방한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면담 등 일정을 가졌으며, 외무부장관 면담 시 국제 정세, 남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 정세, 군축 문제, 1988.6월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회의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외무장관은 아프리카 기금 참여 관련 구체적 방법은 추후 통보할 예정임을
언급함.
주인도대사는 1987.7.17. 동 기금에 소련, 프랑스 등 1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대기금위원회는
기여금 사용 계획을 수립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음에 따라 공여국과 수혜국을 연결하는 한정된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함.

정부는
1987.11.11. 동 기금에 1백만 달러 규모의 국산 기자재 또는 의약품을 5년간 분할 지원
한다는 입장을 결정하고, 인도 정부에 통보함.

비동맹 기타 회의

| 87-051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38 / 11 / 1~173(173p)

비동맹 관련 회의의 1987년 중 개최 현황임.
1. 제2차 비동맹 공보장관회의(1987.6.8.~12., 짐바브웨 하라레)
차기 의장 선출 및 국제 정보통신 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등 공보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됨.
북한의 공보위원장이 참석하여 회의 종료 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한다는
문안을 포함시키려 시도하였으나 온건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됨.

인도 비동맹 연구소 주관으로 인도 독립 40주년과 비동맹운동 개시 26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개최됨.
북한 외교부 대표는 북한 선전을 내용으로 하는 연설을 행함.

3. 제12차 비동맹 통신사 보도망(Pool) 조정회의(1987.8.20.~22., 페루 리마)
비동맹 7차 정상회담 및 2차 공보장관회의 합의사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함.
북한 대표는 연설을 통해 비동맹 국가 간의 보도망 완성을 주장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에 대하여 비동맹 국가들과 통신사가 보여 준 단결에 대하여
사의를 표함.

4. 제1차 비동맹 및 개도국 영화축제(1987.9.1.~13., 평양)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최종 문서 부속 경제협력 행동계획 중 교육문화 분야 건의에 따라 개최됨.
비동맹 국가들의 민족영화 예술 발전 및 친선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30개국이 참석함.

5. 비동맹 남남위원회 제1차 회의(1987.10.2., 제네바)
선진국의 원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도국 간의 무역 및 협력을 증진 목적으로 28개국으로 구성된
비동맹 남남위원회의 제네바 설치 결정에 따라 개최됨.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8개 국가가 5백만 달러를 지원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비동맹 관계 국제 세미나(1987.8.6.~12., 뉴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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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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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연구소는 1987.6.16. 개최‘21세기의 한·미·일 관계 전망’
에 관한 세미나에 일본 전
방위청 장관인 가토 코우이치 의원을 초청함.
1. 동 의원은 세미나에서 일본의 국가 목표 설정, 군사대국화 문제, 국제관계에 관한 발표를 통해
군사대국화는 일본의 기존 방위정책과 상치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경제 발전에 따른 군비 확장
가능성에 관한 질의응답 시 자위력 이상의 군비 증강은 주변국에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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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의원은 1987.6.17. 국방부장관을 예방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 한·일 군사협력 전망 및 한·중
관계와 일본의 입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일본의 방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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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86.12.30. 내각회의에서 방위비의 GNP 1% 한도 폐지 등을 결정한 바, 동 일본
방위력 증강 동향에 대한 정부 입장 및 주변국의 관련 반응임.
1. 일본의 방위력 증강 동향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하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1976년 이후
방위비를 국민총생산액의 1% 미만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월남전 이후 미국의 국력
저하 및 소련의 태평양 진출 강화를 이유로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방위비 부담 증대를

노선의 연장선에서 방위력 증강 장애 요소 제거를 도모함.

2. 정부 입장 및 주변국 반응
미국은 자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하였으나, 북한, 중국(구 중공) 및 소련은 주변국에
불안을 조성하는 조치임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함.
정부는 공식 입장을 표명치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국회 및 언론에 대하여는 일본 주변
국가와 관련된 과거의 역사적 배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1987.1.24.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을 통해 일본의 기존 방위입장 및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3. 구리하라 일본 방위청장관 중국 방문
현직 장관으로는 제2차 대전 후 최초로 구리하라 장관이 장애평 중국 국방장관 초청으로
1987.5.29.~6.4. 중국을 방문하여 국방관계 인사들을 면담하였으며, 그간 소원해진 일·중 관계
개선 기반 조성을 도모함.
중국 측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교과서 문제 및 과거사 문제 등을 제기함.

4. 와인버거 미국 국방장관 일본 방문
동 장관은 1987.6.27.~29.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의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사업(FSX), 도시바
공작기계의 대소련 불법 수출 및 소련의 점증하는 잠수함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문제 등을 협의함.
 장관은 INF협정에 의거하여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핵탄두도 최종적으로는 전량 폐기하도록
동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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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해 옴.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나카소네 수상은‘전후 총결산’

일본·미국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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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 간의 1985∼86년 중 안보협력 현황임.
1. 1985년 중 일본·미국 안보협력
일본 외무성은 1985.1.7.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을 둘러싼 일본과 미국 간의 조정에 관해 외무
심의관급의 고위급 실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전략 원조 문제에 관하여 의견 교환을 한다는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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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외상과 슐츠 국무장관 간의 1985.1월 회담에서 동 건이 협의된 바 있음.
가토 일본 방위청장관은 미·일 국방장관회담 참석차 1985.6.7.~14. 미국을 방문함.

- 와인버거 미국 국방장관과의 6.10. 회담에서 일본 신방위력 증강 계획(1986~90년) 설명과 함께
MIDWAY 항공모함의 함재기 훈련 기지 사용 문제, 미국의 대일본 신레이다 기술정보 제공 문제 및
일본의 대미국 기술이전 문제 등을 협의함.

2. 1986년 중 일본·미국 안보협력
제16차 미·일 안보 고위급 실무협의회가 1986.1.15.~18. 하와이에서 개최됨.

- 일본 측에서는 방위청 사무차관,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함.
- 국제 정세 및 아시아 정세 등에 관한 의견 교환, 일본의 방위 노력 설명, 미·일 방위협력에 관한 의견
교환 등의 형태로 진행됨.

미국 하원에서의 주한 미군 감축계획 수립
권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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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은 미국 하원이 1988~89년 국방예산 수권법안 심의 시 제출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계획 수립 권고안을 1987.5.8. 찬성 64, 반대 311의 표결로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음을
보고함.
1. 본회의에서 Robert Mrazek 의원이 제출한 동 권고안은 하원의 국방예산 수권법안 심의 시 동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식으로 제출되었으며, 동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수립할 것을 권고함.
2. 외무부는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및 주요 의원들의 투표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동 표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평가함.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미국 의회의 확고한 인식을 반영한 것임.
동 수정안은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감안한 국방예산 감축 및 미국의 해외분쟁 개입 반대의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님.

57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방위지출 증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1988~92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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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 기획그룹 국방상회의가 1985.3.26.~27.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어 미국의
SDI(전략방위계획) 연구 추진을 만장일치로 지지한다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SDI는 현재로서는 연구개발 계획이며, 미·소 ABM(탄도미사일요격제한)협정 범위 내의 것임을
강조함.
 회원국 대표들은 미국의 SDI 계획을 지지할 것임을 확인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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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TO 외상회의가 1985.6.6.~7. 포르투갈 에스토릴에서 개최됨.
주요 의제였던 미국의 SDI 계획 참여 문제와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II의 연장 문제 및 ABM
조약 준수 문제는 공동성명에 언급되지 않음.

제네바
군축회담과 관련하여 전략무기, 중거리유도탄 및 우주무기 등 3개 분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함.

3. NATO 방위계획위원회 국방상회의가 1986.12.3.~5.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에서의
미국 측 입장임.
서구 안보와 미국 안보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전역 핵탄두 미사일 방위망 구축 연구안(유럽배치
소련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SDI 계획)을 발표함.

소련의
단거리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유럽 방위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함.

4. NATO 외상회의가 1986.12.11.~12.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바, 12.3.~5. NATO 국방상회의에서
합의한 Reagan 미 대통령의 전략핵무기 50% 감축 및 구주 INF(중거리핵미사일) 감축안과 SDI 추진에
대한 서구 동맹국의 지지를 재확인함.
5. NATO 국방상회의가 1987.5.26.~27.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1991년 말까지 철수 예정인 스페인
주둔 미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협의한 바, 동 기지 후보지를 이탈리아로 결정하고 이전 비용은 NATO
기본 방위비에서 충당하기로 합의함.
6. NATO 외상회의가 1987.6.11.~12.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어 미국과 소련이 전략핵무기
50% 감축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소련이 INF 관련 협상에서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함.

바르샤바(WARSAW) 조약기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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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르샤바 조약기구 7개국 정상회의가 1985.4.26.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어 동 조약기구의
20년간 기간 연장 의정서에 서명하고,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바르샤바 조약국들은 유럽 및 세계가 상호 대립하는 군사블록으로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음.
바르샤바 조약국들은 대서방 군사적 우위를 기도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서방측의 군사 우위도
허용치 않을 것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존재하고, 전쟁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방위를

2. 바르샤바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1985.10.22.~23.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되어 미·소 간 군축협상과
관련한 소련의 군축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동구권의 단결력을 과시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제안한 군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군비 경쟁의 중지 및 우주의 군사화에 대한 반대를 확인함.
핵무기의 대폭 삭감 필요성을 강조함.

3. 바르샤바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1986.3.19.~20.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어 1.15.자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의 군축 제의를 지지하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금세기 말까지 모든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하고 공격용 우주무기 배치를 금지하자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함.
미국과 동맹국들은 군비 경쟁 격화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

4. 바르샤바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1987.3.24.~25. 동독 동베를린에서 개최되어 NATO 측에 대해 바르샤바
조약기구 및 NATO 양측의 군사원칙안(Military Doctrine) 및 재래식 군사력 불균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금년 중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소련의 군축 노력에 대한 바르샤바 조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촉구함.
핵 군축을 위한 군사정보 교환을 위해 바르샤바 조약국 외상 및 국방상으로 구성되는 상설위원회를
창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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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것임.
바르샤바 조약국들은 바르샤바 동맹 및 NATO의 동시 해체를 촉구함.
동서 화해를 회복하고, 핵무기 경쟁이 우주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함.

주한미군 국산면세담배 판매사업 추진 협조요청

| 87-052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7-39 / 8 / 1~8(8p)

1. 한국보훈복지공단은 1987.2.26.자 외무부 앞 공한에서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해 옴.
동 공단은 담배전매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전매청으로부터 주한외국군 및 그 종사자
등에게 판매하는 제조담배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아 동 판매 사업을 운영코자 전매청과 협조하였던
바, 전매청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았음.
 신청서류 중에는 주한외국군 구매처의 추천서가 포함되어 있는 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
주한 미8군사령부로부터 외국군용 제조담배 판매인 지정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578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회의 한국 측 위원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외무부에서
미8군사령부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2. 관세청은 1987.3.2.자 외무부 앞 공한에서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해 옴.
한국보훈복지공단은 관세청으로부터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 및 SOFA 면세물품
양수기관으로 지정 받아 미군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를
감안하여 공공법인인 동 공단으로 하여금 국산면세담배 판매 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이
SOFA 관련 밀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동 공단의 면세담배 판매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 87-052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7-39 / 9 / 1~72(72p)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및 상무분과위원회는 1986.4.24. 주한미군 영내에
설치된 학교에 대한 한국인의 등록 사례 관련 문제를 협의함.
1. 상공부는 미군 측에 동 협정에 의거한 초청 계약자 이외의 제3자는 SOFA 규정에 따른 특권을 향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사례 및 한국인의 주한미군
영내 학교 등록 사례가 있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함.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미군이 매달 한국 정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미군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외무부는 1986.9.15. SOFA 합동위원회 및 상무분과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초청 계약자가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시정을 요청함.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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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계약자의 경우에는 1967년 합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해당인의 도착, 출발 및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 87-052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7-39 / 10 / 1~78(78p)

1. 외무부는 1987.3월 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도 개선안 중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표기 방법 개선

580

- 용도 기호를 현행 알파벳 부호에서‘미’
로 변경하는 문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함이 바람직함.
- 신분상 미군이라 하더라도 주한 미대사관 배속 인원 등은 SOFA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우에 따라서
는 제3국인도 군속으로서 SOFA의 대상에 포함됨.
- 한국 기관에서 발급하는 차량 번호판에‘미국’
을 표시하는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대미 의존적이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음.
번호판 교체 문제

- 한국 국민의 비사업용 차량의 번호판은 단계별로 교체하면서 SOFA 차량은 일제히 교체, SOFA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갱신 번호판 설치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게 됨.
- 일제 교체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가능해야 함.

2. 외무부는 1987.5월 교통부의 도로운송차량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주한미군 구성원, 군속 및 동 가족의 사유 차량은 SOFA 제24조 3항에 따라 한국 정부가 동
차량을 면허하고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68.7.3. 개최된 제28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요원 사유차량 면허 및 등록’
에 관한 절차를 승인한 바 있음.
따라서, 특례규칙안 제4조 2항의 미합중국 군대의 장에 의한 SOFA 차량 등록신청은 합의절차
5항의 주한미군 차량기록관에 의한 등록자료 제출 규정과 상충되지 않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례규칙안 제4조 3항 중 합의절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점검, 폐차, 정비 등)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영국내 한국전 참전 전몰용사 추모비 건립

| 87-052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7-39 / 13 / 1~61(61p)

1. 주영국대사는 1986.2.21. 영국 한국전참전용사회가 한국전 전몰 영국 장병을 추모하는 참전기념비
건립을 추진 중으로 한국 정부가 기념비 제작에 사용할 한국산 석재를 기증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정부의 동 자재 기증을 건의함.
2. 영국 정부는 2차 대전 이후 포클랜드 전쟁을 제외하고는 참전기념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음에 따라 건립 장소는 런던 St. Paul 성당 지하묘지의 벽면으로 결정됨.
581

외무장관 등 영국 측 인사들과 한국 육군참모총장 등 한국 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 비문이
새겨진 동 기념비 제막식이 개최됨.

“2차
대전 이후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참가한 전쟁에서 전몰한 영국의 용사들을 길이
기억하며, 그들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온 세계 국가와 국민들의 평화와
화해를 기원함. 한국 1950-1953년.”

4. 전두환 대통령은 참전기념비 설립추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서한을 송부하였으며, 국내 및 영국 언론은
동 기념비 제막식 행사를 사실 위주로 보도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교통부(한국관광공사)가 동 석재를 제공하여 1987.3.11. St. Paul 성당에서 영국 여왕 부처, 국방장관,

재미국 유학생 납북사건

| 87-052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국제기구과

MF번호

2017-39 / 15 / 1~93(93p)

북한 중앙방송은 1987.8.8. 재미국 유학생이 해외여행 중 자진 입북하였음을 보도한 바, 외무부는
8.11. 대변인 명의 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에 의한 납치임을 밝히고, 정부의 조치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을 제고할 것을 당부하면서 북한에 대해 동 피랍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함.
1.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인도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582

북한에 의한 납치 행위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 당국은 유학생을 포함한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함.
2. ICRC 측은 1987.8.11. 동 건 해결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으며, 피랍인 가족의 요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ICRC에 협조를 구하고 이에 대해 ICRC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함.
3. 대한적십자사는 1987.8.12. ICRC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청한 바, ICRC는 8.13. 실종인에 대한 심인
요청서를 가족이 작성하여 ICRC 홍콩지역 사무소로 송부해 줄 것을 회신함.
외교부 발표를 인용하여 납북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피랍인 가족을 대신하여 ICRC의 주선을
통하여 피랍인이 조속히 송환되도록 협조를 요청함.

ICRC의
개입을 위해 피랍인 가족 명의 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임을 통보함.

4. 동 납북사건을 규탄하는 행사가 미국 내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MIT 유학생회는 납북사건에 대한 규탄 대책을 협의한 후 1987.8.14. 유학생회를 소집하기로 함.
주뉴욕총영사관은 뉴욕 반공연맹이 8.14.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임을 보고함.

북한의 한국어선 격침 사건

| 87-052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7-39 / 17 / 1~167(167p)

한국적 어선 동진호가 1987.1.15.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되었으며, 한국적 어선 제31
진영호가 1987.10.7. 북한군 함정에 의하여 격침됨.
1. 동진호 납북
동 선박이 백령도 공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하여 강제 납북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1987.1.20. 대북 통지문을 통해 선원들의 조속 석방을 촉구함.
북한 중앙방송은 북한적십자사가 5.7. 성명을 통해 선장 및 선원이 간첩임을 자백하였음을

2. 제31 진영호 격침
백령도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동 선박이 북한 함정의 총격으로 격침되어 13명의 선원 중 1명만
구조됨.
정부는 1987.10.8. 국방부 대변인 및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성명을 발표하고, 군사정전위를 통하여
북한에 대하여 항의하는 한편 10.8. 전 재외공관에 북한의 호전성을 규탄하는 홍보 지침을 훈령함.
북한은 10.7.~9. 중앙통신 및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하여 동 어선 침몰은 북한 영해 침범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동 사건의 책임을 북한에게 묻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공모하여 한반도 긴장 조성
및 한국의 정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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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면서 동인들의 송환을 거부하였음을 보도함.

주한미군 부사령관 교체

| 87-0529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7-39 / 18 / 1~21(21p)

1. Jack I. Gregory 주한미군 부사령관(공군중장)이 1986.12.3. 이임 인사차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동인은 1년 6개월간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서 유엔사 부사령관 및 미 제7공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로 재임함.
공군대장으로 승진하여 태평양 공군사령관으로 발령됨.

- 1986.12.10. 이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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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aven C. Rogers 주한미군 부사령관(공군중장)이 1987.1.22. 부임 인사차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동인은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서 유엔사 부사령관 및 미 제7공군 사령관을 겸임함.
한·미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로 임명됨.

- 1986.12.9. 취임

국방대학원생 파키스탄 방문, 1987.1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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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원 교수 2인을 포함한 국방대학원생 대표단 10명이 1987.10.16.~20. 아래와 같이
파키스탄을 방문함.
1. 추진 경과
주파키스탄대사관은 동 방문 계획을 주재국 정부 측에 통보하고 일정을 협의한 바, 파키스탄
합참 관계관은 1987.9.1. 동 방문을 환영하며, 안내, 교통 편의 등 최대한 지원을 약속함.
합참 관계관은 동 방문 일정에 대통령 및 수상 예방, 합참, 국방대학원, 조병창, 국방부, 박물관

2. 방문 일정
10.17. 합참본부, 국방대학원 방문, 지아 대통령 및 주네조 수상 예방, 합참본부장 주최 만찬
10.18. 국방담당 국무상 예방, 박물관 방문, 조병청장 주최 오찬, 주파키스탄대사 주최 만찬

10.19.
페샤와 지구사령관 예방 및 오찬, 아프간 난민촌 방문
10.20. 카라치 해군사령관 예방, 해군함정, 파키스탄 제철 시찰, 카라치 해군사령관 주최 만찬

3. 방문 성과
양국 간 군사 분야 교류 및 협력관계 증진에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대통령, 수상 등 최고위급 인사 예방 실현은 한국 국방대학원생에 대한 각별한 환대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교류, 방산품 구매 등에 관한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의도로 분석됨.

고위
장성 양성기관인 파키스탄 국방대학원과의 지속적인 교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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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포함을 희망함.

자메이카 군사·안보 관계 주요인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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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ish 자메이카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초청으로 국군의 날 행사 참석차 1984.9.28.~10.4. 방한함.
동 참모총장은 방한 후 1987.10월 주자메이카대사 면담 시 방한 중 땅굴 시찰 및 국방부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남침 위협을 실감하였으며,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을 피력함.

2. Spaulding 자메이카 안보장관이 국방부장관 초청으로 1986.10.20.~25. 방한 예정이었으나, 198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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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개각 시 동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방한이 이루어지지 않음.
3. Anderson 자메이카 안보장관이 국방부장관 초청으로 1987.8.10.~14. 방한한 바, 동 장관의 주요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국방부장관 예방 및 만찬, 안기부장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및 오찬
판문점, 땅굴 및 올림픽 경기장 시찰
삼성전자 등 산업 시찰

Likulia Bolongo 자이르 국방차관 방한,
1986.5.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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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국방차관이 1986.5.28.∼6.2. 방한함.
1. 주자이르대사는 1986.5.19. 방한 예정인 Likulia Bolongo 국방차관을 예방한 바, 동 차관은 1985년
한국이 군복 3만 벌을 제공한 데 사의를 표하고, 10만 양병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5월 하순 방한 시
대우와 상담 중인 경비정 구입 건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 예정임을 밝힘.

1983.6.21. 국방부차관 명의 방한 초청
제40차 유엔 총회 계기 국무총리와 모부투 대통령 간 면담 시 방한 협의
1986.1월 방한 예정이었으나, 한국 측 사정으로 연기

3. 체한 일정
5.29. 국립묘지 참배, 국방부 차관 및 장관 예방, 대우 본사 방문, 국무총리 예방
5.30. 대우조선, 대우중공업 방문

5.31.
아시아자동차 시찰, 두산 피복 공장 시찰
6.1. 합참의장 예방, 특전사 시찰
6.2. 육사 방문, 올림픽 경기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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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추진 경위

미국·소련 군축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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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중 일련의 미국·소련 외상회담(4.13.~14., 9.15.~17., 10.22.~23. 및 11.23.~24.)이 개최된 바,
미 국무부는 10.22.~23.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소 외상회담 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해 10.26.
워싱턴 주재 한국, 일본, 호주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브리핑함.
1. 한반도 문제
소련 측 언급: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올림픽 경기를 절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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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더라도 일부를 북한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 한국은 북한의 군축협상 제의에 응해야 할 것임.

미국
측 언급: 북한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안을 수락하여 올림픽에 참가해야 하며,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남북협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므로 남북대화가 한국의
선거 후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2. 분야별 회담 결과
미·소 정상회담: 소련 측이 정상회담을 미국의 SDI(전략방위계획)와 연계시킴으로써 일정 확정에
실패

중거리
미사일 협상: 단거리 미사일의 12~18개월 이내 폐기 및 중거리 미사일의 3년 이내 폐기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검증 문제에 관하여는 아직 많은 의견 차이 확인(다만, 서독 보유
72개의 퍼싱 1-A 미사일은 미·소 보유 중거리 미사일이 완전 폐기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거하기로 합의)

전략핵무기
감축 및 SDI: SDI 실험 및 배치와 관련해서는 상호 이견 대립이 계속되었으나, 장거리
핵탄두를 6,000개로 제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한편 핵실험금지회담을 11.9.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인권 문제: 미국 측의 유태인 출국 허용 요청에 대해 소련 측은 연말까지 1만여 명 선까지 출국시킬
것임을 확인
지역 문제: 걸프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소련 측은
미 해군력 감축 및 유엔평화군 배치를 제의하였으며, 양측은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중동 및
중남미 문제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 상호 설명

3. 미국 측 평가
중거리 미사일 및 전략핵무기 협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았으며, 중거리 미사일 협상은 정상
회담의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고르바초프의
국내 기반이 안정됨에 따라 미국과의 조속한 협상 필요성 감소

소련
측이 양자 문제 및 인권 문제에 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나, 협상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힘과 우방국과의 유대가 긴요

중거리 핵 미사일 네덜란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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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1985년 중 핵미사일 배치 관련 동향임.
1. Lubbers 네덜란드 수상은 1985.11.1. 네덜란드 정부가 Cruise Missile 48기를 네덜란드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1985.11.4. 네덜란드 외무장관과 네덜란드 주재 미국대사 간에 Cruise Missile 배치에 관한 각서교환
형식의 합의문서가 서명됨.

네덜란드
의회는 1986.2.27. 동 미국·네덜란드 간 합의문서 동의안을 승인함.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정부의 Cruise Missile 배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네덜란드의 핵 임무 감축 의향에 대해서는 동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언급함.

네덜란드
언론

- 우파 및 중도보수 언론들은 네덜란드 정부 결정을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논평함.
- 좌파 언론들은 노동당에 동조하여 비판적인 반응을 보임.
Novosti, TASS 통신 및 Pravda 등 소련 언론은 네덜란드 정부의 GLCM(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배치 결정은 치명적인 실수로서 유럽에 대한 핵 위협을 증대시키고, 제네바
미·소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긴장을 고조시킨 처사라고 비난함.

3.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1985.11.15.자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Cruise Missile 및 핵문제에 관하여
네덜란드 수상이 자국 국회의장에게 보낸 11.1.자 서한을 참고용으로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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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네덜란드 정부의 Cruise Missile 배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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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비핵지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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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비핵지대 관련 1986∼87년 중 국제 동향임.
1. 동남아 지역
1986.6.28.자 Herald Tribune지는 Laurel 필리핀 외무장관이 미국의 필리핀 내 해군기지 또는
공군기지에 핵무기를 반입할 경우에 필리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고 보도함.
상기 보도와 관련하여 Laurel 외무장관은 1986.7.1. 아래와 같이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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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동남아국가연합) 내에 핵 자유지대 선언에 관한 강한 분위기가 과거부터 조성되어 왔음을
감안하여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 의장 입장에서 동 선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임.
- 필리핀 내 핵무기 반입에 관한 사전 합의 또는 동의를 미국 측에 요구한 적이 없음.
미국 국무부 담당관은 1986.7월 상기 보도 관련 주미대사관 관계관의 문의에 대해 Laurel 장관의
언급 내용이 잘못 인용되었을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미국이 핵에 관하여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필리핀도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을
양해하고 있는 바, Laurel 외무장관이 언론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2. 서남아 지역
인도의 핵정책(1985.3월 외무부 미주국 자료)

- 인도는 1974.5월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6번째 핵보유국이 됨.
- NPT(핵무기비확산조약)를 미국과 소련 등 핵보유국 중심의 현 국제 질서의 고정화 정책으로 인식하여
NPT 체제 참가를 거부함.
- 상당한 핵능력을 축적하면서도 동 사용을 평화적 이용에 한정하며, 여타 핵보유국과는 달리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함.
Yaqub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1987.9.1. 서남아 핵확산 방지 국제회의 개막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인도의 1974년 핵실험에 따른 위협으로 파키스탄의 독자적인 평화적 핵개발 추진이 불가피함.
- 역내 국가들은 현재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핵독점, 역내 핵확산 위협 증대 및 역내 비핵화 협정 체결
등 3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역내 1개국인 인도의 핵무기 개발로 서남아 핵확산 방지가 저해된 바,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한 역내
핵 경쟁은 고조될 것임.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 87-0536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7-40 / 7 / 1~126(126p)

1.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이 1985.8.6. 쿡아일랜드 개최 남태평양
포럼에서 채택됨.
동 조약은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실험 금지, 핵보유·생산·반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동 조약은 1986.12.11.자로 발효됨.

-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이 비준서 기탁

2.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에 대한 1987.3월 현재 5개 핵보유국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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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1986.12월, 중국은 1987.2월 각각 동 조약을 서명함.
미국, 영국 및 프랑스는 불가입 입장을 밝힘.

한·미국 안보 연구 협의회

| 87-0537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7-40 / 9 / 1~54(54p)

1. 주뉴욕총영사는 1985.5.15. 컬럼비아 대학에서 4.25. 개최된 한국 관계 세미나에서 P. Hayes의 발표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제: Neglected Issues in Korean Nuclear development: Interplay of U.S. & Korean interest
내용

- 한국의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처음 미국 측의 설득으로 시작되어 미국의 압력으로 대폭 증가된 바,
핵발전소 건설의 경제성은 의문시되며, 안전성 문제는 더욱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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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미대사는 1986.9.12.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12.5.~6. 개최 예정인 제2차 한·미 안보연구협의회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학계 인사, Lugar 상원외교위원장, Orr 인디애나 주지사 등 유력 인사들이 참석 예정이며, 주미
대사가 기조연설을 행할 예정임.
 협의회는 한·미 군사안보 관계 장기정책 연구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협의체로 1985.4월
동
발족하여 제1차 회의를 1985.8월 개최한 바 있음.

3. 주미대사는 1986.12.9. 상기 제2차 한·미 안보연구협의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제: U.S.- Korean Security Relations: Histor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참석자: 백선엽 장군, Stilwell 공동의장, Walker 전 주한 미국대사 등 50여 명의 한·미 군사안
보관계 학자, 전문가 및 정부 인사

주요
내용

- 6개 세션에서 15편의 논문 발표
- 한탁채 주미국 공사가 한·미 관계 전반에 관한 오찬 연설 시행
- 제3차 회의는 1987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미국 내 회원조직을 통한 기금 조성 방안 협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987.2.10. 동 회의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송부함.

4. 주호놀룰루총영사는 1987.3.9. 호놀룰루에서 2.26.~27. 미 국방대학원 주최로 개최된 Pacific Basin
security symposium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박근 주유엔대사, 국방대학원 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이 참가
박근 대사의‘Pacific Basin: Transformations and Challenges-A Personal View’
제하 연설문 첨부

CSIS 주관 동북아 문제 한·미국 학술회의, 제5차.
서울, 1987.9.2.-3.

| 87-053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40 / 10 / 1~36(36p)

1. 일해연구소와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1987.9.2.~3. 서울에서 제5차 동북아 문제 세미나를
개최함.
2. 동 세미나에는 미국 측에서 상·하원 의원 7명(상원 2명, 하원 5명) 및 실업인 31명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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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 (GWU) 주최
동북아 안보에 관한 국제회의

| 87-0539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7-40 / 11 / 1~170(170p)

1.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및 일본 게이오대학 공동 주최 동북아 안보에 관한 제1차 국제회의가
1984.5.14.~16. 동경에서 개최됨.
주최 측은 남·북한 및 미·일·중(구 중공)·소를 초청하였으나, 북한은 불참함.
외교안보연구원은 동 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

2.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및 일본 요미우리신문 공동 주최 동북아 안보에 관한 제2차 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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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5.13.~15. 동경에서 개최됨.
외교안보연구원은 한·미·일·중·소 5개국 회의 참석 및 일본 북해도대학 슬라브센터 방문
보고서를 작성함.

3.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및 일본 요미우리신문 공동 주최 동북아 안보에 관한 제3차 국제회의가
1987.5.28.~30. 동경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회의 참가국: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 6개국
주요 참석자

- 김용식 전 외무부장관, 김달중 교수, 이홍구 교수 등이 참석함.
- 민간 차원의 학술회의이나 현직의 Sigur 미 국무부 차관보, 1987.1월까지 소련 외무차관으로 재직한
카피차 동양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함.
- 북한 송호경 외교협회 부회장, 김공환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최초로 참석함.
주요 토의 내용

- 미국과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기본 정책을 중심으로 역내 각국 간의 상호 관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관계가 주요 관심사로 제기됨.
한반도 관계 발언 내용

- 미국은 남북대화 및 올림픽 관련 한국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북한에 대해 기존 대화 재개를 촉구함.
- 소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함.
- 중국은 북한의 통일방안, 3자회담 및 정치군사회담 제안을 지지함.
-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동북아 안정에 중요함을 발언함.
- 북한은 고려연방제에 의한 남·북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함.
북한의 대미 접촉 시도

- 송호경 부회장은 Sigur 차관보 면담 요청이 거절되자 Hummel 전 주중국 미국대사에게 중립국감시위
원회 감시군 배치 문제를 거론함.
- 김공환 부소장은 리셉션 시 Sigur 차관보에게 접근하여 미·북한 직접대화 필요성 등을 언급함.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4-6차

| 87-0540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북미과/기획조사과

MF번호

2017-40 / 12 / 1~226(226p)

1. 제4차 한·미 간 동북아 안보문제 연구회의가 외교안보연구원과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 공동
주최로 1985.12.16.~18. 서울에서 개최됨.
회의 주제

-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추이: 문제점 및 전망)
참석자

2. 제5차 한·미 간 동북아 안보문제 연구회의가 외교안보연구원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공동 주최로
1986.12.1.~3. 워싱턴에서 개최됨.
회의 주제

-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Policies of U.S.S.R. and P.R.C.(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추이: 소련 및 중국의 정책)
참석자

- 미국 측: Linden 조지워싱턴대학 중·소문제연구소장 등 18명
- 한국 측: 박쌍용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12명

3. 제6차 한·미 간 동북아 안보문제 연구회의가 외교안보연구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공동 주최로
1987.12.14.~15. 서울에서 개최됨.
회의 주제

-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mpact on Korea-U.S. Relations(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 추이: 한-미 관계에 대한 영향)
참석자

- 미국 측: Lystad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부학장 등 11명
- 한국 측: 신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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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측: Scalapino 캘리포니아대학 동아문제연구소장 등 10명
- 한국 측: 오재희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49명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 87-054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국제기구과

MF번호

2017-40 / 13 / 1~330(330p)

한국의 1987년도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 및 기여금 납부 관련 사항임.
1. 유엔 비회원국인 한국은 유엔 분담금 산정 비율에 따라 유엔 총 예산의 0.2%와 한국이 참석한 국제회의
경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부담할 의무가 있음.
2. 이와는 별도로 특정 기구 사업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납부 제도에 따라 한국이 약속한 기여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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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발생함.
3. 국제기구는 유엔 직속기구 및 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 간 기구로 분류되며, 외무부가 1987
년도에 편성한 국제기구 분담금 총액은 380만 달러임.

1988년도 UN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87.11.3.-4.

| 87-054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0 / 14 / 1~171(171p)

1. 주유엔대사는 1987.5.6. 유엔의 자발적 기여금 증액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1980년대
5년간 한국의 기여금 증액이 없었음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유엔 가입 분위기 조성 및 특정
외교정책의 수단으로서 활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기여금을 선별적으로 증액할 것을 건의함.
2. 주한 UNDP(유엔개발계획) 사무소는 기여금 서약회의가 1987.10.29.∼30. 유엔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한 바, 과학기술처는 1987년도 UNDP 부담금 서약액 288,000달러 불입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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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기여금 축소는 한국의 대UNDP 정책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과학기술처 확보
예산액 242,960달러 전액이 불입되도록 협조를 요청함.
4. 유엔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가 1987.11.3.∼4.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대표는 국회 동의
조건으로 아래 기여금을 서약함.
UNDP(1,000,000달러), UNICEF(170,000달러), UNFPA(50,000달러), UNCHS(18,500달러), UNFSSTD
(30,000달러), VFUNDW(2,000달러)
11.19. 개최 UNHCR 기여금 서약회의, 국회 동의 조건으로 20,000달러 서약
11.23. 개최 UNRWA 기여금 서약회의, 국회 동의 조건으로 10,000달러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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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는 UNDP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 및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기여금 증액 압력 등을 고려하여

UN 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 87-054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0 / 15 / 1~12(12p)

1. 주유엔대표부는 1987.1.22. 유엔공채 원리금 상환금 수령과 관련하여 아래 보고함.
유엔 사무총장은 1.15.자 공한으로 총회 결의 제1739호에 따라 1987년도 공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20,808달러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동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대한 공채(Bond 40)가 금번 25차 연도분 상환을 최종본으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채 원본(Original Certificate)을 유엔 회계관에게 회송해 줄 것을 요청함.

598

2. 외무부는 1987.1.28. 한국은행에 상기 내용을 통보한 바, 한국은행은 2.10. 유엔공채 원금 상환금 및
이자 수령 관련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회신함.
제25차 연도 유엔공채 최종 상환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 대금으로 외무부가 영수한 수표가
추심 완료됨.
공채 원본은 한국은행 유가증권 대행기관인 Federal Reserve Bank of Ney York이 1987.1.15. 유엔
회계관에게 기 양도함.

3. 외무부는 1987.2.16. 주유엔대사에게 상기 사실을 통보하고, 유엔 사무국은 5.4.자 주유엔대사에 대한 공
한으로 유엔공채 원본 영수를 통보함.

유엔가입에 관한 아국(한국)의 입장 안보리 문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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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엔대사는 1987.1.27. 북한의 안보리 문서 배포 관련 동향을 아래 보고함.
북한 측은 1986.12.30. 김일성 시정연설 내용을 1987.1.27. 안보리 문서로 배포함.
동 북한 측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도 1987.1.12.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천명한 통일방안 및
한국의 대북한 제의 내용을 안보리 문서로 배포하는 데 대한 정부 입장 회시를 요망함.

2. 정부는 1987.2.5. 주유엔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국정 전반에 관한 시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의 평화통일 방안을 포괄적으로

조치를 유보함.

3. 외무부는 1987.7.7. 아래와 같이 정부 입장을 검토함.
주유엔대사는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1987.7.1.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는 1987.6.22.자 북한
외교부 각서를 안보리 문서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동 문서가 7.7. 안보리 문서로
배포될 예정임을 보고함.

대응
방안

- 한국의 유엔 가입에 관한 입장과 상기 북한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문서를 작성하여 안보리 문서로 배포할
필요성이 있음.
- 유엔 가입에 관한 한국 입장이 안보리 문서로 배포된 사례가 없는 바, 금번 기회에 한국의 유엔 가입에
관한 입장을 안보리에 천명함으로써 관련 국제여론을 환기함.

4. 외무부는 1987.8.11. 최근 북한의 유엔을 통한 반한 선전 활동을 분석하고 아래 대책을 수립함.
북한 측 활동 분석 및 평가

- 북한 측 문서가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나, 북한 측으로서는 유엔 문서화하여
전체 회원국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함.
- 북한 주장이 일부 비동맹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의 한반도 정세 인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대응 방안(주유엔대사는 아래 문서를 유엔 안보리 문서로 배포할 것을 건의함.)

- 정부의 남북한 외무장관회담 제의 성명을 배포함. (기 조치)
- 북한 측의 다국적 감군협상 제의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를 배포함.
-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문서를 배포함. (조치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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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것이 아님.
북한 측의 안보리 문서 형식을 통한 선전 공세에 의연한 자세를 취함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대응

5.	외무부는 1987.8.20. 유엔 안보리에서의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한 입장 설명 문서 배포와 관련하여
아래 보도 자료를 발표함.
정부는 북한 측이 1987.7.1.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외교부 각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데 대응하여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
설명 문서를 제출하고, 안보리는 동 입장 문서를 공식문서로 채택하여 1987.8.19. 159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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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원국에 배포함.

정부는
북한이 1949년 및 1952년 유엔 가입 신청, 1957년 및 1958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주장했으나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이율배반성을 지적하고, 북한 사회의 폐쇄성, 6·25남침 및
랑군사태 등 북한의 한반도 무력 적화통일 정책이 북한의 유엔 가입 반대의 주된 이유임을 지적함.
정부는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남북한 간의 대화와 접촉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밝힘.

6.	외무부는 1987.8.20. 전 재외공관장에게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한 한국의 상기 입장 설명 문서를 송부하고,
제42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교섭 각서 및 동 입장 설명 문서를 북한 측의 주재국에 대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주장 대응을 위해 활용하도록 지시함.
7.	주유엔 북한대사는 1987.11.11.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아래 내용의 김영남 외교부장의
친서를 전달한 바, 최근 남북한 감군과 외군 철수 주장을 1975년 유엔 결의와 연계하여 유엔을 통한
대남 평화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외군 철수 등에 관한 1975년 유엔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
미국 핵무기의 한국배치 및 군사훈련 비난, 88 서울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8.	외무부는 1987.11.19. 북한 외교부장의 유엔 사무총장 앞 친서 전달, 안보리 문서 배포와 관련하여
아래 이유로 반박 및 대응 조치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결정함.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한 간의 선전전에 냉담한 반응을 표시함.
유엔의 최근 분위기는 북한의 주장에 관심이 없으며, 한국이 반박 문서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북한 측 문서에 관심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9.	외무부는 1987.11.27. 주유엔대사에게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외무부 각서 형태로
안보리 문서로 배포하는 데 대한 의견 및 배포 시기에 대한 입장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북한의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한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따른 통일정책을 설명함.
북한 측 통일정책의 허구성을 적시하고, 유엔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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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대사는 1987.1∼7월 중 아시아그룹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1987.1.27. 회의
아시아그룹 후보국 선출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1988~89년): 다수가 네팔 지지, 피지가 2주일 내 미통보 시 네팔로 확정
- International Group: 쿠웨이트 및 인도네시아
- 인간정주위원회: 이라크, 1988.1월 임기 개시 5개 후보국은 차후 선출

2. 1987.3.25. 회의
23개 기구별 아시아그룹 후보국 선출 문제 협의

- 기구별 후보자 입후보 마감 일자 선정 문제가 쟁점
- 차기 회의 시 마감 일자 선정 문제 결정 후 기구별 마감 시한을 결정하기로 합의

3. 1987.4.21. 및 5.14. 아시아그룹 입후보 조정 회의
오만대사 주재로 4.21. 유엔 각 기구에 대한 입후보 조정 작업을 거쳐 아래와 같이 합의

- 총회 제4위원회 의장국은 사이프러스,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는 중국(구 중공), 시리아 및
유고, ECOSOC(경제사회이사회) 제1 부의장은 오만, 회계 및 보고의 국제기준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그룹은 파키스탄 및 인도로 각각 결정
- 경합이 심한 안보리, ECOSOC, 인구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및 사회개발위원회 등 미조정
파키스탄대사대리 주재로 5.14. 입후보 조정 작업 후속 협의

- 인구위원회는 일본, 여성지위위원회는 레바논으로 결정, 잔여 미조정 사항은 추후 결정

4. 1987.5.21. 회의
카테고리 I 기구

- 후보국 선정 협의 완료
- 통계위원회 후보국은 중국과 파키스탄, 사회개발위원회는 이라크와 파키스탄으로 결정
카테고리 II 기구

- 제3차 특별군축총회 준비위 의장 및 부의장은 계속 절충, 약물남용 및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회의
부의장단 지역후보국으로 이라크, 이란 및 파키스탄 결정

5. 1987.7.16. 회의
총회 사무국의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설명 청취
경합으로 미확정인 11개 기구의 입후보 현황 변동사항 확인, 차기 회의 시 협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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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는 2.18.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아시아그룹 후보국에 입후보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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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대사는 1987.8~12월 중 아시아그룹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1987.8.13. 회의
총회담당 사무차장의 제42차 총회 운영위 구성 현황 보고
후보국 선출 문제

602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1988~89년)에 네팔 확정, 총회 제1위원회 부의장에 요르단 결정, 군축과 개발에
관한 회의 의장단에 인도네시아 및 인도 결정

2. 1987.8.28. 회의
총회 제3위원회 Rapporteur(보고관)에 인도네시아, 제5위원회 부의장에 피지, 부의장국 5석에
미얀마(구 버마), 일본, 요르단, 몽고, 싱가포르, 스리랑카 및 시리아 중 조정

3. 1987.9.11. 회의
총회 부의장국 후보 중 일본 철회, 여타 6개국 경합, 제2위원회 Rapporteur에 이란 결정

4. 1987.9.14. 회의
부의장국 5개국 후보 선정 미합의, 총회에서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

5. 1987.10.13. 회의
ECOSOC(경제사회이사회)에 요르단 및 남예멘 철회, 인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가 경합

6. 1987.10.16. 회의
CPC(기획조정위원회) 위원국 수 확대(아프리카3, 아시아2, 라틴아메리카2, 동구1, 서구2 각각 증원)에
원칙적으로 찬성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한 확대 범위 결정 및 지역별 배분에 지역 국가 수가 반영되어야
단,
한다는 입장 결정

7. 1987.11.16. 회의
CPC 위원국 수 확대 관련 지역후보국 선정은 위원국 수 확대 확정 후 결정

8. 1987.12.4. 회의
군축위원회 부의장 2개 후보국 입후보 무
아시아그룹 가이드라인의 충실한 적용 방안 강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합의

CPC
위원국 수 확대안(아프리카4, 아시아3, 중남미3, 서구2, 동구1)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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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아주국은 1987.4.8. 국제기구조약국에 주한 호주대사의 4.3. 아주국장 면담 시 남극조약
당사국 간 비공식 회의에 남북한 동시참여 문제 등을 언급하였음을 통보함.
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5.8. 남극조약으로부터의 남아공 축출에 관한 유엔 결의 채택에 따른
정부의 관련 입장을 아래 보고함.
 경위

 남아공 축출 결의에 대한 당사국 반응

- 협의 당사국, 비협의 당사국 공히 동 결의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회피
 조치 계획(안)

- 한국은 상기 결의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남극조약 가입도 일천한 점을 고려하여 뉴욕 비공식 협의
시 신중하게 대처
- 여타 비협의 당사국 반응을 타진

3. 주유엔대사는 1987.5.12. 남극조약 당사국 비공식 협의에서 조약 당사국이 공동입장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자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보고하고, 전 당사국의 통일된 입장에 비추어 한국도
정식 동의할 것을 건의함.
 정부는 5.16. 주유엔대사에게 남극조약 당사국 공동대처 입장에 동의할 것을 훈령함.
 주유엔대사는 7.10. 호주대표부가 남극조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공동입장 서한을 제출하였음을
보고함.

4. 주유엔대사는 1987.10.13. 남극조약 당사국 비공식 협의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주유엔 호주대사 주최로 10.12. 비공식 회합이 개최됨.
 동 협의회에서 앤티가바부다 대사의 남극문제에 관한 아래 제안을 청취함.

- 조약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Governing Council과 당사국 및 유엔 각 지역 그룹대표 1명으로 구성되는
Advisory Council 설치
- 동 기구를 통해 군축, 환경, 자원탐사 및 개발, 어업 등 제 분야를 관할
 대부분 대표는 동 제안이 현 남극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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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무총장은 1987.2.10. 유엔결의(41/88 C 남아공 축출)에 따른 각국의 조치를 문의
- 남극조약 당사국은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키 위해 1987.5.12. 비공식 회합 개최 예정

5. 주유엔대사는 1987.11.19. 제1위원회의 유엔 남극문제 토의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회의 결과

- 잠비아가 아프리카그룹을 대표하여 남아공의 남극조약 당사국 지위 박탈 결의안 제출
- 말레이시아 등 16개 개도국이 유엔결의 44/88 A 및 B를 결합한 내용에 유엔 사무총장을 모든 남극조약
당사국 회의에 초청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 제출
- 상기 결의안을 각각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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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전 조약 당사국 간 비공식 회합 시 합의 사항

- 금번 총회에서 말레이시아 측 결의안에 당사국은 표결 불참 입장 표명
- 잠비아 결의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에 따라 투표
- 호주가 작성한 Joint Statement에 남북한의 남극조약 가입 관련 언급 부분 내용 수정

6. 주유엔대사는 1987.11.25. 유엔 남극문제 관련 토의 자료를 아래 송부함.
 제42차 총회 남극 관련 사무총장 보고서
 말레이시아 결의안(L.87) 및 잠비아 결의안(L.86)
 남극조약 당사국 Joint Statement(1987.11.18.자 호주대표 발언)
 남극문제 토의 Statements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1 기본대책 :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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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1 / 3 / 1~160(160p)

1. 제42차 유엔 총회 대책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1987.4.17. 주유엔대사에게 정부의 대유엔 활동 강화책의
일환으로 제42차 유엔 총회 대책을 조기 확정할 방침임을 통보하고, 6월 중 총회 가의제 배포 가능성에
따른 한국의 각 의제별 실질토의 참여 방안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주유엔대사는 4.22.
아래와 같이 건의함.
 한국의 기본목표: 유엔 가입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 확대 및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유엔 활동에 능동적 참여
 총회 기본대책: 한국 문제 불상정 원칙 견지, 기조연설 지지 교섭 시행, 외무부장관 총회 참석,

2. 외무부는 1987.5.25. 주유엔대사의 5.22.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소련인) 면담 시 동 보좌관의
아래 주요 언급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세계 정세에 중대한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소련은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임.
 한국 측이 올림픽에서 몇 종목을 북한에 추가 할애하면 남북한 간 타협이 가능함.
 김일성의 중국(구 중공) 방문 목적은 북한이 중국과 멀어지고 있다는 서방측 인식 불식 및 중국과의
경제 안보 문제 협의임.
 남북한 관계 관련 김일성은 온건한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남북대화도 곧 재개될 것임.

3. 외무부는 1987.7.10. 전 재외공관에 아래 제42차 유엔 총회 기본 대책을 송부하고, 총회 각국 기조연설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교섭을 시행할 것을 훈령함.
4. 외무부는 1987.9.2. 주유엔대사에게 제42차 유엔 총회 지지교섭 중간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현지 교섭 활동에 참고하도록 훈령함.
 총 지지교섭 대상국 117개국 중 97개국 주재 공관 보고 접수
 한국 입장 지지 발언 가능국은 78개국 (그중 24개국은 다소 유동적)

5. 유엔 사무총장이 1987.9.10. 배포한 보고서 중 한반도 관계 관련 사항임.
 한반도 관계

- 남북한 간의 대결이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남북한은 대화 재개를 위한 일련의 제안을 제시함.
- 유엔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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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활동에의 실질 참여 강화, 북한 활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
 구체적인 시행 방안

 분석

- 동 보고서에 한반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사무총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개입할 용의를 밝힘.
- 남북한에 대해 상호 진실한 대화 노력과 현실적 접근 방안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바, 추후 직접적인
거론이 예견됨.

6.	주유엔대사는 제42차 유엔 총회 EC(구주공동체) 의장국인 덴마크 대표의 기조연설 중 한반도 관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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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내용을 아래 보고함.
 남북한 평화통일원칙 지지, 남북대화 재개 촉구, 보편성원칙 및 한국의 유엔 회원국 지위 확보
희망
 1986년 총회 기조연설 내용과 유사하나, 보편성 원칙을 새로이 추가

7. 주유엔대사는 제41차 유엔 총회 폐막 및 제42차 총회 개막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제41차 총회 폐막(9.14.)

- 초드리 의장(방글라데시 외상)은 폐회사에서 동 총회가 유엔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유엔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했음을 평가
- 금후 해결되어야 할 주요 분야로 남북문제 및 군축문제를 예시함.
- 한국의 유엔 가입 필요성을 언급함.
 제42차 총회 개막(9.15.)

- Florin 동독 외무차관을 의장으로 선출함.
- Florin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군축 실현이 현 국제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하고, 각종 국제
분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상호이해가 긴요함을 역설하는 한편 국제 평화와 안전 도모를 위한 유엔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총회 부의장국으로 아시아 5개국을 포함하는 요르단, 몽골 등 21개국을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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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2 기본대책 : 기조연설 지지교섭
(memorandum 배포)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1 / 4 / 1~151(151p)

1. 외무부는 1987.7.14. 제42차 유엔 총회 대비 한국 입장 지지 교섭 각서(Memorandum) 내용을 아래
확정함.
 서론

- 유엔 감시하 1948.5월 총선에 의해 탄생한 한국은 1988년 정부 수립 40주년과 제24회 올림픽 개최 등
획기적인 시기를 맞게 됨.
-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국의 유엔 가입을 위한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함.
 지지 요청 사항

2. 외무부는 1987.7.30. 주유엔대사에게 상기 각서를 송부하여 교섭에 활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전
재외공관에 상기 각서를 송부하고 제4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주재국 대표의 아래 한국 입장 지지
발언 교섭에 사용하는 방안을 수립함.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 발언 또는 남북한 외무장관회담 지지 발언(A급 지지)
 남북대화 재개 촉구(B급 지지)
 최소한 남북한 평화통일원칙 언급(C급 지지)
 총회 종료 후 공관별 교섭 실적 평가 계획

3. 외무부는 1987.8.3. 전 재외공관에 동 지지교섭 각서를 송부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동 각서에 따라 금차 총회 기조연설 시 주재국 대표가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적극
교섭함.
 교섭 시행과 관련하여 현지 판단에 따라 한국에 특히 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기조연설에
한국의 유엔 가입 및 1987.8.3.자 남북한 외무장관회담 제안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4. 외무부는 1987.8.6. 동 각서를 주한 외교단에 배포함.
 동 배포와 동시에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인도, 브라질, 스페인, 스웨덴 등 과거 한반도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발언을 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개별 접촉을 통한 설명 및 교섭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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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평화통일 원칙: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함.
- 남북대화 재개  촉구: 한반도 평화통일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남북대화는 조건 없이 조속 재개되어야 함.
- 한국의 유엔 가입 당위성: 한국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과 기여를 위해 보편성 원칙에
따라 유엔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며, 북한이 원한다면 북한 가입에 반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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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3 각국 기조연설 : 주유엔대표부 및
공관보고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1 / 5 / 1~292(292p)

1. 주유엔대사는 1987.9월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 요지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한국 또는 북한 입장을
지지한 내용을 보고한 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9.21. 기조연설을 통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1986년 필리핀과 같이 한국에서도 유사한 민주화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

 아세안 국가, 일본, 한국, 대만 등 태평양연안 신흥공업국들은 지난 20년간 경제적인 기적 창출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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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7.9월 각 해당공관에 주재국 유엔대표의 기조연설 시 한반도 문제에 관해 발언한
내용을 수시 통보하고, 10.16. 총 58개국 주재 공관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 관련 아래와 같이 사의를
표명하도록 지시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입장 지지 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호의적 관심을 표명해 준 데
대해 기조연설 내용에 따라 서한 전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사의 전달
 주유엔대사를 통해 한국 입장 지지 국가의 주유엔대사에게 별도 감사 서한 발송

3.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10.22. 부내 관련 실·국에 외무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 후속조치 관련
아래 협조를 요청함.
 장관의 1987.9.20.~30. 유엔 총회 참석 중 각국 외무장관과의 면담 시 거론된 사항 중 검토 및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 송부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또는 조치 예정 사항 송부

4.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11.5. 제4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하여 1986년 대비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된 아래 국가 주재 공관의 평가 내용을 작성함.
 한국 지지에서 중도적 발언국으로 변경: 파푸아뉴기니, 바베이도스, 우루과이
 한국 지지에서 불언급국으로 변경: 몰디브, 요르단,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과테말라,
바레인, 세네갈
 한국 상주대사관이 있는 국가로서 북한 지지국: 리비아,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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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4 각국 기조연설 : 한반도관계 언급
내용 분석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1 / 6 / 1~245(245p)

1. 외무부는 1987.9.21.~10.9. 제4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각국의 한반도 문제 언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한반도 문제 언급 국가: 총 152개 연설국 중 107개국 언급

- 한국 지지 64개국, 북한 지지 29개국, 중립 표명 14개국
 한국 입장 지지 내용

- 남북대화 지지 또는 대화 촉구(56), 유엔 가입 지지(39),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지(19), 국내
정치발전 평가(16)
-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12)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4), 주한 외국군 철수 주장(10)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 지지(8), 북한의 군축제의 지지(5)
 평가

-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고조를 반영하며, 유엔 회원국 2/3 이상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함.
- 한국의 남북대화 및 유엔 가입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가 증대한 바, 64:29로 한국의 압도적인
대북한 우위가 실증됨.

2. 외무부는 1987.10.12. 전 재외공관에 제42차 유엔 총회 각국 기조연설에서의 지지 발언 관련 사항을
아래 통보함.
 총 152개국이 연설, 107개국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함.

- 한국 입장 지지 64개국, 북한 입장 지지 29개국, 중도 입장 표명 14개국
 평가

-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 고조
- 한국의 남북대화 및 유엔 가입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증대
- 주요 비동맹회원국 등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친한적 입장 변화: 말레이시아, 이집트, 인도
- 북한이 금차 총회에 대비하여 대해 중점적으로 교섭을 시행한 국가 중 남북한 유엔 가입 반대 주장에
대하여는 4개국만이 지지를 언급: 몽골, 쿠바, 앙골라, 토고

3. 외무부는 1987.11월 제42차 유엔 총회 각국 기조연설 중 남북한 관련 발언 분석 책자를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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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입장 지지 내용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 12.21.
전11권 V.5 국가별 지지교섭 :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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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7.7.16. 전 재외공관장에게 제4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지지 교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훈령함.
 총회 기본대책에 따라 한반도문제 의제 불상정 원칙을 견지하되 9.21.~10.6. 각국 대표의 총회
기조연설 시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충을 위해 총 116개국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을 시행함.
 아래 지침에 따라 교섭을 시행하여 8.31.까지 1차 보고, 9.20.까지 최종 종합보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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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남북한 평화통일원칙 지지, ② 남북한 간 대화 재개 촉구, ③ 한국의 유엔 가입 필요성 천명 중
가능한 한 ③항까지 발언을 교섭, 주재국 지지도를 감안하여 ③항까지 요청이 어려울 경우 ① ②항
발언을 적극적으로 교섭
- 특히,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기조연설 시 전통적으로 한국 지지 발언을 자제해 온
인도 등 27개국에 대해서는 ①항의 원칙적 발언만이라도 포함하도록 교섭하여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 유도

2. 아주지역 각 공관은 정부의 1987.7.16.자 제4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지지 교섭 훈령에 따라 주재국과의
교섭 결과를 수시 보고함.
3.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9.12. 제41차 총회의장(방글라데시 외상)의 한반도 문제 언급 예정과
관련하여 아래 입장을 수립함.
 동 의장은 9.14. 제41차 유엔 총회 폐막식 연설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대화 문제를
언급 예정임.
 동 의장은 한국 측과의 관련 협의를 위해 9.13. 주유엔대사 접촉을 희망함.
 주유엔대사에게 동 의장의 희망에 따른 면담에 응하고, 상기 한반도 문제 관련 발언을 환영함을
언급하도록 조치함.

4. 주파푸아뉴기니대사 등은 1987.10월 주재국 유엔대표의 총회 기조연설 내용 중 한반도 문제 발언 내용을
사전 파악 보고하고, 연설문 전문을 수시 보고함.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6 국가별 지지교섭 :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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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역 각 공관은 정부의 1987.7.16.자 제4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지지 교섭 훈령에 따라
주재국과의 교섭 결과를 수시 보고함.
1. 주과테말라대사는 1987.7.24.~28. 겸임국 온두라스 출장 시 Lopez 외상 면담 결과 등을 8.3. 아래
보고함.
 Lopez 외상은 제42차 유엔 총회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 설명 및 온두라스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입장 지지 내용 포함 요청에 대해 1986년과 같이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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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함.
 한국의 유네스코 집행위원 입후보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한국의 IDB(국제개발은행) 가입 지지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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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행함.

2. 외무부는 1987.10.6. 주콜롬비아대사에게 9.28.자 한·콜롬비아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아래 통보함.
 외무장관은 콜롬비아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한국 입장 지지 발언에 사의를 표명함.
 론도뇨 장관은 아래 사항을 언급함.

- 바르코 대통령 방한 시 한국 대통령과 국민의 환대 및 의료진의 정성 어린 치료에 사의 표명
- 바르코 대통령 방한은 양국 관계 증진에 특별한 계기를 마련
- 외무부장관의 콜롬비아 방문 초청

3. 외무부는 1987.10.6. 주우루과이대사에게 9.25.자 한·우루과이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아래 통보하고,
관련 사항을 지시함.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 한국의 민주화 정치 일정, 올림픽 진전 상황 설명
- 양국 간 통상 증대에 만족 표명
- 현 주한대리대사를 대사급으로 승격, 파견 요청
 이글레시아스 장관 언급 요지

- 3년 전 우루과이가 이룩한 민주화 과정 설명 및 한국의 민주화 성공 기원
- 양국 간 합작투자, 어업협력 등을 통한 실질관계 증진 다짐
- 주한대사 파견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조속히 파견되도록 조치 예정
 주한대사 조기 파견을 위한 주재국 외무성과의 교섭 지시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7 국가별 지지교섭 :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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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지역 각 공관은 정부의 1987.7.16.자 제4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지지 교섭 훈령에 따라
주재국과의 교섭 결과를 수시 보고함.
1. 주그리스대사는 1987.9.14. 제42차 유엔 총회에서 EC(구주공동체) 의장국인 덴마크 대표의 기조연설
중 한반도 관련 언급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한반도 문제 언급 내용
612

- 남북한 평화통일 원칙 지지
- 남북대화 재개 촉구
- 보편성 원칙과 한국 국민의 유엔 회원국 지위 획득 희망
 평가

- 제41차 유엔 총회 시 EC 의장국인 영국대표의 발언 내용과 유사하나, 보편성 원칙을 새로이 추가함.
- 한국이 교섭한 남북 외무장관회담 제의에 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음.

2. 외무부 구주국은 1987.9.17. 국제기구조약국에 9.14. 한·그리스 외무장관회담 시 양측이 합의한 사항
중 소관 사항(UN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그리스 측 언급 요지

- 그리스는 UN에서 한국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해 온 바, 1987년 유엔 총회 시에도 한국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이는 또한 EC의 입장임.
 한국 측 언급 요지

- 한반도문제 관련 한국의 기본정책은 전쟁 방지, 긴장 완화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이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모색 중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의제에 제한 없이 남북한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한 것임.
- 그리스의 계속적인 지원을 기대함.

3. 외무부는 1987.9.21. 주유엔대사에게 EC 의장국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하여 9.14.~15. 브뤼셀
유엔 Working Group 회의에서 합의된 아래 한국 관계 연설문안이 9.21. EC 정무총국장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을 통보함.
 한반도 분단과 긴장 하에서 남북한 간에 중단된 직접대화의 재개만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의
유일한 방안임.
 한국 국민이 조속히 유엔 정회원국 지위를 획득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민주화 개혁 진행은
고무적임.
 88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을 기원함.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8 국가별 지지교섭 : 중동 및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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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은 1987.6.22. 제42차 유엔 총회 대비 특사 파견 계획을 아래 검토함.
 파견 필요 대상국: 세네갈, 라이베리아, 가나
 1987년 비동맹 특사 기 파견국: 나이지리아, 가봉,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2.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각 공관은 정부의 1987.7.16.자 제4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지지 교섭 훈령에
따라 주재국과의 교섭 결과를 수시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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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은 북한과 긴밀한 정치,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유엔 총회 및 비동맹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 시 상호 전략협의를 계속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란 측과 교섭할 경우 동
교섭 내용을 북한 측에 알려 줄 가능성 큼.
 금차 총회 시에도 대주재국 교섭을 지양함이 바람직할 것임을 건의함.

4.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8월 외무부장관의 제42차 유엔 총회 대비 유엔 방문 행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방문 기간: 1987.9.19.~27.
 주요 활동 계획

- 유엔 관련 공식행사: 사무총장 면담, 총회의장 면담, 각국 외무장관 면담(15~20개국)
- 유엔 체재 중 사교행사: 아세안 외무장관, EC(구주공동체) 외무장관 오찬, 각국 특파원 오찬, 미국 전
국무장관 등 오찬
- 유엔 이외에서의 행사: 연구소 또는 대학에서의 정책연설 검토
 외무장관회담 시 한국 입장 지지 교섭 시행

5.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은 1987.10.16. 제42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 시 한반도 문제 관련 서부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의 한국 입장 지지 추세와 북한 입장 지지추세를 아래와 같이 분석함.
 한국 지지 8개국, 중립 2개국, 북한 지지 4개국, 불언급 4개국, 기조연설 불참국 2개국 등
 분석 및 평가

- 한국 공관 소재 10개국의 입장: 한국 지지 4, 북한 지지 1, 중립 1, 한반도문제 불언급 3, 기조연설 불참 1
- 불언급 및 불참의 경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북한 지지는 아니지만 부르키나파소 및 니제르의 한국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부르키나파소의 대한국 입장은 당시 정권의 성향에 직접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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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이란대사는 1987.7.28. 제4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지지 교섭 관련 아래 보고함.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 12.21.
전11권 V.9 위원회별 토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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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10.19. 안보리의 1988~89년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함.
 유엔 총회는 10.15. 본회의에서 1988~89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아래 5개국을 선출함.

- 네팔, 브라질, 유고, 알제리, 세네갈
 동 신규 안보리 구성국 중 한국 지지 가능국 수는 10개국으로 예상됨.

- 상임이사국 3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1987~88년 임기 4개국(독일, 이탈리아, 일본, 아르헨티나),
1988~89년 임기 3개국(네팔, 세네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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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7.12.23. 제42차 유엔 총회 결과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총회 개요

- 1987.9.15.~12.21. 개최
- 총 144개 의제 토의, 226개 결의안 채택
 주요 쟁점

- 지역분쟁: 중동, 남아프리카, 아프간, 캄보디아, 중미사태 등을 협의함.
- 국제경제 문제: 개도국 외채문제 및 국제화폐, 금융제도를 중점적으로 토의하였으나, 선후진국 간
입장 차이로 큰 성과를 달성치 못함.
- 유엔의 행정, 예산 문제: 선진국들은 지출 예산 축소를 위해 지출 상한선 설정을 주장한 바, 개도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한반도 문제 관련 사항

- 한국은 외무부장관 등 총 27명의 대표단을 수시 파견하고, 북한은 외교부 부부장 등 대표단 15명을 파견함.
- 총회 기조연설 시 한반도문제 언급 국가(107개국) 및 한국 입장 지지 국가(64개국) 수가 예년보다
공히 증대함.
- 외무부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남북한 외무장관회담과 남북한 외교관 접촉 확대 관련 지원을 요청한 바,
북한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엔을 통한 남북한 간 접촉은 실현되지 않음.
- 한국대표는 유엔 주요 위원회에서 경제, 인권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함.
 종합 평가

- 미·소 간 중거리핵전력폐기협정 서명 등의 영향으로 타협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며, 지역분쟁
문제에서도 동서 간 대립이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임.
- 군축문제에 관한 동서 간 화해 분위기에 따라 총회는 제3차 군축관계 특별총회를 1988.6월 개최하기로
결의함.
- 총회 개회 전 안보리와 사무총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국의 입장 조정 실패로 지역분쟁 해결에 있어
유엔의 분쟁 해결 능력에 한계성을 재차 노정함.

3. 주유엔대사는 1987.12.24. 제42차 유엔 총회 종합보고서를 송부함.
4.	외무부 국제연합과 군축담당관은 1987.10.14.~22. 유엔에 출장하여 제42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일반토의 내용 중 특히 주요 군축문제, 제1위원회에서의 북한 동향, 건의 사항 등 군축문제에 관한
유엔의 동향 및 각국의 주요 입장을 보고함.

시 미국 및 소련 입장을 아래 보고함.
 일반 동향

- 미·소 간의 INF(중거리핵전력) 제거 합의 전폭 환영 및 양국 간 전략핵무기 반감협상 개최를 고무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미국 입장

- INF협정 연내 체결과 전략핵무기 감축협상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ABM(탄도요격미사일제한)조약과
SDI(전략방위계획)와의 연계 불가 및 핵 감축 후 유럽에서의 재래식 무기 불균형을 우려한 상호 균형
감군 실현을 주장함.
 소련 입장

- 1987년 내 INF협정 체결과 전략핵무기 반감협상 진전을 기대하나, ABM조약 체제의 향후 10년간
존속 주장 및 외기권 무기배치, Deterrence(억지) 논리에 반대하는 한편 상호 개방성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뢰 조성 방안으로서의 유엔 기능 제고를 제의함.

6.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11.18. 소련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관련 언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소련대표는 1987.11.16. 제1위원회 최종일‘인도양 평화지대선언 실천’의제 발언에서 비핵지대화
설치 주장 지역을 열거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하여 언급함.
 제1위원회 군축 관계 토의에서 한반도 관계가 언급된 것은 처음인 바, 이는 북한의 유엔에서의
선전 강화책의 일환으로 판단됨.

7. 주유엔대사는 제1위원회 군축관계회의가 1987.11.16. 아래와 같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함.
 총 제출 결의안 수 79, 채택 결의안 수 63, 표결 없이 채택된 결의안 수 25, 표결 철회한 결의안 수 16
 제3차 군축관계 유엔 특별총회를 1988.5.31.~6.25. 유엔 본부에서 개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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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11.11. 제42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정치, 안보)의 10.12.~11.3. 군축 토의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10 위원회별 토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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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엔대사는 1987.10월 이후 유엔 총회 산하 아래 7개 위원회 회의 결과를 수시 보고함.
 제1위원회: 군축 및 국제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특별 정치위원회: 원자핵 방사선 문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사업 등 특별 의제에 관한 사항
 제2위원회: 재정, 경제 사항
 제3위원회: 사회, 인도주의 및 문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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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위원회: 탈식민지화 사항
 제5위원회: 행정 및 예산 사항
 제6위원회: 법률 사항

2. 주유엔대사는 1987.11월 이후 각 위원회별 발언 관련 특기 사항을 아래 보고함.
 북한대표의 제2위원회 연설문(11.17.)
 한국대표의 제2위원회 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발언문(11.16.)
 한국대표의 제3위원회 사회 및 범죄문제 관련 연설문(10.20.)
 미국대표의 제3위원회 한국관계 및 인권, 종교, 유아, 인권규약, 고문 관련 연설문(11.10.)
 한국대표의 제3위원회 소련 및 불가리아의 한국인권 발언에 대한 답변권 행사 발언문(12.1.)

3. 주유엔 Walters 미국대사는 11.23. 제3위원회 협의 시 1987년 중 김일성, 김정일 부자세습 독재체제
의 조직적 인권위반사항 등을 지적함.
4.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12.14. 주유엔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대표부 폐쇄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와 유엔의 대립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함.
 미국 의회의 1987.12.3. 주유엔 PLO 대표부 폐쇄에 관한 결의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12.7. 동
조치가 미국과 유엔 간 1947년 체결된 유엔본부협정에 위반됨을 지적함.
 제6위원회는 12.11. 미국이 PLO 대표부의 공식기능 수행을 제한할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100:1:0으로 채택함.
 한국관련 고려사항

- PLO 대표부의 경우와 같이 주유엔 북한대표부도 옵서버 자격임에 따라 미국 의회의 대표부 폐쇄 결의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유엔본부협정 위반이라는 미국에 대한 국제여론의 비난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유엔 총회, 제42차. New York, 1987.9.15.-12.21.
전11권 V.11 북한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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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10.1. 및 10.3. 제42차 유엔 총회 참석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북한
측 수석대표)의 활동 동향을 아래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함.
 Reed 사무차장(전 주유엔 미국차석대사) 면담 시 발언 내용(9.23.)

- 남북대화를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대화 개시를 위한 미국의 영향력을 요청함.
- 남북한 간 차관급 회담부터 시작하여 추후 미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바, 10.11. 뉴욕 출발 전 미국 측의
답변을 기대함.
 미 국무부는 아래 입장을 Reed 사무차장을 통해 10.11. 이전 북한 측에 전달 예정임.

 프랑스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 시 발언 내용

- 3자 군축회담, 차관급 예비회담 및 10만 감군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대화 개시를 위한 프랑스의 영향력
행사를 요청함.
- 이에 대해 프랑스 정무국장은 대화 재개를 희망하나, 그 방법은 한국인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2.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7.9.17. 소련 측 각서 내용 중 한국 관계 부분을 아래 보고함.
 각서 제6항 비핵지대 중 한국 관계 언급

- 발칸, 중·북부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비핵지대 창설을 제의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며, 동남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3.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10.12., 10.29. 및 12.28. 유엔 관련 소련 측 동향을 아래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함.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은 9.17. 유엔 기능 강화를 통해 유엔으로 하여금 군사적 분쟁,
경제관계, 환경보호 등에 관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 확대 구상을 발표함.
 소련 외무차관은 10.15. 유엔에서 소련이 지불을 거부해 오던 유엔 정규분담금 및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경비를 완납하겠다고 발표함.
 최근 소련이 기존의 대유엔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유엔의 권한 확대를 통해 장기적
세계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내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경주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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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대화의 방향은 한국인의 결정 사항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는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함.
- 남북대화와 긴장완화는 이산가족, 경제교류 등 실현 가능한 단계적 조치에 의해 가능함.
- 남북한이 다자간회의 개최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할 경우 미국도 합류할 것이며,
중국(구 중공) 등 타 관계국도 합류가 필요함.
- 평화협정 등 문제 토의에는 반드시 중국의 참여가 필요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각 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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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77년 제32차부터 1986년 제41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 시 각국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을 종합, 분석한 아래 자료를 1987.1.10. 발간하여 외무부 내 및 관계 부처에 배포함.
1. 발간 목적
 남북한은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 매년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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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발언 교섭을 시행함.
 그간 각국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대유엔정책과 국별 외교정책
수립 및 시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함.

2. 남북한의 기조연설 교섭
 북한은 1976년 이래 각국의 기조연설을 통한 북한 입장 지지 발언 교섭을 시행하는 한편 한국은
1981년 제36차 총회부터 우방국에 대한 한국의 한반도 정책 지지 발언 교섭을 시행해 옴.
 한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에 따라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한 직접대화 지지 및
잠정 조치로 남북한의 유엔 가입 지지를 중점적으로 교섭함.
 북한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방안 지지, 3자회담 지지, 남북한 유엔 가입 반대 및 미국의 한반도
군사기지화 내지 핵 기지화 반대를 중점적으로 교섭함.

3. 유엔 총회별 한반도 문제 발언 국가 수 및 변동 추세
 제32~35차 총회: 한국 지지 5개국, 북한 지지 26~38개국, 중도 4~11개국으로 북한에 대한
지지가 우세함.
 제37~41차 총회: 한국 지지 37~55개국, 북한 지지 26~41개국, 중도 7~20개국으로 한국에 대한
지지가 우세로 역전됨.
 남북한별 적극 지지 국가 및 입장을 표명치 않은 국가 명단이 첨부됨.

4. 평가 및 대책 방향
 남북한 관계 추이가 특히 1981년 제36차 총회 이래 각국의 기조연설에 반영된 바, 지역적으로 미국·
캐나다, 서구 및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의 외교 기반이 되고, 아프리카는 한국이 다소 우세하나
남북한 각축 지역이 되었으며, 아시아와 아랍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치 않음.
 유엔 159개 회원국 중 98개국으로 유엔 내 최대 정치 블록인 비동맹 제국의 입장이 과거 북한
우위에서 최근 3년간 한국 우위로 역전된 바, 그간 한국의 꾸준한 초청·방문외교 및 남남협력을
통한 비동맹 제국과의 양자 차원의 실질협력관계 강화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됨.

 한반도 통일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를 통해 한국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가 중요한 바, 평화통일정책을 해당 국가에 대해 분명히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특히 우방국에 대해서는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반영되도록 교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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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3.5.27. 북한의 유엔 안보리에 대한 활동 관련 대응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북한 활동 현황

- 3차례 안보리 문서 배포: 팀스피릿 비난(2.9.), 중성자탄 배치계획 거론(5.16.), 한미일 삼각동맹 결성 비
난(5.25.)
- 주유엔 소련대표부의 한미 군사관계 비난 보도자료 1983년 중 7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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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사항

- 즉각적 대응조치 강구(2.11. 및 5.23.), 미국과의 협의 지시(5.26.) 및 유엔 사무국 측에 견해 타진 지시
(5.26.)
 향후 대응책

- 북한의 5.25.자 배포 문서에 대한 반박문서 작성
-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제기할 가능성 대비, 대응 조치 수립
- 외교, 홍보활동 적극 전개

2. 주유엔대사는 1983.6.3. 북한의 안보리 문서 배포에 대응한 반박 및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아래
내용의 안보리 문서(안) 배포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건의함.
 북한이 안보리를 선전장으로 이용하고, 한반도 평화 및 안보를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함.

- 남침의 은폐수단으로서의 북한의 선전활동, 북한의 한국전쟁 도발 사실,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행위
및 전쟁재발 준비,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 한국 경제 발전상과 북한 군사력 증강 비교,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북한의 무력적화노선 포기 촉구
 정부는 6.9. 주유엔대사에게 건의대로 작성하여 배포할 것을 훈령함.

3. 외무부는 1983.6.24. 전 재외공관장에게 상기 안보리 문서를 송부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북한은 1983년 3회에 걸쳐 유엔 안보리 문서를 배포하고 한국 및 한미 관계를 비난함에 따라
정부는 반박 안보리 문서를 배포하여 대응한 바, 금번 유엔 총회 시 북한의 활동 강화 가능성을
주시 바람.
 송부 문서(북한 측 3건, 한국 측 반박 3건 총 6건)를 대주재국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유엔 총회
관련 북한의 대주재국 접촉 등과 관련하여 특이 사항을 보고 바람.

4.	주유엔대사는 1986.9.8. 북한의 안보리 문서 배포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한 바, 외무부는
9.10. 주유엔대사에게 별도 대응 필요성이 없음을 훈령함.
 북한은 남북한 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군 15만 명을 전선에서 철수하여 평화적 경제건설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는 요지의 9.6.자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서를 안보리 문서로 배포 요청함.
 한국은 관련 입장을 안보리 문서로 이미 표명하였음에 따라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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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엔대사는 1987.1.19. 안보리가 1.16. 이란, 이라크 양측이 즉각 전투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2. 이란·이라크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파견 4개국 전문조사단의 1987.4.22.~5.6.
현지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이란의 호람샤 및 바네 지역에 이라크 측에 의한 mustard gas 사용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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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희생됨.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는 이라크군 내에서도 화학무기 희생자가 발생함.

3. 주유엔대사는 1987.5월 이후 이란·이라크전 종식을 위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간 협의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기본 방향은 안보리 결의 채택(제1단계), 동 결의 불이행 시 강제제재조치 시행(제2단계)임.
 결의안 내용에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강제조치 내용에 관한 조정이 계속 중임.

4. 주영, 주미 및 주유엔 대사는 1987.7.20. 이란·이라크전 종식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 및 관련
동향을 아래 보고함.
 유엔 안보리는 7.20. 양측의 즉각적인 종전을 촉구하는 아래 결의 59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 즉각 휴전 및 전쟁포로 교환,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한 조사,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선으로의 군대철수와
유엔감시군 파견, 항구적인 전쟁 종식을 위한 교섭 개시
 이란, 이라크 양국이 동 결의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무기금수조치 시행을 협의 중임.

5. 상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한 각국 동향 및 정부의 조치 사항임.
 이라크 측은 7.23. 동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이란 측은 8.12. 동 결의안 채택을
비난함.
 정부는 8.4. 주바그다드총영사에게 동 유엔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아래 통보함.

- 현재 당사국인 이란 측이 거부 입장을 표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이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별도 성명 발표는 고려치 않음.
 정부는 8.14.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걸프만 정세 관련 정부 입장을 아래 훈령함.

- 걸프만 해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원유 수송로임을 감안하여 동 해역에서의 안전항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재국에 적의 설명 바람.

6.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은 1987.9.18. 국제기구조약국에 10.12.~27. 개최 예정인 제78회 IPU(국제
의원연맹) 총회 시 이란이 제안 예정인‘페르시아 만의 안전과 외군철수 필요성’
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한국 원유 수입의 걸프만 의존도 및 한국 선박, 선원의 피해 위험 등에 비추어 걸프만의 항해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이란·이라크전에 대한 엄정 중립 입장, 양국과의 경제협력 등 관계를 고려하여 일방에

7.	케야르 사무총장은 12.10. 안보리에서 이란이 안보리의 이란·이라크전 종전 요청 수락을 거부
함으로써 안보리의 권한을 손상시키고 이란·이라크전 종식 노력이 실패하였으며, 대이란 무기금수
조치를 시행할 시기임을 언급함.
8.	유엔 안보리는 12.24. 이란·이라크전 종결에 관한 유엔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고려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함.

6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함.
 추가 의제 채택 표결 시에는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불참 또는 기권함이 바람직함.

ECOSOC(UN경제사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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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7.5.4.~29. 뉴욕 개최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1987년도 제1차 회의에 채의석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파견 필요성

- 국제경제, 사회문제 전반에 관한 일반토의, 사회개발 및 여성지위향상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유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금번 회기 중 한국이 입후보한 인간정주위원회 및 다국적기업위원회에 한국 피선을 위한 교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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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결과

- 바누아투 재해지원 결정, 인종차별 철폐문제, 시민 및 정치권 국제협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차별금지협약, 유엔대학, 비정부간 기구, 위험 음식물 운송 등 의제별 토의 진행
- 제1위원회(경제): 지진피해 에콰도르 부흥 결의안 채택, 자원, 다국적 기업 등 토의
- 제2위원회(사회): 마약문제에 관한 7개 결의안 및 4개 결정 채택, 여성지위위원회 7개 결의안 채택,
인권문제 토의, 외국 점령 식민지 주민의 자결권 집행안 통과 등

2. 정부는 1987.6.23.~7.9. 제네바 개최 ECOSOC 제2차 회의에 이종무 주제네바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수석대표는 6.29.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무역, 재정, 금융 분야, 남남협력 등을 주제로 연설
 국제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일반토의 진행, 식량 및 농업 관련 결의안 등 5개 결의안 채택
 제1위원회: 여성참여, 인간정주에 관한 국제협력, 지역 간 협력, 식량문제,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 의제별 협의, 아프리카 공업개발 10년 결의안 채택
 제3위원회(기획조정): 식민국가 독립, 재해기금 등 의제별 협의, 남아프리카 규탄 결의안, 팔레스타인·
레바논·소말리아 지원 결의안, 유엔체제의 국제협력 및 조정 결의안, 인력자원 개발 결의안,
개발을 위한 개도국 간 기술협력 결의안 채택

한국의 UNCHS(UN인간정주위원회) 위원국
피선 추진

| 87-0563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2 / 6 / 1~98(98p)

1. 한국은 아래 과정을 거쳐 1987.5.27.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회의에서 UNCHS(유엔인간정주
위) 위원국에 피선될 예정이었으나, 유엔 옵서버 국가는 상기 위원회의 위원국이 될 수 없다는 소련의
항의에 따라 유엔 사무국은 한국의 입후보 철회를 종용하고, 한국은 동 입후보를 철회함.
 1987.4.8. 유엔 아시아 그룹회의에서 동 그룹 의장이 한국을 4년 임기 UNCHS 후보국으로 제의
 1987.5.14. 동 위원회 위원국 선출과 관련 4년 임기 위원국으로 선출될 것을 희망하는 아시아
국가 간의 경합에 따라 한국은 자발적으로 2년 임기 위원국에 입후보하기로 양보
625

자격 요건에‘ 국가(state)’
라고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유엔 회원국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여
유엔 사무국이 소련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국 피선 자격이
‘state’로만 되어 있음에도 1986.12월 UNEP의 이사국에 피선된 바, 유엔 사무국의 해석은 이론의
여지가 있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한국이 유엔 진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소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UNCHS 위원국의

UNCHS(UN인간정주위원회) 총회, 제10차.
Nairobi(케냐) 198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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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4.6.~16. 케냐 나이로비 개최 UNCHS(유엔인간정주위원회) 제10차 총회에 건설부
서병기 주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한국의 주택수요 증대 전망에 따라 정부는 주택금융제도 확립, 적절한 택지개발 및 임대주택산업의
626

육성 등을 중점 주택정책으로 채택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 중임을 발표함.
 세계 무주택자의 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1984년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사업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
 한국의 주택 현황 및 정책 등 주택 관계 정보를 소개하고, 참가국의 주택 관계 정보를 수집함.

2. 회의 결과
 케냐 대통령의 개막사, 스리랑카 수상 및 유엔 사무총장 연설
 의장국에 불가리아, 부의장국에 핀란드, 인도네시아, 콜롬비아를 각각 선출
 수석대표의 4.8.자 기조연설 요지

- 무주택자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범세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유엔 인간정주위원회 활동 평가
- 세계 무주택자의 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정책 소개
- 2000년대까지의 장기 전략에 따라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택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
 대표단의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관은 4.8. 제1위원회에서 한국의 임대주택 정책을 소개, 대한
주택공사 대표는 4.14. 특별 전시활동 참가
 대표단은 4.15. 한국 주택정책에 관한 영상설명회를 개최

3. 후속 조치
 UNCHS 사무국은 6.23. 한국의 주택건설 추진 계획 및 무주택자 해소 계획 관련 정보를 10.30.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6.25. 총회 결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 및 이행 상태에 관하여
문의함.
 외무부는 1987.7.11. 및 7.15. 건설부에 제10차 총회 결의와 관련한 한국의 추진 상황 등 UNCHS 측
문의에 대한 회신을 요청함.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3차.
New York, 198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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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4.7.~16. 뉴욕 개최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에 주유엔대표부 안성덕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다국적기업위원회 43개 회원국, 옵서버, 전문가, 유엔전문기구 등 참가
 다국적기업 및 국제경제 관계 현황 등 10개 의제 토의
627
 투자 수용국과 다국적기업이 상호 이익 추구 원칙을 견지, 한국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투자 촉진
도모
 다국적기업 및 국제경제 관련 사항,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및 정의, 남아공 및 나미비아에서의
다국적기업, 기술협력 등 세부 의제별 훈령에 따라 정부 입장 표명

3. 회의 결과
 남아공 및 나미비아에서의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결의안 채택
 다국적은행 활동이 개도국의 개발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세부 연구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각 그룹별 의견 대립으로 상정 철회
 각 의제별 보고서 초안 채택

4. 재무부의 건의사항
 다국적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각국의 지대한 관심과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UNCTC에 적극적으로 참가
 충분한 사전 의제 검토를 통해 발언을 증대함과 동시에 동 위원회에서의 한국의 위치 확보 필요
 특히 정부 부처 간 업무 분담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 업무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및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업무를 관장하는 재무부에서 주관하고, 관련 연구원 및 학계의 참가, 지속적인 연구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 정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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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훈령

ECA(아프리카 경제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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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사무총장은 1987.2.9. 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1987.4.25.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되는 UNTFAD(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유엔 신탁기금)
제6차 서약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여 및 기여금 제공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7.4월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아래 사항을 감안하여 UNTFAD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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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과거 UNTFAD에 기여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음.
 역외 국가의 UNTFAD 참여 실적이 미미하며, 비아프리카 국가로 중국(구 중공), 동독, 인도만이
기여금을 공여함.

아시아·태평양 지역 UN 지도회의, 제11차.
Bangkok, 198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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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아·태지역 유엔 지도제작회의가 1987.1.5.~16.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바, 한국에서는 황주현
국립지리원 원장 등 2명이 참석함.
2. 동 회의 주요 의제는 아래와 같음.
 각국의 지도표기법 표준화 및 통일
 지도 제작 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자료 및 기술정보 교환
 최근의 지도 제작 기술에 관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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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위성 영상 분석에 대한 지도 제작 기법
- 자동 지도 제작 방법
- 컴퓨터에 의한 지형정보 활용 기법
- 인공위성 측지, 정밀측지망 구성

UN 지명 표준화회의, 제5차. Montreal (카나다)
1987.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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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8.18.~31. 캐나다 몬트리올 개최 제5차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 박원화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영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동 회의에는 56개국의 약 150명의 대표가 참석한 바, 정부 훈령은 아래와 같음.
 1984.1월 제정된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한국 지명 표기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산
 대한민국 국호 명칭의 주요 언어별 표기 확인 및 오류 발견 시 시정
630

2. 정부대표의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본회의에서 한국의 지명 표준화 작업과 관련하여 1984년에 제정된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소개하는 발언을 하고, 동 표기법을 회의문서로 제출함.
 1984년의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단일화된 국제표준(Single International System)이 되도록 동
표기법을 전문가 그룹의 심의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함.

UN 탈식민문제 관련 각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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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주관 식민종식에 관한 지역 세미나가 1985.3.4.~7. 파푸아뉴기니 Port Morsby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토의 주제

-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독립지역인 미국령 사모아, 동티모르, 괌, Tokelau, Pitcairn 및 태평양 미국
신탁통치지역 문제 토의
- 탈식민지 문제에 관한 정보 확산
 12개 유엔 회원국 및 32개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대표 참석

환기함.
 나미비아 및 기타 식민통치지역에서의 탈식민선언 이행과 남아프리카에서의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및 인종차별 철폐 노력을 저해하는 외국경제 및 기타 활동에 관한 결의
 탈식민선언 이행을 저해하는 군사 활동에 관한 결정

3. 피지,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을 포함한 28개국은 뉴칼레도니아 문제에 대한 토의 재개를 위하여
1986.11.10. 공동으로 뉴칼레도니아에 관한 결의안을 제41차 유엔 총회의 공식문서로 제출한 바, 동
결의안은 1986.12.2.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됨.
4. 유엔 사무총장은 1987.1.14.자 공한으로 제41차 유엔 총회가 채택한 아래 문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
을 환기함.
 탈식민선언 이행을 저해하는 외국 경제활동에 관한 결의
 탈식민선언 이행 문제에 관한 결의

5. 제42차 유엔 총회 본회의는 1987.12.3.~4. 탈식민문제에 관해 아래 의제별로 결의안을 각각 채택함.
 식민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의 이행

- 서부사하라, 뉴칼레도니아에 관한 결의안 등 7개 결의안 채택
 비자치지역으로부터의 정보

- 예년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 채택
 탈식민선언 이행을 저해하는 외국 경제활동

- 2개 결의안 채택
 유엔 전문기구 등에 의한 탈식민선언 이행, 유엔 남아프리카 교육·훈련 계획 등의 의제에 관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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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 사무총장은 1986.2.6.자 공한으로 제40차 유엔 총회가 채택한 아래 문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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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신탁통치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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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신탁통치이사회 제54차 회의가 1987.5.11.~28.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됨.
 미국과 팔라우 간 자유연합협약(Compact of Free Association) 채택 여부와 관련하여 1987.6월
실시 예정인 팔라우 주민투표 문제가 미·소 간 쟁점화 됨.
 신탁통치이사회는 동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한 옵서버단 파견 결의안을 채택함.

2. 신탁통치이사회는 1987.8.13. 제18차 특별회기 회의를 갖고 미국과 팔라우 간 자유연합협정(Compact
632

of Free Association) 채택 여부에 관해 1987.8월 실시 예정인 팔라우 주민투표에 옵서버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3. 미국과 팔라우 간 자유연합협정이 1987.6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2/3의 다수표를 확보하지 못해 채택
되지 않은 바, 팔라우는 1987.8월 헌법 개정을 통해 동 자유연합협정 채택에 필요한 정족수를 2/3에서
과반수로 변경하고, 동 문제에 관한 주민투표를 1987.8.21. 재차 실시하기로 결정함.

UN 팔레스타인문제 아시아지역 세미나, New
Delhi(인도) 1987.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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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6.8.~12. 인도 뉴델리에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개최되는 1987년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아시아 지역 세미나에 신동원 주인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유엔 총회 주요 안건으로 토의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기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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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 1981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 세미나에 참가해 옴.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지역간 협의회, Vienna
(오스트리아) 1987.9.7.-15.

| 87-057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2 / 15 / 1~67(67p)

정부는 1987.9.7.~15. 오스트리아 비엔나 개최 사회정책에 관한 지역 간 회의에 이수환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참사관 등 2명의 정부대표를 파견함.
1. 동 회의에는 90개국 대표 및 유엔 기구,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대표가 참석함.
2. 동 회의는 아래 내용의‘향후 개발적 사회복지 정책 및 계획을 위한 지침’
을 포함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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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를 제42차 유엔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함.
 개발적 사회복지의 관심 분야
 향후 개발적 사회복지 정책 및 계획을 위한 목표
 국가, 지역 및 지역 간의 활동을 위한 제안
 지역 간 협의회 후속조치

UN 나미비아 이사회 특별회의. Luanda (앙골라)
1987.5.18.-22.

| 87-057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아프리카2과

MF번호

2017-42 / 16 / 1~263(263p)

정부는 1987.5.18.~22. 앙골라 루안다 개최 유엔 나미비아위원회 특별총회에 최동진 주케냐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31개 회원국 및 31개 옵서버 국가 및 국제 기구 대표가 참석함.
 유엔 나미비아위원회는 한국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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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 및 각국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해 나미비아에 대한 정부 입장 및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정책을 설명함.
 수석대표는 전체회의 연설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435호의 조속한 이행 및 유엔 총회 결의
28/3110호를 지지하는 한국 입장을 재천명하고, 남아공의 나미비아 불법점령, Apartheid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힘.
 SWAPO(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 사무총장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한국의 대나미비아 지원 실적
및 나미비아 독립 지지 입장을 설명함.

3. 정부대표단의 한·앙골라 관계 개선 문제 협의
 정부대표단은 상기 회의 참석 기회에 앙골라 수산장관, 건설주택장관 등 고위 인사를 접촉하고,
양국 관계 개선 문제를 협의함.
 앙골라 측은 한국어선 10척의 앙골라 입어 등 한·앙골라 수산협력 및 주식회사 대우의 앙골라
진출에 만족을 표하고, 여사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함.
 정부대표단은 앙골라가 10여 년의 내전과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제가 피폐한 상태이나,
풍부한 지하자원 등으로 잠재력이 큰 국가로 향후 한·앙골라 간 보완적인 경제협력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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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대표단 활동

나미비아 문제에 관한 UN 토의

| 87-057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2 / 17 / 1~21(21p)

1. 유엔 안보리는 1987.4.8.~9. 나미비아 문제를 토의하고,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대남아공 강제제재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시행한 바, 동 결의안은 영국 및 미국 2개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부결됨.
2. 유엔 안보리는 1987.10.28.~30. 나미비아 문제를 토의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휴전 중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찬성 14, 반대 0, 기권 1(미국)로 채택한 바, 미국은 결의안 내용과 관련하여 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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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AG(UN Transitional Group: 과도기구) 설치는 찬성하지만 정치적 합의 없이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결의 이행을 주선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결의안에 기권한다는 입장을 밝힘.

주UN 한국대표부 대외활동

| 87-057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2 / 18 / 1~169(169p)

1. 주유엔대사는 1987.2.26.~27.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미 국방대학원 주최 태평양지역 안보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한 바, 동 회의에는 Sigur 미 국무부차관보, 필리핀 부통령, 호주 외무부차관보 등이 참석함.
2. 주유엔대사는 아래와 같이 유엔사무국 소련인 고위인사를 접촉하여 한·소련 관계, 남·북한 문제,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가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정치·안보리담당 Safronchuk 사무차장 면담(1987.4.20.)

-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 남·북한 관계 및 한·소련 관계
-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가, 남·북한 체육회담, 김일성의 중국(구 중공) 방문 및 남·북한 관계
 유엔 사무총장 Kolesnikov 특별보좌관 오찬(1987.10.22.)

-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가,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 문제, 쿠바의 서울올림픽 참가 문제, 한·소련 관계
개선,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 및 한국 국내 정세
 유엔 사무총장 Kolesnikov 특별보좌관 오찬(1987.12.30.)

- 한·소 관계 개선,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가, 한국 국내 정국 및 한·미 관계

3. 주유엔대표부는 아래와 같이 주유엔 소련대표부 직원을 접촉함.
 주유엔대사의 1987.2.12. Carnegie Council 주최 만찬 계기 소련대표부 차석대사 면담

- 한국과 동구국가 수교, 소·북한 관계,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 등
의견 교환
 주유엔 소련대표부 2등서기관의 1987.11.3.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초청 환담

- 동 소련대표부 직원은 향후 주유엔대표부 직원과 계속적인 대화 기회를 희망한 바, 1983년 이후 중단
된 양 대표부 실무직원 간의 정기 접촉이 재개될 전망

4. 주유엔대사는 아래와 같이 미국 대학 초청에 따른 강연을 시행함.
 Syracuse대(1987.2.18.), Oberin대(3.6.), Harvard대(3.9.) 및 St. John's대(8.26.)

5. 주유엔대사는 아래와 같이 주요 언론을 접촉함.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를 1987.6.29. 방문, 편집국장 및 외신부장과 오찬을 갖고 한국
국내 정치 및 서울올림픽 등에 관해 의견 교환
 AP, UPI, REUTERS 및 AFP 유엔 주재 기자와 1987.7.22. 오찬을 갖고 한국의 정치 일정, 서울올
림픽 준비, 남·북한 문제 등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 교환
 New York Times 외신부장과 1987.7.29. 오찬을 갖고 한국 개헌 일정 등 국내 문제에 관해 설명
 주유엔 기자단과 1987.8.3. 기자회견 개최

6.	주유엔대사는 1987.7.21.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을 방문하고, 대통령 친서 및 서울올림픽 기념주화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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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무총장 Kolesnikov 특별보좌관 오찬(1987.5.22.)

주 UN 북한대표부 동향

| 87-057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2 / 19 / 1~38(38p)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1986∼87년 중 주요 동향임.
1. 김일성 생일 리셉션을 1986.4.14. 개최한 바, 주유엔 소련차석대사, 중국(구 중공)대사 등 170여 명이
참석함.
2.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1986.10월 현재 직원 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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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6명(대사 1명, 공사 1명, 참사관 3명, 1~3등서기관 9명, Attache 2명)

3. 유엔 사무총장은 1987.3.18.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를 초치하여 아래와 같이 면담함.
 동 사무총장은 북한이 원하는 남북대화의 의제 및 수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제 및 수준을
포함하여 모든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준비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사무총장 자신이 중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함.
 북한대사는 직접적인 응답은 피하고, 종래의 북한 입장을 되풀이하여 설명하였다고 함.

4. 김일성 생일 리셉션을 1987.4.14. 개최한 바, 소련, 중국, 동구권 및 좌경 아프리카 국가 인사를 중심으로
약 90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참석 인사는 소련대사, 안보리 담당 소련인 사무차장 및 중국대사
등임.

De Barish, Emilia C. 주UN 코스타리카 차석대사
방한, 1987.4.5.-10.

| 87-057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2 / 20 / 1~63(63p)

1. 정부의 유엔 및 비동맹관계 주요인사 방한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주유엔 De Barish 코스타리카 차석
대사가 외무부 초청으로 1987.4.5.~10. 방한함.
2. De Barish 차석대사의 주요 체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외무부장관, 차관, 국제기구조약국장, 미주국장 예방 및 면담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및 국제기구국장 주최 만찬

 제주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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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원 및 삼성전자 시찰, 호암미술관, 비원 및 국립박물관 방문
 경희대 방문 및 조영식 이사장 주최 오찬

Bagbeni, A. N. 주UN 콩고민주공화국 (구 자이르)
대사 방한, 1987.7.5.-9.

| 87-0578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3 / 1 / 1~109(109p)

정부의 유엔 총회 대비 사전 교섭을 위한 방한 초청에 따라 Adeito Bagbeni 주유엔 콩고민주
공화국(구 자이르)대사가 1987.7.5.∼9. 방한함.
1. 방한 경과
 동 대사는 1986.6.26. 주유엔대사에게 본국 정부의 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1986.7월 비엔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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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 지시로 인해 1986.7월 중 방한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방한 일정 연기를 요청해 옴.
 동 대사는 7.10. 주유엔대사 앞 서한을 통해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및 비동맹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1986.12월 이후 방한 희망을 통보하고, 1987.5.12.자 공한으로 1987.7월 중 방한을
희망함.

2. 방한 결과
 체한 일정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아프리카국장 및 제1차관보 면담, 장관 예방(7.6.)
- 군포, 반월 소재 중소기업체 산업 시찰, 판문점 시찰(7.7.)
- 대전, 신탄진 소재 공장 산업 시찰(7.8.)
- 속리산 국립공원 관광(7.9.)
 면담 요지

- 한국 측은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한편 유엔 및 비동맹 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한국의
유엔 가입,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동 대사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함.
- Bagbeni 대사는 과거 비동맹회의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이 한국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음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경제발전 및 국력을 평가하면서 한국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보유하였음에 따라 한국의 유엔 가입을 적극 지지할 계획임을 밝힘.

Jarrett, Sylvester 주UN 라이베리아 대사 방한,
1987.3.27.-4.3.

| 87-0579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유엔정책과

MF번호

2017-43 / 2 / 1~94(94p)

정부의 유엔 총회 대비 사전 교섭을 위한 방한 초청에 따라 Sylvester Jarrett 주유엔 라이베리아
대사가 1987.3.27.∼4.3. 방한함.
1. 방한 경과
 주유엔대사는 1986.10.9. 동 대사에게 방한 초청장을 전달한 바, Jarrett 대사는 10.27. Blamo 외교
장관의 11월 방한 성사 시에 수행 가능하나, 외교장관의 방한 연기 시에는 자신이 11월 말경 방한을

어려움에 따라 1987.3∼4월 중 방한을 제의함.

2. 방한 결과
 체한 일정

- 3.30. 서울 올림픽 경기장 시찰
- 3.31. 외무부장관 및 차관 예방, 아프리카국장 및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 4.1. 판문점 시찰
- 4.2. 울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시찰
 면담 요지

- 한국 측은 양국 관계 발전, 유엔 및 비동맹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전달하고, 한반도 정세를 설명함.
- 동 대사는 외무부장관 예방 시 라이베리아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하여 왔으며,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쌍방 간에 보다 많은 대화 기회를 제공할 것임에 따라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으로서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동 대사는 또한 비동맹운동이 좌경화 노선으로 경도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1987.3월
가이아나 비동맹조정위 회의 시 라이베리아 대표는 결의안 내용의 온건화를 위해 기여하였음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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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한다고 언급함.
 동 대사는 추후 유엔 총회 본회의 주요 결의안 심의 등 총회 일정에 따라 1986년 중에는 방한이

Diatta, Joseph 주UN 니제르 대사 방한, 1987.6.1.-6.

| 87-058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3 / 3 / 1~90(90p)

1. 주니제르대사는 1987.4.7. 유엔 및 비동맹 교섭 대책의 일환으로 Joseph Diatta 주유엔 니제르대사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동 대사는 유엔 총회 니제르 교체 수석대표로 외교장관의 총회 기조연설을 위한 단기간 총회 참석
이후 니제르 대표로 활동함.
 주유엔대사도 유엔 및 비동맹 교섭 강화 차원에서 1987.5월 Diatta 대사의 방한 추진을 건의함.
 외무부는 4.25. 동 대사의 방한 초청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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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니제르대사는 1987.4.30. 주재국 Bako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평양 개최 비동맹 남남협력각료회의
및 남북대화에 관한 정부 입장과 88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등을 설명한 바, Bako 장관은 방한 초청에
관심을 표시하고, 방한 실현 시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니제르 명예영사관 개설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함.
3. 주유엔대사는 1987.5.6. Diatta 대사가 Bako 외교장관의 미국 방문 준비를 위해 방한 시기를 5.28. 이
후로 연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4. 주한대사를 겸임하는 동 대사는 1987.6.1.~6. 방한 중 6.5.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한편 대법
원장, 외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면담, 외교부차관 주최 오찬 및 판문점 및 제3땅굴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Canete, Alfredo 주UN 파라과이 대사 방한,
1987.8.31.-9.4.

| 87-0581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3 / 4 / 1~90(90p)

1. 주유엔대사는 1986.10.25. Alfredo Canete 주유엔 파라과이대사를 오찬에 초청하여 파라과이 외교장관
및 차관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 및 제6위원회 발언을 통해 한국 입장을 지지한 데 사의를 표시하는 한편
우방국의 대한국 지지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동 대사 부처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동 대사에 대한 방한 초청 결정에 따라 주유엔대사는 1987.7.28. 동 대사의 방한 가능 시기를
문의한 바, Canete 대사는 귀임 시점인 8.31.~9.4. 방한을 희망함을 밝힘.

2. Canete 대사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9.1.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올림픽 공원 및 판문점 시찰
- 9.2. 국립중앙박물관, 비원 방문
- 9.3.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시찰
 한국 측은 동 대사 면담 시 양국 우호협력관계 강화 필요성 및 한반도 정세,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 등을 설명하고 동 대사의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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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한 일정

Mohamed Salem BASENDWAH 주UN 북예멘
대사 방한, 1987.7.1.-5.

| 87-058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3 / 5 / 1~100(100p)

1. 주유엔대사는 1987.1.9. 유엔 주재 북예멘 Mohamed Basendwah 대사와의 오찬 계기에 동 대사가
1987.4월 중 방한 희망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함.
2. Basendwah 대사는 1987.2.5. 주유엔대사 면담 시 4월 말 방한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목도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체한 일정에 판문점 시찰도 포함하여 주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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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대사가 방한 시기를 6월 말로 연기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방한 시기를 1987.6.29.~7.4.로 결정함.
4. 동 대사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체한 일정

- 7.1.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판문점 및 서울 올림픽 경기장 시찰
- 7.2. 민속촌 방문, 삼성전자 시찰
- 7.3. 비원, 국립박물관 방문 및 새마을 시범부락 시찰
 면담 요지

-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방안 협의
- 한반도 정세,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 및 비동맹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등 논의

Hammad, Burham W. 주UN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표부 상임 고문 방한

| 87-0583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3 / 6 / 1~146(146p)

주유엔 UAE대표부 Burham Hammad 상임고문은 1985년 및 1987년 아래와 같이 2회 방한함.
1. 주유엔공사의 1985.2.6. Hammad 상임고문과의 오찬 시 협의에 따라 1985.5.4.~10. 아래와 같이 방한함.
 체한 일정

 면담 시 대유엔 및 비동맹 관계, 최근 남북한 관계 및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함.

2. 주유엔대사는 Hammad 상임고문이 한국의 아시아그룹 가입 이후 재방할 의사를 수차에 걸쳐 표명하는
한편 1987.4월 또는 5월 중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하고, 동 고문의 영향력을 감안한 방한 초청을 건의
함에 따라 정부는 동 상임고문에 대한 방한 초청을 결정함.
 체한 일정

- 5.4.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및 중동국장 면담, 국립박물관 방문
- 5.5. 제주도 방문
- 5.7. 외무부차관 예방, 서울 종합운동장 시찰
- 5.8. 판문점 및 삼성전자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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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국립박물관, 비원 및 민속촌 방문
- 5.6.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및 중동국장 면담,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 5.7. 한·아랍 친선협회 및 한국외국어대 방문, 판문점 시찰
- 5.8.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시찰
- 5.9. 한·아랍 친선협회 주최 오찬

UN 한국협회

| 87-0584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3 / 7 / 1~167(167p)

유엔 한국협회의 1985∼87년 중 활동 내용임.
1. 1985∼86년도 활동
 외무부장관 주최 1985.7.10. 유엔한국협회 초청 오찬 개최

- 유창순 협회장 등 참석
- 정부의 유엔 40주년 기념사업, 유엔 관계 세미나 등 개최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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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개최 1985.9.30.∼10.5. 유엔협회 세계연맹 총회에 사무국장 등 파견
 유엔 활동 국내 소개 및 유엔과 한국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1986.6월‘한국유엔협회회보’창간
계획과 관련하여 유엔 40주년 기념 총회 시 총리 연설 및 외무부장관 축사 게재를 위한 협조
요청
 동베를린에서 1986.9.8.∼11. 개최 예정인 제10차 유럽유엔협회지역회의에 3명의 대표단 파견 결정,
입국 사증 발급 등 협조 요청
 제10차 유럽유엔협회지역회의 참석

- 유럽에서의 평화, 안보 및 협력과 유엔협회의 과업 주제하 유럽 안보의 조건과 전망, 문화협력, 유럽
유엔협회와의 협력 증진 방안 등 논의
- 유럽의 안보와 협력 및 군축 핵실험 중지 촉구 등과 관련한 결의안 채택
 1986.10.24. 유엔의 날 성명서 발표
 뉴델리 개최 1986.12.9.∼13.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엔협회에 사무국장 등 파견

2. 1987년도 활동
 외무부는 1987.6월 발간 예정인 협회회보 2집에 포함될 한국과 유엔 관계 자료를 송부
 오타와 개최 1987.8.17.∼22. 제31차 유엔협회 세계연맹 총회에 한국협회 대표 파견
 유엔 창설 제42주년 기념 1987.10.21. 만찬 행사에 아래 요지의 외무부차관(장관대리) 기념 연설

- 한국과 유엔 관계
-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에 대한 인식
- 한국의 유엔 가입 전망

UNMCK (UN기념묘지위원회)

| 87-058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3 / 8 / 1~166(166p)

UNMCK(유엔기념공원)의 1987년 활동 내용임.
1. UNMCK 문철순 관리처장의 임기가 1987.9.15. 종료 예정이나, 신임 처장의 선출 문제를 고려하여 1987.10월
개최 UNMCK 정기 총회에서 위원국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문철순 처장의 임기를 1987.12.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동 위원회 11개국 대표(한국: 외무부 제1차관보 등) 참석
 기념묘지 헌화 및 시찰, 정기 총회, 주한 프랑스대사 주최 만찬, 외무부 제1차관보 및 부산시장
공동 주최 오찬
 주요 결정 사항

- 신임 관리처장 임명
- 1988년도 예산 승인
- 주한 네덜란드대사를 신임 CUNMCK 의장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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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차 CUNMCK(유엔기념공원관리위원회) 정기 총회가 1987.11.6.∼7. 아래와 같이 개최됨.

국제 무주택자의 해

| 87-0586 |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3 / 9 / 1~298(298p)

유엔 총회의‘국제 무주택자의 해’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정부의 1984∼87년 관련 검토 내용임.
1. 주유엔대사는 1984.2.14. 제38차 유엔 총회가‘국제 무주택자의 해’결의를 채택하는 한편 유엔 인구
정착센터 사무총장 보고서상의 국제 무주택자의 해 및 행동계획 승인, 개도국 정부의 주택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해 왔음을 보고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대유엔 활동 참여의 견지에서 한국의 1987년 국제
무주택자의 해 참여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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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건설부를 동 사업 주관 부서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건설부에 문의하는 한편
UNCHS(유엔인간거주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건설부는 1984.4.10.
회신을 통해 건설부를 주무부서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며,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 수집,
작성, 교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촉진 등 세부 사업에 관해 건설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을 활용할
계획임을 통보함.
3. 유엔인간거주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제 무주택자의 해에 대비한 활동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1986.10.31.
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해 온 바, 외무부는 11.6. 한국의 추진 상황 보고서를 주케냐대사관을 통해 제출하고,
동 대사관은 1986.11.6. 개최된 상주 대표 간 비공식 협의회에 제출된 1986년도 HABITAT 사업현황
보고서 및 국제 무주택자의 해 준비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4. 스리랑카 Premadasa 수상은 1987년 국제 무주택자의 해를 기념하는 책자 발간 계획과 관련하여 동
행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요청하여 온 바, 정부는 1986.12.30. 국무총리 명의 치사를
송부함.
5. 니카라과에서 1987.4.27.∼5.2. 개최된 제77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시 스리랑카는 국제 무주택자의
해를 잠정 추가 의제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는 주택장관을 겸한 스리랑카 수상이 각국 정부의
호응을 적극 촉구함으로써 스리랑카의 주도적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국제 무주택자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것임을 감안하여
IPU에서의 동 추가 의제 상정에 찬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함.

국제 평화의 해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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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3 / 10 / 1~358(358p)

제40차 유엔 총회의 1986년 국제 평화의 해 선포 관련 행사 내용임.
1. 피지 수바 소재 남태평양대학에서 1985.12.31.∼1986.1.4. 미국, 소련, 호주, 일본 등 28개국의 학자
등 약 300명이 참가한 분쟁해결 및 평화연구에 관한 국제평화대회가 개최됨.
 동 대회는 유엔이 선포한 1986년 국제 평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십자회, 로터리클럽
등의 후원으로 남태평양대학이 주최함.
 주요 의제는 초강대국 간 경쟁, 전쟁, 인권, 핵 군비경쟁, 평화와 대화 등임.

3. 경희대 총장은 1986.1.31. 아래 내용의 국제 평화의 해 주요 행사 계획서를 외무부에 송부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함.
 국제 평화의 해 기념식을 1986.5.15. 국립중앙극장에서 세계대학총장회의 평화의 해 행사준비위
원회 주최로 개최
 국제 학술회의를 5.16.∼17.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세계대학총장회의 평화의 해 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개최

- 주제: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제5회 세계 평화의 날 기념식을 1986.9.1. 신라호텔에서 한국 유엔협회 주최로 개최
 국제 학술회의를 9.1.∼2.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세계대학총장회의 평화의 해 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개최

- 주제: 21세기를 향한 인류 대가족 회의

4. 주유엔대사는 1986.2.14. 유엔 국제평화회의 기여금 서약회의 시 각국의 서약 금액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세네갈(1,000달러), 핀란드(5,000달러), 소련(10,000달러), 인도네시아(2,500달러) 등

5. 국제 평화의 해 기념식이 1986.5.15. 국립극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외교부장관, De Pinies 유엔총회의장,
James Jonah 유엔사무차장보 등이 참석하여 연설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Cuellar 유엔사무총장은 1986.1.1. 국제 평화의 해 시작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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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3차. Bangkok, 1987.4.21.-30. 전4권
V.1 기본계획 I (1986 - 87.3)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3 / 11 / 1~253(253p)

태국에서 1987.4.21.∼30. 개최 예정인 제4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외무부장관 참석 및 회의 일정 관련 준비 내용임.
1. 주태국대사는 1986.9.26. 제43차 ESCAP 총회 시 동 기구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와 관련한 회원국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협의를 위한 비공식 모임에서 중국(구 중공), 일본, 호주 등은 정상회담의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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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태국대사는 40주년 기념 선언문 작성을 위해 호주 측 안을 토대로 비공식 그룹회의에서 논의하였으며,
경제사회 문제에 국한하여 회원국의 결의를 선언하고 채택 후 유엔 ECOSOC(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의안 형식으로 승인 후 유엔 회원국에 배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
3. 주한 태국대사관은 1987.3.3. 제43차 ESCAP 총회에 외무부장관의 참석을 초청하는 태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송부함.
4. 주태국대사는 1987.3.9. Kibria ESCAP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아래와 같이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순위
등을 협의하고, 총회 일정을 보고함.
 4.21.∼22. 총회 개최
 4.21. 총회 개회, 태국 총리 개회사, 유엔 사무총장 메시지 낭독, 방글라데시 대통령 연설, 각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4.22. 각국 수석대표 연설

5. 창설 40주년 기념 선언문 작성과 관련하여 소련은 1987.2.26. 독자적 문안을 제시하여 이를 검토한 바,
신국제경제질서,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적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일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3.25.
비공식 그룹에서 논의함.
6. 정부는 제43차 ESCAP 총회 참석을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1987.3.31. 개최하여 총회 의제에 대한
부처별 입장 및 조치에 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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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3차. Bangkok, 1987.4.21.-30. 전4권
V.2 기본계획 II (1987.4)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3 / 12 / 1~198(198p)

제4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석 사전 준비 내용임.
1. 주태국대사 보고
 주태국대사는 1987.4.2. 호주, 영국, 파키스탄 및 일부 아세안 국가는 인구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지지할 의사가 있으나, 일본 및 미국은 인구 문제에 대해
소극적임에 따라 인구 문제 제외를 건의함.
 ESCAP에 통보된 각국 수석대표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2. 정부대표단 임명
 수석대표: 최광수 외무부장관
 참가 목적

- 아태지역 내 경제 사회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ESCAP 창설 40주년 총회 참가를 통해 한국의
ESCAP에 대한 협력 및 활동 강화 의지 표명
- 아태지역 개도국에 대한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30만 달러 규모의 기금 기탁

3. 외무부장관 연설문 초안 주요 내용
 아태지역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ESCAP이 역내국가 간의 협력 증진에 기여한 데 대해 평가
 아태지역의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ESCAP의 조정 및 주도적 역할 강화 필요성
 유엔의 목적과 원칙 및 ESCAP의 위임 사항을 준수하는 협력 의지의 재확인
 ESCAP 산하 기구 활동의 활성화
 아태지역 내 최빈개도국, 도서개도국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
 한국 정부의 방콕협정 적극 이행 의사 표명
 기술훈련 제공,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 한국의 개발협력 노력 및 현황 설명
 1987년도 한국의 ESCAP 협력기금 30만 달러 기금 기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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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쿠다 의원(전 체신장관), 통가 재무장관, 미얀마 사회노동장관, 부탄 외교장관, 스리랑카
재무기획성 차관, 미국 국무부 Keyes 국제기구담당 차관보, 호주 Uren 내무장관, 말레이시아 수상실
Gaddam 경제기획담당장관, 브루나이 재무차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성장관, 싱가포르 외교장관,
태국 Siddhi 외교장관 등

| 87-0590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3차. Bangkok, 1987.4.21.-30. 전4권
V.3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3 / 13 / 1~232(232p)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4.21.∼30. 태국 공식 방문 및 제4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
회이사회) 총회 참가 결과임.
1. 태국 공식 방문
 푸미폰 국왕, 프렘 수상, 비차이 부수상, 우크리트 국회의장 예방 시 한국의 정치 상황, 올림픽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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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반도 정세 설명,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방안 논의
 시티 외교장관 예방 및 외교장관 회담 개최

2. ESCAP 총회 참석
 개막식 참석

- 총회 부의장 피선
 기조연설

- 향후 ESCAP 활동 방향 제시
- 
‘다카’정신 및 남남협력 강조
- 한국이 제창한 3자협력 방식으로 한·일 공동인력개발훈련 실시
- 한국의 대ESCAP 협력 의지 천명 및 한·ESCAP 기금 30만 달러 기탁 결정 공표
 영국 하우 외교장관 면담, 방콕 포스트 회견 및 한국전 참전협회 방문

3. 태국 방문 및 ESCAP 총회 참가 평가
 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재확인
 ESCAP을 통한 대개도국 실질협력 의지 표명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경제, 정치적 위상에 대한 인식 제고

4. ESCAP 제43차 총회 참가 결과 종합보고 내용
 한국 대표단, 회의 명칭 및 참가국 등 회의 관련 일반 사항, 의장단 선출
 의제, 총회 구성
 한국 대표단 활동
 의제별 토의 내용

-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ESCAP 정책 및 전망
-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
- 아태지역 교통통신 10년대,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
-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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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3차. Bangkok, 1987.4.21.-30. 전4권
V.4 언론보도 및 자료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4 / 1 / 1~248(248p)

제43차 ESCAP 총회 활동 관련 언론 보도 및 참고 자료임.
1. 언론 보도
 4.21. 한국경제신문 1면‘동북아정세 등 논의, 한·태국 외상회담’
 4.21. 서울신문 2면‘연교역량 10억불로 확대, 한·태국 외상회담’
 4.21. 중앙일보 1면‘최외무 태국왕 및 수상 예방, 시디 외상 회담’

 4.23. 동아일보 사설‘아태협력과 한국의 기여’
 4.24. 한국일보 사설‘남남 경제협력의 참여’
 4.24. Korea Herald‘Korea in ESCAP’
 4.23. The Nation(태국 영자 일간지)‘Korean Fund for ESCAP’
 4.23. The Nation‘South, North Korea striving for closer ties with Thailand’
 4.28. 동아일보‘한국의 기금 증여에 사의’
 5.1. 매일경제신문 4면‘ESCAP 총회 폐막’

2. 참고 자료
 제43차 ESCAP 총회 자료

- ESCAP 개요, ESCAP에 대한 주요 회원국의 입장, 제43차 총회 개관
- 총회 대표단 구성
- 훈령
  · 한국의 대ESCAP 활동 강화, ESCAP을 통한 대개도국 기술협력 강화
  · ESCAP을 통한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의제별 입장 발표
- 한국의 주요 관심 사항
  · 한국 대표권 문제, 북한의 가입 문제, 방콕협정 확대협상
  · 한·일 공동 HRD 사업, 한·ESCAP 협력기금 설치, ASPAT 88 서울 유치 문제
 ESCAP 관련 브리핑 자료

- ESCAP 개요, 한국과의 관계, 총회 개관, 기조연설문 요지
- 한·ESCAP 협력기금 설치, 한·일 공동 HRD 사업, 방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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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조선일보 1면‘최외무, 태국 수상과 회담’
 4.21. Korea Herald‘Seoul to propose creation of new fund with ESCAP’
 4.22. 매일경제신문 1면‘한·아태 기술협력강화, 연내 30만 불 기금설치’

| 87-0592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WMO 태풍위원회 회의, 제20차. Bangkok,
1987.10.20.-26.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4 / 2 / 1~140(140p)

정부는 1987.10.20.∼26. 방콕 개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20차 태풍위원회에
중앙기상대 예보국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에스캅 사무총장은 제20차 태풍위원회 회의가 세계기상기구와의 협력으로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
고, 한국의 참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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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대표 파견 목적 및 훈령
 파견 목적

- 태풍에 대비한 각국의 정책 파악 및 향후 효율적인 재해방지대책 수립
- 자료 수집을 통한 기상관측 및 예보기능의 효율 증대
 훈령

- 기상, 재해방제, 훈련, 연구 등 분야에서 태풍위원회와의 협력 지속
- 한국 기상대의 기상업무 현대화에 따른 원활한 사업 수행 현황 설명

3. 회의 결과
 10개국 대표, 4개 유엔 기구 및 4개 비정부간 기구 대표 참석
 한국의 기상 분야 조치 내용 설명 및 사무국의 대회원국 지원 평가
 최종 보고서 채택
 WMO(세계기상기구), ESCAP 및 TCS 간의 협의에 따라 제출된 태풍위원회 신탁기금 및 기금
운영세칙 채택
 태풍위원회의 지역협력계획 사업 이행을 위한 자문그룹 구성 및 1988년 초 자문그룹 회의 소집
합의

| 87-0593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공업, 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위원회, 제10차.
Bangkok, 1987.9.23.-28.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4 / 3 / 1~306(306p)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10차 공업, 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위원회 회의가
1987.9.23.∼28. 방콕에서 개최됨.
1. 외무부는 관련 부처의 검토 의견을 접수하여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주태국대사관에 통보함.
 산업 분야

 기술 분야

- 연구 개발의 표준화 및 상업화에 대한 검토 수반 필요성 지적
 인간주거

- 단기적으로는 도시 공간 이용계획에 따라 소·중형 주택 건설로 수용 능력의 확장이 시급
- 장기적으로 도시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필요
 공업기술 분야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선결 요건은 올바른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있음을 강조
- 개도국의 국가 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 과학기술정책 수립 필요성 지적
- 개도국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의 조속한 확보 및 국내 기술 발전의 촉진,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도입, 이를 위한 기술이전 상담 전문기관의 설립, 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훈련
등 방안 마련의 필요성 강조
- 한국은 에스캅 주관 전문가 초청 활용 사업을 통한 발전 경험이 있으므로 지역 내 자문활동 강화 희망
 환경과 개발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보고서상의‘우리의 공유 미래’
에 제시된 견해 및 권고에 대한 지지
표명
- 환경 보전과 개발 패턴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제시된 지속적 개발 개념 환영
- 환경 관련 비공식 자문그룹 구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무국 내에 구성하는 environmental focal
point network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2. 주태국대사는 동 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최종 보고서에 한국 입장이 대부분 반영되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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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중소기업 육성정책 강화를 통한 고용 증가 및 소득의 공평한 분배 추진 필요성
강조
- 역내 회원국의 기술 집약적 산업개발을 위해 한국의 기술과 경험 제공 용의 표명 및 회원국 간의 상호
기술 및 경험 교환 촉구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농업
개발위원회, 제7차. Bangkok, 1987.10.16.-20.

| 87-059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4 / 4 / 1~191(191p)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7차 농업개발위원회가 1987.11.16.∼20. 방콕에서
개최됨.
1. 농촌진흥청의 의제8 CGPRT(잡곡류연구개발센터) 연구개발센터에 관한 입장임.
 CGPRT 회원국은 프랑스를 포함한 12개국으로 현행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CGPRT의 연구조사사업은 대체로 다습열대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은 온대지역에 속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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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구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CGPRT 작물의 생산, 소비, 시장성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여타 회원국과의 유대 강화가 필요함.

2. 주태국대사는 동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24개 회원국 대표, 3개 옵서버 국가, 3개 유엔 기구, 5개 전문기구, 8개 정부간 기구, 3개 비정부
간 기구 대표 참석
 말레이시아 농업부차관을 의장으로 선출
 Kibria 사무총장 개회사

- 가뭄 및 홍수로 인한 회원국의 농작물 피해 및 농산물 가격 하락이 경제사회 개발 노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우려 표명
- 회원국의 농업부문 성장을 위한 지역협력 증진의 필요성 강조
 의제4 농산물 가격, 무역 및 생산 간 연계성에 관한 토의

- 호주, 태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외화 소득 감소, 농민 부채 증가 현황 설명
- 농산물 수입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 등 농산물 교역 환경의 개선을 주장
 의제5 FADINAP(아시아태평양비료자문, 개발 및 정보 네트워크)에 관한 토의

- 한국 등 9개국 대표들은 FADINAP 활동의 유용성을 제기
- 정부 대표는 특히 다국적 비료 판매기업 회원을 국영무역회사로 제한함이 없이 사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
 기타 의제별 토의

- 농업정보개발 간행물의 내용, 배포 성과 평가
- 개도국 방송 요원에 대한 농촌방송 기술훈련의 기여 평가
- 아태지역 살충제 및 종자계획 관련 과도한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 우려 지적
- 비농고용 및 농업부산물 활용 관련 사무국의 비농고용 경협 교류를 위한 제반 사업계획에 대한 지지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통계
위원회 회의, 제7차. Bangkok, 1987.11.24.-30.

| 87-059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4 / 5 / 1~224(224p)

정부는 1987.11.24.∼30. 방콕 개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7차 통계위원회에
주태국대사관 담당관 등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대표단
 주태국대사관 1등서기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기준과장, 사회통계과장, 한국은행 조사2부
물가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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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방향, 최신 자료 파악 수집 및 향후 효율적인 통계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
 자료 처리 분야의 자원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에스캅 역내 주요 국가의 발전된 통계 분석 방안
파악 및 기술 향상 도모

3. 회의 의제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입장
 통계 분야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최대한 반영
 통계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 및 각국의 최신 자료와 선진기술의 수집
 향후 아태지역 역내 개도국에 대한 통계 분야 지원 용의 표명
 발표 자료

- Statistical Activ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 Data Processing
- Relationship between Statistical Producers an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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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 목적

| 87-0596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해운·
운수·통신위원회, 제11차. Bangkok,
1987.12.14.-18.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4 / 6 / 1~244(244p)

정부는 1987.12.14.∼18. 방콕 개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11차 해운운수통
신위원회(교통통신관광위원회)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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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지역 교통 발전을 위한 회원국 간 의견 교환 및 유대 강화
 교통 및 관광부문 발전을 위한 에스캅 활동 사항 파악
 교통 및 관광정책에 관한 자료 및 기술정보 수집

2. 의제 및 정부 입장
 종합교통 기획 및 국제교통 원활화: 교통 기획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정 신설에 긍정적
입장 표명, 국제 교통의 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화 향상의 중요성 강조
 도로 및 도로교통: 도로 안전 및 교통공학 기법 개선의 중요성 지적
 철도 및 철도교통: 기존 철도의 개선 및 현대화, 지역 간 철도 기술의 이전 필요성
 관광: 질서 있는 관광개발을 통한 사회경제적 이익의 최대화 및 관광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기법
개발의 중요성 강조
 교통통신 분야 인력개발: 교통통신의 발전은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수적임에 따라 교통통신
분야 인력개발의 중요성 강조

3. 회의 참석 결과
 참석 현황

-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포함 22개국
- APT, APPTC 등 3개 정부간기구
- ILO, ICAO, ITU, UPU, WHO, UNDP 등 유엔전문기구
 토의 내용

- 종합교통계획 분야: 교통 분야 계획의 중요성, 계획 수립 시 환경 영향 고려
- 도로: 육로 수송에 있어서의 합리적 에너지 이용 방안 및 교통 안전에 대한 중요성
- 철도 분야: 기존 시설의 최적 이용 및 철도의 컴퓨터화 등 현대화 추진
- 항공화물: 수요 증대에 따른 공항 시설 및 화물처리 능력의 증대
- 우편 서비스 및 통신 시설 현대화

ESCAP/ACPR(상임대표 자문위원회),
제116-120차. Bangkok

| 87-059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4 / 7 / 1~25(25p)

방콕에서 1987년 개최된 ESCAP/ACPR(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상임대표 자문위원회)
특별회의 및 제116~120차 회의 결과임.
1. ESCAP/ACPR 특별회의(1.30.)
 1988~89년 사업 계획 및 1987년 사업 변경 사항 관해 논의함.
 정부대표 발언 요지

2. 제116차 ACPR 회의(7.15.)
 제43차 총회 결과 검토

- 의제4 아태지역 경제사회발전 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의 중요성
 에스캅 회의 축소 문제

- 제43차 총회 결정으로 9개 위원회를 7개 위원회로 축소
- 에스캅의 효율적인 기능 향상 필요

3. 제117차 ACPR 회의(8.26.)
 에스캅 위원회 축소 문제
 제5차 인구위원회 논의 결과

4. 제118차 ACPR 회의(9.29.)
 인력자원개발 종합행동계획 전문가 회의 일정 연기
 정기 간행물 검토
 제10차 공업기술 인간정주 및 환경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5. 제120차 ACPR 회의(12.8.)
 제44차 총회 잠정 의제의 간결화 필요성
 1988/89년 각종 회의 일정 논의
 ACPR 보고서 내용 검토

6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에스캅 사업은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특정 지역 중심 사업의 지양 필요성
- 에스캅 사무국의 사업 실적 증대 필요성

| 87-0598 |

ESCAP/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
연례회의, 제1차. Bangkok, 1987.11.30.-12.2.
전3권 V.1 사전 준비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4 / 8 / 1~169(169p)

정부는 1987.11.30.∼12.2. 방콕 개최 KECF(한·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협력
기금) 운용 제1차 연례회의에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KECF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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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4.22. 제43차 에스캅 총회 시 한국 외무부장관의 한·에스캅 협력기금 설립 의지 표명
 1987.9.24. 한·에스캅 협력기금 양해각서 문안 서명 및 30만 달러의 기금 기탁
 1987.10.31. 정부 입장 수립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2. KECF 1차 회의 참가 대책회의
 에스캅 운용사업의 개요 및 중요성 설명
 에스캅 제시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

3. 회의 의제
 에스캅 제시 사업 계획안 및 한국 측 수정 방안의 검토를 통한 차기 연도 시행사업 확정
 향후 에스캅 기금 운용 방안
 시행사업 및 운용기금에 대한 감독, 평가 방안 논의

4. 회의 참가 목적
 한·에스캅 협력기금이 대개도국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창설됨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차기 연도에 시행
 선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시행 방안 협의
 에스캅 총회 및 위원회 등에서 사업 효과 홍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 진출 기반 강화

| 87-0599 |

ESCAP/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
연례회의, 제1차. Bangkok, 1987.11.30.-12.2.
전3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4 / 9 / 1~200(200p)

방콕에서 1987.11.30.∼12.2. 개최된 KECF(한·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협력
기금) 운용 제1차 연례회의 참가 결과 보고임.
1. 회의 개요
 정부대표단: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외 2인
 주요 논의 사항

 추후 검토 사업

- 농업 분야: 벼껍질 전력화 사업
- 환경 분야: 아태지역 환경개선 계획 및 운용
- 다국적기업 분야 사업
 회의 결과 합의의사록 서명

2. 기타 활동
 ESCAP Kibria 사무총장을 면담, 한국 고위급 외교관의 ESCAP 파견 및 한국의 대개도국 협력 문제
논의
 태국 Kasem 외교차관을 면담, 양국 간 경협, 무역 증진 문제 및 한·ESCAP 협력관계 현황 논의

3. 평가
 협력기금에 대한 ESCAP 사무국의 높은 평가 확인
 아태지역 내 한국의 영향력과 역할 제고에 기여
 역내 경제 진출 기반 확대 및 미수교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효과 기대

4. 주태국대사와 Kibria ESCAP 사무총장은 1988.2.5. KECF 사업약정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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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토의: KECF를 활용한 개발경험 공유 및 기술이전을 통한 역내 경제사회발전 기여사업 방향 협의
- 시행 승인 사업: 총 300,000달러, 종합농촌개발 전략 검토(49,000달러), 인적자원개발 정책 계획
(49,300달러), 개발을 위한 정부기관과 정책연구소 간의 관계(73,052달러), 중소기업 간 기술이전사업
(70,000달러), 표준화사업(43,300달러), ECDC/TCDC사업(14,748달러)

| 87-0600 |

ESCAP/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
연례회의, 제1차. Bangkok, 1987.11.30.-12.2.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4 / 10 / 1~184(184p)

방콕에서 1987.11.30.∼12.2. 개최된 KECF(한·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1차
협력기금) 운용 연례회의 참가 준비 관련 자료임.
1. 제1차 KECF 운용 연례회의 대책 자료
 한·에스캅 협력기금 운영 사업 계획(안)
 에스캅 제시 사업 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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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에 있어 연구기관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
- 아태지역 환경 계획 및 관리 훈련 워크숍 등
 관계부서 사업 계획서
 관계자 대책회의 결과 보고
 정부의 KECF 운용 최종 사업 계획안
 정부대표단 구성
 KECF 양해각서 참고 사항

2. 한·에스캅 협력기금 운용 제1차 연례회의 자료
 정부대표단
 회의 개요
 훈령

- 개도국 간의 협력 의지가 부각되고 실질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 국익 및 홍보 효과의 극대화 노력 경주
- 에스캅 대표와의 접촉을 통한 한국의 이해증진을 위한 업무협조 관계의 강화 및 최신 자료 입수, 한국의
아태지역 경제 진출 확보 방안 마련에 기여
- 세부 훈령에 따른 한국의 입장 반영
 세부 훈령

- 한국의 대개도국 개발 협력 의지 설명
- 쌍무적 차원의 대개도국 기술협력 및 무상원조 공여 실적 언급
- 최근 다자기구 이사국 진출 등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및 역할 증진 노력 설명
- 협력 의지 실천을 위한 KECF 설립 배경에 대한 인식 제고
- 제1차 연도 기존 운용사업의 성과를 통한 기금의 지속 및 발전 가능성 설명
 사업별 한국 입장 설명 자료

ESCAP/인구위원회, 제5차. Bangkok,
1987.8.17.-21.

| 87-060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4 / 11 / 1~365(365p)

정부는 1987.8.17.∼21. 방콕 개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5차 인구위원회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태국대사는 동 회의 의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연령층 변화가 개발 계획에 미치는 영향
 인구와 개발 계획의 연계, 인구 문제에 있어서의 사기업 및 비정부 간 기구의 역할
663
 연령구조 변화가 장래 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

- 인구 변화의 가장 중요한 양상은 연령구조의 변화로 한국의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 및 이에
따른 노령인구의 부양 문제를 위해 1988년까지 국민연금제도 시행 예정
 아태지역 인구 문제의 해결에 있어 계몽교육 및 정보유통의 역할

- 한국에서 인구정보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 대한 설명
- 한국은 계몽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 생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예정
 인구 정책에 관한 민간 및 비정부조직의 역할

- 보건사회부는 가족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대한가족계획협회
및 대한불임시술협회 등 3개 민간조직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을 추진 중
 인구 및 사회 개발에 관한 통합전략

- 인구정책심의위원회의 설립으로 인구 문제를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추진
 도시화 및 농촌 개발

- 한국의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속화
- 농업 부문에서는 농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사업으로 활성화

3. 회의 결과
 참석 현황

- 19개 회원국, 2개 유엔기구, 4개 전문기구, 7개 비정부간기구 대표
 태국 Bichai Rattakul 부수상 개회사
 정부대표단 활동

- 한국의 제6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에 따른 인구 분야의 개발 계획 소개
- 에스캅 사무국의 인구 분야 활동 확대 필요성 지적
- 연구사업보다는 기술이전, 정보교환 등 실천사업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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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아래 정부 입장을 주태국대사에게 통보함.

ESCAP/RMRDC(광물 자원 개발 센터) 집행
이사회, 제9차. Bangkok, 1987.1.6.-10.

| 87-0602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4 / 13 / 1~60(60p)

ESCAP/RMRDC(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광물자원개발센터) 집행이사회 제9차 회의가
1987.1.6.∼10. 방콕에서 개최됨.
1. 주태국대사는 동 제9차 집행이사회에서는 RMRDC의 활동 및 사업계획과 동 센터의 재정지원 문제가
검토될 예정임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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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후 RMRDC 존속 여부에 대한 아래 정부 입장을 주태국대사에게 통보함.
 동 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기금 납부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제42차 에스캅
총회 및 제13차 천연자원위원회 결의에 따라 RMRDC를 폐쇄함.
 동 기구 관장 업무를 에스캅 천연자원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함.

3. 주태국대사는 동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Kibria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RMRDC의 존속을 위한 회원국의 건설적 협력을 요청함.

-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대표는 동 센터의 중요성을 감안한 존속을 주장함.
- UNDP(유엔개발계획)는 회원국의 관심 저조 및 운영상의 실패를 지적하고, 폐쇄 후 업무를 에스캅
사무국에 이관한다는 내용의 제43차 총회 결의안을 지지함.
 동 센터의 존속에 대한 찬반 논의 결과임.

- RMRDC 기능과 직원 및 예산을 에스캅 사무국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센터에서 프로젝트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 추후 회원국의 관심과 지원이 증대될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동 센터를 부활하기로 결정함.

| 87-0603 |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1 / 1~453(453p)

정부는 1987.7.9.~31. 스위스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7차 총회에 최광수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임명함.
1. 의제 준비 및 회의 개최 시기 확정
 UNCTAD 사무총장은 1986.6월 제7차 총회 잠정 의제안을 회원국에 통보하고, 회원국들은 사무
총장이 동 의제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각 지역그룹과 사전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사무총장은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구두 보고함.

 지역그룹 간 협의 조정을 거쳐 1986.10월 의제가 확정됨.

- 개도국 측 주장에 대하여 선진국이 요구한 양해사항을 첨부하였으며, 미국은 별도의 양해사항을 첨부할
것을 요청함.

2. 의제별 사전 준비회의 개최
 사무국이 무역을 통한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이 1987.1월 무역문제 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2월 말 KIET(산업경제연구원) 주최로 동 회의 개최를 수락하였으나,
사무국은 시기상의 이유로 2월 초 개최가 가능한 폴란드 개최를 결정함.

- 1차산품은 프랑스, 금융은 베네수엘라, 무역은 폴란드, 최후진국은 네팔에서 각각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함.
 한국은 사전 준비회의 중 유일하게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무역문제 회의에만 참석하였으며,
총회에 제출할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보호주의 완화, 선진국의 일방적 시장개방 압력 저지 및
GSP(일반특혜관세) 확대 등에 대하여 정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훈령함.

3. 정부 간 사전 협의회 개최
 국제경제 정세에 관한 그룹 대표의 평가 및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의견
차이가 노정됨.
 의장은 지역별 협의 결과를 요약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4. 총회 참석 대표단 구성 및 사전 준비
 한국은 제네바 77그룹 창설 회원국으로 활동해 온 바, 정부는 대표단 임명 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신흥공업국의 고도성장 및 대외무역 확대 등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부담
의무를 수임해야 한다는 책임분담론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집중적으로 검토함.
 외무부장관 방문 기간 중 오·만찬 및 교민 행사 등 개최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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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을 위한 재정적 자원 확보문제, 1차산품, 국제통상, 최저개발국의 특수성 등과 관련하여 선진국
과 개도국 77그룹 간의 의견 차이가 노정됨.

| 87-060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2 수석대표일정 및 부처별 검토의견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2 / 1~200(200p)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7.7.9.~31. 개최 예정인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7차 총회 참석
준비 관련 사항임.
1. 수석대표(외무부장관)의 UNCTAD 사무총장 오찬 및 주요국 수석대표를 위한 만찬 개최 등 주요 일정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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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아래 총회 실질 토의 의제에 대한 해당 관계 부처들의 검토 의견을 취합함.
 신흥공업국 책임분담론
 세계 경제 현황 분석
 개발 재원
 1차산품
 무역 문제
 상이 체제 간 교역
 최후진국 문제

| 87-0605 |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3 타국대표단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3 / 1~204(204p)

1. 외무부는 1987.7.9.~31. 스위스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7차 총회 참석 준비를
위하여 총회 참석 회원국 주재 대사관에 대해 주재국의 수석대표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 대사관에서 보고한 내용 및 사무국 준비 자료를 종합 작성함.
2. 동 회의에는 아래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 인사들의 기조연설이 예정됨.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스위스, 이집트, 콩고, 방글라데시 및 유고 대통령 및 노르웨이 수상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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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4 결과보고

| 87-060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4 / 1~333(333p)

정부대표단의 1987.7.9.~31. 스위스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7차 총회
참석 결과 보고 내용임.
1. 사전 고위관리 회의 개최
 짐바브웨 대표를 1987.7.7. 총회 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총회 산하 아래 4개 의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장을 각각 선출하여 미해결 문제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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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위원회: 개발 재원, 제2위원회: 1차 산품, 제3위원회: 국제 무역, 제4위원회: 최후진국 문제

2. 총회 진행
 Perez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되어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및 이집트
대통령 등 각국 대표들이 기조연설 함.
 각 위원회별 회의 및 지역 그룹별 회의가 계속됨.
 위원회별 주요 쟁점 사항

- 제1위원회: 외채문제 해결 방안, 제2위원회: 공동기금협정의 실효성, 제3위원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개도국 이익 반영, 제4위원회: 최후진국 문제 해결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총회 운영 방식을 두고 선진국은 각국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하며, GATT
(무역관세일반협정), IMF(국제통화기금) 등 여타 경제기구와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개도국 개발을 위한 협상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함.
 회의 결과

- 총회 폐막을 연장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일부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고서가 채택됨.
- 외채문제의 공동 해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기일 내 타결 및 최후진국에 대한 원조 노력 지속 천명
등을 통해 국제경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하는 UNCTAD의 역할이 재확인됨.

3. 수석대표 기조연설 요지
 상호 유기적인 의존관계에 기초한 국제경제 환경이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다자간 협조를 통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보호주의 완화 및 신흥공업국의 책임분담론과 관련하여 현 세계경제 문제 해결의 1차적인 책임은
선진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을 촉구함.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5 회의록

| 87-060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5 / 1~67(67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1987.7.9.~31. 스위스 제네바 개최 동 기구 제7차
총회에서 채택한 아래 결과 보고서 및 회의 결과를 각 회원국에 회람함.
1. Final Act of UNCTAD VII: Final Act, resolutions, and other action by the Conferences at its Seventh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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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사전 고위관리회의 결과 보고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6 연설문

| 87-060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6 / 1~180(180p)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7.7.9.~31. 개최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7차 총회에서 각국
대표가 행한 기조연설문 목록임.
1. 정부 수석대표(최광수 외무부장관) 연설문
 외무부는 연설문 작성을 위한 연설문의 포함 내용에 관하여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670

취합함.
 영문 연설문 첨부

2. 각국 수석대표 연설문
 EC(구주공동체) 수석대표(덴마크 외상) 연설문
 파키스탄, 북한, 미국 및 브라질 수석대표 연설문

UNCTAD(UN무역개발회의)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87.7.9.-31. 전7권 V.7 자료

| 87-060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7 / 1~217(217p)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7.7.9.∼31.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7차 총회 참가 준비를
위한 상세 자료 및 동 총회 정부 간 협의회에서 B그룹(선진국) 조정관이 행한 발언문을 보고함.
2. 외무부는 정부 수석대표(최광수 외무부장관)의 기자회견에 대비한 답변 자료 및 보도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제반 면담에 대비하여 외무부 각 지역국으로부터 주요 국가들과의 현안 사항을 취합한
자료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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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
이사회) 제33차. Geneva

| 87-0610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8 / 1~182(182p)

1. 정부는 1986.9.1.∼10. 및 10.3. 제네바 개최 UNCTAD / TDB(유엔무역개발회의 / 무역개발이사회) 제33
차 회의에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참가 현황

- 115개 회원국 및 IMF, IBRD, GATT, IAEA 등 12개 국제기구
 의제

672

- 개도국의 외채와 개발 문제, 개발금융 및 국제통화제도의 상호 연관성, 국제무역에서의 보호주의와
구조조정
- 선진국의 보호주의 완화 및 비교 우위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조속한 이행
- 개도국의 외채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협력
- 기술, 교역 및 공업화 등 분야에서의 남남협력
 회의 결과

- 무역, 개발금융 및 국제통화제도의 상호관계, 개도국 부채 및 개발 문제
· 선진국 그룹은 선진국의 경기회복 추세를 포함한 국제 경기 여건이 무역 및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개도국의 개발문제는 개도국의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으로 개도국의
부채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국가별 및 국제적 노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전망함.
·이에 반해 77그룹은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가 수요 감축 및 금융 위축의 주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함.
- UNCTAD 제7차 총회 개최 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그룹 간 비공식 협의를
통해 10.3.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양해함.
- 선진국의 경제 활성화 및 대개도국 지원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함.

2. 주제네바대사는 1987.3.24.∼4.3. 개최 제33차 UNCTAD / TDB 2부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정부대표단: 이종무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등
 주요 의제

- 보호무역 및 구조개편, UNCTAD 제7차 총회 준비 및 무역개발 분야
 회의 결과

- 아프리카 경제 재건 및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의장이 제안한 유엔 계획에 대한 UNCTAD의 기여 결의안
채택

| 87-0611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
이사회) 제34차 (제1부) Geneva, 1987.10.5.-21.
및 11.20.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9 / 1~312(312p)

정부는 1987.10.5.∼21 및 11.20. 제네바 개최 UNCTAD/TDB(유엔무역개발회의/무역개발이
사회) 제34차 1부 회의에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의제2 제7차 총회 최종의정서 후속 조치 및 시행 방안 검토
 의제3 무역, 개발재원 및 국제통화제도의 상호 연관 문제
 의제4 개도국 부채 및 개발 문제

 의장은 동 회의의 주 목적은 UNCTAD 제7차 총회 결과 시행 방안과 UNCTAD 활동 및 조직의
합리적 개선 방안 검토임을 강조
 논의 내용

- 의제7(C)‘아프리카 경제재건’관련 77그룹이 제안한 결정 사항을 만장일치로 채택
- 의제7(D)‘최후진국 SNPA 시행’관련 산하위원회 의장 명의로 제출된 결정을 채택, 1990.9월 유엔
최후진국 고위급 회의 개최에 합의
- 산하위원회에서 의제7(C)‘아프리카 경제재건’
  의제8
,
‘팔레스타인 원조’및 의제9‘UNCTAD 사업
평가’등에 관한 사무국의 보고 청취
- 의장 협의회에서 의제2‘제7차 총회 최종의정서 후속 조치’및 의제5‘유엔경제사회기구 개편’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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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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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
이사회) 특별회의, 제15차. Geneva, 1987.5.18.-20.

| 87-061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10 / 1~90(90p)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7.5.18.∼20. 개최 UNCTAD/TDB(유엔무역개발회의/무역개발이사회) 제15차
특별회의 관련 의제, 회의 일정 및 UNCTAD 발간 문서를 송부함.
2. 동 회의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음.
 TDB 회의 이후 총회까지 정부 간 협의 진행

- 회원국 간 국제경제 정세 평가 등에 관한 비공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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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산하 위원회 구성

- 총회 4개 실질 의제(개발 재원, 1차 산품, 무역 및 최후진국 문제) 관련 4개 위원회 설치
 최종문서 양식

- 단일 문서 작성
- 총회 4개 실질 의제 명시
 총회 직전 7.7.∼8.간 고위관리회의 개최
 UNCTAD 제7차 총회 전망

- TDB 회의에서 총회의 형식 문제 관련 이견이 노정됨.
- 총회에서의 실질 문제 토의 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상이체제간 교역에
관한 비공식 협의

| 87-0613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11 / 1~86(86p)

1. 주제네바대사는 1985.2.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이 1.31. 상이체제 국가 간 교역 관련
양자, 다자 비공식협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각국 정부 견해를 3.15.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동 협의회는 그간 대상국의 불응으로 실현되지 않은 바, 이는 유엔무역기구 사무국의 성향, 비밀
유지 등 문제로 대상국이 불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기인함.
 상공부는 3.21. 및 6.24. 상기 협의에 대해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상이체제 국가와 협의
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적절한 시기에 상이체제 국가 간 교역 증진을 위해 협의를 희망하는 국가는 1987.1.1.까지 협의 희망
대상국과 의제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통보한 바, 상공부는 1986.12.12. 외무부에 아래 의견을
회신함.
 지난 수년간 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국들의 협의 거부로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상이체제 국가의 경제체제 유연성 증대 및 동서 교역의 증대 추세에 비추어 상이체제
국가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채널을 통해 상호협력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협의 희망 대상국 및 협의 의제는 아래와 같음.

- 대상국: 아시아권 중국(구 중공) 및 동구권 소련, 동독,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유고
- 협의 희망 의제: 전시·박람회 상호 참가, 국제입찰 참가 및 합작투자 진출, 구상무역 추진 및 기타 직접
교섭채널 구축, 경제인 입국비자 발급 협조, 상호 교역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인정, 은행 간 환거래
협정 체결 등
- 협의 희망 장소: 제3국, 협의 대상 국가 또는 기타 편리한 장소

3. 외무부는 1986.12.27. 주제네바대사에게 상기 상공부 의견을 UNCTAD 사무국에 통보하고 교섭할 것을
지시한 바, 동 대사는 1987.1.9. 아래 보고함.
 동 대표부 최혁 참사관이 1.8. UNCTAD 사무국 Inomata 제품국 부국장을 면담하고, 서면 및
구두로 한국 측 희망대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사무국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동 부국장은 절차를 거쳐 한국 측 요청을 관련국에 통보한 후 반응이 오는 대로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언급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6.11.12. 상공부에 UNCTAD 사무국이 1987.4월 개최 예정인 제33차 이사회 기간 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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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614 |

UNCTAD(UN 무역개발회의) / 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1-2차. Geneva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12 / 1~32(32p)

1. 주제네바대사는 1986.9.19. UNCTAD/IMO(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제1차 정부 간 전문가회의가 1986.12.1.~12.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11.28.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의 참석 및 결과 보고를 지시하고, 동 회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기본 입장
676

- 금번 회의에서 1967년 통일규칙협약/CMI(국제해법회) 개정안 초안 채택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회의
중 각국의 기본입장 등을 파악하여 1987년 제2차 회의에 대비한 한국 입장 정립에 최대한 활용함.
- 각 조항별 세부입장 표명 시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유보하고, 대체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함.
 조항별 입장

- 제1~14조까지 이견 없음.
- 제4조(선박우선특권)에서 우선특권 축소 취지상 사회보험료 제외가 바람직함.
- 제7조(선박우선특권의 특성)에서 1967년 협약대로 발생 대상 규정이 필요하며, 다만 항해 용선자는
제외함이 바람직함.

2. 주제네바대사는 1986.12.15. 상기 UNCTAD/IMO 합동회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실질문제 토의

- 새로운 협약의 제정과 동 협약이 개도국의 선박금융 및 해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대부분의 참가국이 저당권에 앞서 유치권 또는 우선특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 특히 77그룹은 저당권 보호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장려하기 위해 저당권에 우선하는 유치권을 제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동 회의는 기술적 회의이며, 1987.5월 제2차 회의에서는 의결을 모색할 것이 예상됨을 감안하여
가급적 해운 분야 전문가 참석을 건의함.

3. 주제네바대사대리는 1987.3.23. 제2차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제2차 회의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UNCTAD 사무국의 통보 서한을 송부함.
 UNCTAD/IMO 공동주최 동 회의가 1987.5.11.~15. 런던 IMO에서 개최될 예정임.
 주최 측은 각국의 참가 여부 및 참가자 명단을 4.30.까지 IMO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함.

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위원회,
제12차. Geneva, 1987.2.2.-13.

| 87-061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5 / 13 / 1~112(112p)

정부는 1987.2.2.~13.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12차 1차산품위원회에
주제네바대표부 최혁 참사관을 대표로 파견하고, 동 회의에 관한 정부 입장을 아래 요지로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함.
1. 기본 입장
 중장기적 관점에서 1차 산품의 공급과 가격 안정을 통한 생산국과 소비국 공동의 이해 도모
 동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개발투자 및 가격안정장치 기능 강화 등 남북 간 협력 강화

 공동기금 발족: 한국은 1982.3.20. 동 기금가입비준서 기탁
 개별상품 협정 추진: 한국은 향후 신축적으로 대처 예정

3. 1차 산품 가공·마케팅·수송 분야
 대개도국 기술이전 촉진
 1차 산품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철폐 촉구
 시장 정보 교환을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한 시장의 명료성 증대 필요
 개도국 1차 산품의 판로 개척과 수송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 지원 확대 필요

4. 1차 산품 수출소득 감소 보상금융제도
 예상하지 않은 수출소득 변화에 대한 보상금융의 필요성 지적
 새로운 재원부담을 필요로 하는 신기구 설립에는 유보적으로 대처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차 산품 시장의 안정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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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616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3차. Geneva, 1987.11.30.-12.11.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6 / 1 / 1~104(104p)

정부는 1987.11.30.~12.11. 제네바 개최 UNCTAD/IMO(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해사기구)
제3차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 전문가회의에 전해진 주제네바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및 기본 입장
 금번 회의에서 선박우선특권 인정범위 등 쟁점 사항에 관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로
678

CMI(국제해법회) 개정안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동 초안에 대한 국내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번
회의에서는 회의 진행 상황, 각국 입장을 파악하여 차기 회의에 대비한 한국 입장 정립에 최대한
활용함.

2. 회의 결과
 분과위원회

- 사무국 작성 회의보고서를 채택함.
- 동 보고서는 제2, 7, 8, 9조에 대한 각국 간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며, 기타 조항은 계속 토의가 필요함
을 적시함.
 최종 본회의

- 상기 분과위 및 본회의 보고서를 채택함.
- 77그룹 대표인 멕시코대표는 해상운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중요함을 인정하나, 심의 과정에서
개도국의 발전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함.
- 제4차 회의를 1988.5.16.~20. 런던 IMO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관찰 및 건의

- 본회의는 국제해운 관계법규의 제정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기술적 회의로 1986년 이래 동일
안건(법규안)을 심의해 온 바, 법학자, 변호사, 법관 등 법률 전문가를 파견한 주요 선진 해운국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됨.
- 다수 개도국 대표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 토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현황 파악에 치중한 바, 한국
해운산업의 발전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표단에 법률 전문가, 해운업계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토의
현황 파악과 함께 필요시 한국 입장을 반영하도록 할 것을 건의함.

| 87-0617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6차.
Geneva, 1987.11.11.-20.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6 / 2 / 1~237(237p)

정부는 1987.11.11.~20. 스위스 제네바 개최 UNCTAD/ RBP(유엔무역개발회의 / 제한적 영업
관행) 제6차 정부 간 전문가회의에 전해진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및 강희복 경제
기획원 공정거래제도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개요
 63개 회원국 대표, 5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함.
 지역별 4개 그룹 구성

 의제

- 제한적 영업관행(RBP: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의 시정을 위한 다국 간 합의에 대한 각국의 이행
실적 및 시행경험 검토
- 합의 규정과 관련된 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연구
- RBP에 관한 기술 및 지식 지원, 자문 및 교육훈련 실천사례 검토
- RBP규제입법에 관한 편람 및 준거규정 작성

2. 동 회의는 합의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종료됨.
 1990년 개최 예정인 RBP 검토회의에서 토의될 각국 간 협의 절차에 관한 사무국의 제안 여부에
관해 77그룹과 B그룹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문서 채택에 실패함.
 각 그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차기 연구과제로‘시장집중’문제 선정
- 
‘RBP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악영향’
의 적당한 연구 시기는 사무총장이 각 그룹에 통보
- 
‘서비스 분야의 RBP’
는 사무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의제로 제안

3. 정부대표단은 의제별 회의에서 아래 요지로 발언함.
 회원국, 특히 선진국의 RBP 규제 노력 강화 요청
 효율적인 RBP 규제 방안 강구 및 RBP 사례연구 및 기술지원 강화 필요성 강조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RBP 규제 경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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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그룹(77그룹):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제국
- B그룹(선진국 그룹):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 D그룹(동구권): 소련, 유고 등
- 중국(구 중공)

UNCTAD(UN무역개발회의) / 무형무역 및 무역
금융위원회, 제12차(제2부) Geneva, 1987.3.2.-6.

| 87-061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6 / 3 / 1~42(42p)

정부는 1987.3.2.~6. 스위스 제네바 개최 UNCTAD/CIFT(유엔무역개발회의/제12차 무형무역 및
무역 금융위원회) 회의(제2부)에 박종석 재무부 증권보험국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동 회의는 각 그룹별 회의(77그룹, B그룹 및 D그룹) 및 그룹 간 조정회의를 거쳐, 77그룹이 제안한 아래
4개 결의안 중‘재보험의 안전도’관련 결의안을 제외한 3개 결의안을 채택한 바, 한국은 77그룹 회의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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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의 보험통계
 개도국의 위험관리
 재보험의 안전도
 CIFT의 보험 관련 작업계획

2. 재보험의 안전도에 관한 결의안은 B그룹의 완강한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B그룹은
재보험회사 선정에 있어 각 보험회사의 1차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의 변경에 반대함.

| 87-0619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수출소득 감소
보상금융 전문가회의, 제2차(제1부). Geneva,
1987.9.14.-21.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6 / 4 / 1~104(104p)

정부는 1987.9.14.~18. 스위스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2차 수출소득 감
소 보상금융 전문가회의(제1부)에 전해진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동 회의에는 30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수 선진국의 불참으로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없음에 따라 예정된 1987.9.21.보다 앞서 폐회함.

채택한 바, 동 결론은 현행 보상제도의 가용자금 규모와 개도국의 수출소득 감소액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개도국의 수출소득 감소가 경제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데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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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회의는 의장단 선출, 그룹대표 연설 청취, 비공식 회의 등을 거쳐 1987.9.18. 본회의에서 결론을

| 87-0620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해운·항만 및
복합운송 분야 개도국간 협력에 관한 정부간
특별회의. Geneva, 1987.9.21.-25.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6 / 5 / 1~200(200p)

정부는 1987.9.21.~25.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해운, 항만 및 복합운송
분야 개도국 간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특별회의에 주제네바 전해진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기본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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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개도국으로서 해운, 항만 및 복합운송 분야에서 개도국 간 협력에 기여하는 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 입장을 반영함.
- 개도국과의 남남협력 강화 차원에서 77그룹 의견에 동조하고, 일부 급진적 국제해운질서 개편 요구
제기 시 관망 태도를 견지함.
- 해운·항만 분야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미수교국과의 해운협력을 위한 유대관계를 모색함.
 의제별 세부 입장

- 개도국 선사 상호 간 정보교환체제 확립, 개도국 선사 간 공동운항, 합작기업, Shipbroking Center 및
복합운송 협력에 대한 한국 입장을 반영함.

2. 회의 결과
 77그룹 및 B그룹이 제안한 결의문 초안 내용을 포함한 아래 타협안을 채택함.

- 개도국 간 협력 분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운크타드의 지원업무는 현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회의 재개최 필요성 여부는 제13차 해운위에서 결정하기로 타협함.
 해운, 항만 및 복합운송 분야에서 최초로 개도국 간 지역별 및 지역 간 협력 강화 필요성과 개략적
행동계획안이 채택됨.

-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선진국이 제시한 협력 방안에 대해 각 지역별, 국가별 실정이 상이함을
감안해야 함을 주장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UNCTAD 사무국의 지원을 희망함.
- B그룹은 선진국 주도의 해운 분야에서 개도국 간 협력이 정치적 또는 개도국 해운의 보호주의적 성격의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예민한 반응을 표시함.
 대표단의 해운항만청 김성수 과장은 UNCTAD 사무국 해운국 Vogel부국장과 한국, UNCTAD 간
협력문제, 네덜란드 및 멕시코대표와는 한국과의 해운협정 체결문제를 각각 협의함.

Dadzie, Kenneth UNCTAD(UN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방한, 1987.5.9.-12.

| 87-0621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6 / 6 / 1~199(199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Kenneth Dadzie 사무총장이 1987.5.9.~12. 방한함.
1. 주제네바대사는 1986.5.20. 동 사무총장이 가나 외무성 중진으로 동인의 방한은 운크타드 사무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제고와 한·가나 양국 관계에 기여할 것임을 고려하여 동인의 방한 초청 추진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7.7. 운크타드 활동 강화 차원에서 Dadzie 총장을 외무부장관 명의로 초청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하고, 초청장 전달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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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TAD 사무총장이 외무부장관 초청으로 1987.5.9.~12. 공식 방한함.
 체한 중 외무부장관과 면담, 보호주의 완화와 개도국 개발을 위한 운크타드의 역할 등에 관해
협의하고, 경제기획원·상공부장관 예방 및 산업 시찰 등 일정이 예정됨.

3. UNCTAD 사무총장의 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경제기획원·상공부 차관 면담, 종합운동장, 산업 시찰, 경주 관광
 외무부장관 면담 내용

- 한국과 UNCTAD 간 협력의 중요성 평가, 최근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선진국 무역마찰
문제, 한국의 시장개방정책 등 협의
-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
- 평양 개최 비동맹 남남협력 각료회의의 정치적 이용 반대 입장 확인
 방한 성과

- 동 사무총장의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의 남남협력 추진 의지 부각
- 대외개방정책 추진에 의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등에 관한 이해 증진
- 한국과 UNCTAD 간 협력 강화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7.5.8. 동 사무총장의 방한 관련 아래 보도자료를 발표함.

Erzan, Refik UNCTAD(UN무역개발회의) GSTP
Project 담당관 방한, 1987.2.4.-8.

| 87-062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6 / 7 / 1~34(34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GSTP(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의 Erzan 사업 담당관이 한국의
GSTP 양허 요청 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1987.2.4.~8. 방한함.
1. 동 담당관은 방한 중 상공부 및 재무부 관계관들과 실무 협의를 개최함.
2. 외무부 경제기구과장은 1987.2.5. 동 Erzan 담당관과 오찬을 갖고, 향후 GSTP 사업 추진 일정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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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전4권
V.1 1986.1-5

| 87-0623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7-46 / 8 / 1~212(212p)

미국이 한국 등에 부여하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와 관련한 미국 의회의 1986년도 이후
문제 제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관련 사항임.
1. 미국 의원들의 문제 제기 및 정부의 대응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의거하여 1976년부터 시행해 온 GSP는 한국 포함 7개 선발개도국이
전체 GSP 수혜의 75.3%를 점유함에 따라 미국 의회 및 업계는 선발개도국을 GSP 수혜에서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하여 한국 상품의 GSP 수혜 철회를 주장하였으며, 미국
의회는 한국 등 개도국의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인한 미국 근로자 실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 Fair Trade and Economic Justice Act(공정무역 및 경제정의 법) 입법을 추진함.
 정부는 한국의 계속적인 GSP 수혜 필요성을 설득하고 한국 정부의 수입 자유화,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구매사절단 파견 등을 검토함.

- 외무부는 1986.1.15. 주미대사에게 정부의 점진적 시장개방 노력을 미국 의회에 적극 설명할 것을
훈령하는 한편 3.26. 한국의 노동권 보호에 관한 설명 자료를 송부하고, 활용하도록 지시함.

2. 한·미 GSP 실무협의회 개최
 미국은 1984년 통상관계법에 따라 GSP 수혜국의 무역관행(시장개방 정도, 지적 재산권 및
노동권 보호 등)을 검토하는 연례 협의회를 개최해 온 바, 1986.5.1.~2. 서울 개최 회의와 관련하여
4.10. 주미대사는 미국 측이 한국의 노동권 보호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할 예정임을 보고함.
 협의 결과

- 미국은 USTR(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한국은 상공부 통상진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협의를 개최한 바, 미국 측은 담배 등 상품 및 영화, 보험 등 서비스업 시장 개방, 저작권 보호 및 노동권
보호를 의제로 제기함.
- 미국 측은 1987.7월 이후 적용 예정인 새로운 정책 작성 시 품목별 및 국가별 수입액, 수입 비중 및
1985년도 수혜 수출액을 기준으로 참고할 것이며, 한국 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수혜국의 경제
발전 수준, 품목별 경쟁력 및 수혜국의 무역관행 등 3개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것임을 설명함.
- 정부대표단은 한국의 시장개방 정책 등을 설명하고, 제3차 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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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 미흡, 한국의 지적 재산권 및 노동권 보호에 대하여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전4권
V.2 1986.5-7

| 87-062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7-46 / 9 / 1~206(206p)

한·미 간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실무협의회 개최(1986.5.1.∼2.) 결과에 대한 정부의 검토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임.
1. 한·미 실무협의회 결과 검토
 협의회 주관 부서인 상공부는 1986.5.8. 외무부를 포함한 각 해당부처에 동 협의회 결과를 송부
하면서 미국 측이 제시한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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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상품 중에 강화된 경쟁력 기준에 62개 품목, 경쟁력 기준 적용 면제 품목 28개 품목 제시
- 소고기 등 43개 품목에 대하여 1986~87년 수입 자유화 개방, 냉동채소 등 5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광고시장 및 금융시장 개방 요청
- 한국 노동권 개선을 위한 기업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한 노총의 참여 인정 등 5개 안 제시
 주미대사관은 5.8. 및 7.11. 동 협의회 결과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의 언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국과의 협의회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을 표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측이 제출하는 자료를 분석,
평가하여 행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할 것임.
- 의회의 노동권 개선 압력이 연간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며, 301조 발동 요건으로
입법화되기도 어려울 것임.
- 한국의 GSP 수혜에 크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2차 협의회에서 미국이 제시한 리스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음.

2. 상공부의 후속조치
 경쟁력 충족 기준 적용 면제 품목 리스트를 1986.5.30.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미국 측에 제출함.
 1986.9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검토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한국 입장 설명을 위해 6월
제3차 협의회에 이어 8월 중 제4차 협의회 개최를 미국 측에 제시하여 합의됨.

3. 미국 상원 GSP 청문회 개최
 상원 재무위 산하 국제무역소위원회는 1986.6.17. GSP 관계 법안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GSP 철폐 관련 찬반 입장을 청취한 바, 가구 및 철강 업체는 철폐에 찬성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연합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함.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기존 제도를 통하여 효과적 운용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의회의 GSP 관계
입법에 반대함.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전4권
V.3 1986.8-12

| 87-0625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7-46 / 10 / 1~290(290p)

한·미 간의 제4차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실무협의회가 1986.8.14.~15. 아래와 같이 워싱턴
에서 개최됨.
1. 대표단
 한국 측: 상공부 통상진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8명의 대표단
 미국 측: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
687
 한·미 301조 협상 타결, 담배시장 개방 및 섬유협상은 한국 측의 양보로 실현되었음에 따라
미국의 경쟁력 기준 적용 예상 품목 중 한국 측 19개 관심 품목에 대한 적용 배제 요구
 정부의 점진적 시장 자유화 정책, 노동권 보호 노력 및 물질특허 도입 등 지적 재산권 보호 노력
등 설명
 한국 수출 상품에 대한 GSP 심사조건 면제 확대 요구
 회의 결과는 토의록 작성을 통해 공식화

3. 미국 측 입장
 수입개방 및 관세인하 Package, 광고업 인가, 금융업 영업조건에 중요성 부여
 공산품 못지않게 농산품의 수입 허가 문제에 역점
 1985년에 16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는 한국 상품의 GSP 수혜액과 관련하여 1987년도 허용 상한액을
11억 달러로 축소 희망
 한국이 증액을 희망할 경우에는 미국이 제시한 Package Short List 품목과 관련하여 수입자유화
11개, 관세인하 11개 품목 등에 대한 한국의 조기 조치 시행을 요청

4. 협의 결과
 한국 측의 301조 협상 타결 설명에 대해 미국 측은 301조 타결로 미국의 보복조치를 미연에
방지하게 된 점을 지적하고, 한국 측의 301조와 GSP 연계 주장에 반대함.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조기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불가 방침 및 특히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조치에 대하여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함.
 강화된 경쟁력 기준 적용 면제 품목을 12개 품목에 제한함으로써 수혜액은 10.8억 달러로 축소됨.
 한국 측은 GSP 종료 품목 중 경쟁력이 미약한 15개 품목의 수혜 환원을 요구한바, 미국 측은
리스트를 제출하되 미국이 제시한 Package에 대한 한국의 조치가 9.15. 이전에 시행될 경우 추
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한국 측 입장

 한국 측은 미국이 제시한 Short List는 국내 여건상 본국에 보고할 수도 없는 형편임을 설명한 바,
미국 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함.

- GSP는 한국 국민 및 언론이 생각하는 것처럼 양보의 대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수혜 폭도 미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음.
- GSP가 한국의 급속한 성장에 일익을 담당한 바, 현재 한국 상품들이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장차 한국이 GSP에서 탈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미국 측이 제시한 농산물 개방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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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측은 GSP 협의와는 별도의 포럼에서 1987년 내에 보험, 담배, 소고기, 금융 등 시장개방
문제에 대하여 한국과 새로운 협의를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함.

5. 후속 조치
 정부는 미국 측이 협의회에서 요청한 한국 내 외국은행 지점의 CD 발행을 1986.9.1.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미국 측에 통보함.
 주미대사관은 8.23.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관이 주미대사관 관계관에게 농산물 6개 품목 중 일부와
포도주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자동 수입승인 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GSP 수혜액을 1985년도의
80% 수준으로 증액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정부는 8.29.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측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 국내 정치, 경제적 여건상 수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 다만 수혜 폭이 대폭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소다회 수입보장, 목제품 차등관세 해소, 개인용 컴퓨터
수입개방 및 농산물 중 Grapefruit 주스에 대해 1987.7월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통보함.
 주미대사관은 무역대표부 관계자와 접촉 결과 한국에 대한 GSP 수혜액이 12.5억 불 정도로 결정
되었음을 10.28. 보고함에 따라 정부는 대사관을 통하여 13억 불로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미국
측은 증액 없이 12.5억 불로 확정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재가 후 1987.1.2.자로 공표함.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전4권 V.4 1987

| 87-062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7-46 / 11 / 1~129(129p)

미국 무역대표부는 1987.7.1.~93.7.4.간 적용될 미국의 제2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운용
계획을 마련한 아래 요지의 GSP General Review 보고서를 1986.12.30.자로 공표함.
1. 국별 조정 내용
 GSP 6대 수혜국의 수혜 규모는 전년 대비 22.6% 감액된 71억 달러이며, 국별로 한국 24%,
대만(구 자유중국) 37.5%, 브라질 32%, 멕시코 16%가 삭감되었으며, 홍콩은 3%, 싱가포르는

2. 한국 상품 관련 사항
 1985년도 대미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 금액은 16.5억 달러이며, 신규 조정 금액은 24%가 삭감된
12.5억 달러임.
 수혜 정지: 44개 품목, 현재 GSP 수혜 품목 중 21개 품목에 대한 수혜 정지
 수혜 환원: 4개 품목

3. GSP 연례 검토 대상국
 무역대표부는 매년 적용 기준 및 수혜 품목을 조정하며, 업계의 수혜배제 청원, 수혜추가 청원
및 상품 경쟁력, 노동권 보호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 대상을 결정하여 매년 7.1.부터 다음 해 6.30.까지
시행함.
 무역대표부는 1987.7월 연례 검토 대상국을 발표 시 한국을 연례 검토 대상국으로 포함함.

- 미국 노동단체인 AFL-CIO가 제출한 한국 노동권 탄압에 대한 청원서를 수락하는 한편 1987.9월 청문회를
거쳐 1988.4월 최종 결정하도록 계획함.
- 10개 상품 품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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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각 증액됨.
 한국 등 8개국의 290개 품목에 대한 수혜 혜택을 정지함.
 루마니아 등 3개국은 노동권 보호 미흡으로 GSP 혜택에서 제외함.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87-062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17-46 / 12 / 1~292(292p)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87.3.6. EC(구주공동체)가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신흥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한·미 간 통상 현안 타결 후 EC의 GSP 계획 논의 과정에서 EC 집행위원회 일부 회원국은 EC를
차별대우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과 같이 GSP를 압력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한 바 있음.
 실제 EC 집행위는 주미 EC대표부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 GSP를 압력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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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음.

2. 외무부는 1987.4.16. 주벨기에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EC 측이 GSP 수혜를 지적소유권 소급보호 및 보험시장 개방과 연계하여 한국을 1988년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은 GSP 기본정신 및 취지(제2차 UNCTAD 결의 2항에 의거한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 특혜제도)에 위배됨.
 또한 EC 자체가 설정한 GSP 공여의 객관적 기준 경쟁력 충족 기준에도 배치되므로 EC 측의
여사한 조치는 한·EC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3. 외무부 통상2과가 1987.11.24. 작성한 1988년도 EC의 GSP 지침에 관한 자료 요지임.
 GSP 제외 품목

- rubber tyres, paint, varnish brush
 CTQ 50% 삭감

- stranded wire 등
 신규 쿼터 설정

- micro oven 등
 섬유류 부문은 추후 채택 예정으로 지난주 EC 주재 회원국 대사회의(Coreper)에서 아래와 같은
품목별 졸업정책 최종 합의

- 역외 수입 점유율 10% 이상 품목은 졸업원칙 적용 (다만,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로서 MFA 품목의
dominant supplier이고 섬유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약간의 예외 인정)
- 섬유류 졸업정책 시행 시기 관련, 향후 2년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경우 16개 품목이
1988년에 50% 쿼터 삭감, 1989년 졸업 예정

GSP(일반특혜관세제도)에 따른 노동권 보호

| 87-062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7-46 / 13 / 1~225(225p)

미국의 1987년도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연례 검토와 관련한 한국의 노동권 문제 제기 및
정부의 대응 관련 사항임.
1. 미국의 한국 노동권 제약 문제 제기
 미국 정부는 인권 보호 및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차원에서 1986.12월 제2기 GSP 공여 검토 시
한국의 노동권 보호 수준을 공여 폭에 반영하였고, 의회는 1987.1월 하원 종합무역법안에 노동자

문제를 GSP에 포함하였으며, 1987.6월에는 노동권 문제를 이유로 GSP 배제를 청원함.
 미국 정부는 1986년도 GSP 검토 시 한국의 노동권 보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1987.2월
미 국무부는 한국인권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노동권 문제를 거론함.

-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제한, 미성년자 고용, 과도한 노동시간, 최저임금제 미비 등
 미국의 GATT(일반관세무역협정)에서의 노동과 무역문제 제기 주장에 대해 개도국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한국도 노동문제는 ILO(세계노동기구)에서 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함.

2. 정부의 대응
 정부는 1986.12월 노동법 개정 및 최저임금제 제정 등 노동권 강화 조치를 이행하고,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미국 노동 및 인권단체들의 동 문제 제기에 대하여 개선 사항을 설명함.
 1987.6.29. 선언 이후 노사분규 확산에 따라 뉴욕타임스 등 언론들이 한국에서의 노사분규를
보도함으로써 한국 수출기업들의 납기 불이행을 염려하는 해외 수입상들이 수입선 전환 의사를
표시함.
 정부는 1987.8월 노사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1987.11월 노동부 고위 관계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한국 노사분규와 관련한 미국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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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규정하는 한편 301조 발동 대상으로 추가함.
 노동조합 등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각국의 인권 관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노동권 보호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Bangkok
(태국) 1987.11.9.-13. 전6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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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7 / 1 / 1~460(460p)

정부는 1987.11.9.~13. 방콕 개최 제2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에 박쌍용 외무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금번 총회는 동 기구가 1986년 유엔 전문기구로 발족한 이후 최초의 실질적 총회로서 유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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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업개발의 현황 분석, 세계경제 및 공업개발에 관해 토의할 예정임.
 한국의 공업화정책,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개도국에 대한 협력제공 실적을 설명하고, 남남협력
차원에서의 개도국 공업개발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천명함.

2. 아주그룹회의 개최(1987.11.8.~9.)
 IDB(공업개발이사회) 이사국에 한국, 북한을 포함한 9개국, PBC(기획예산위원회) 위원국에 중국
(구 중공), 인도 등 7개국이 경합함.
 북한대표는 한국의 진출 저지를 목적으로 현 IDB 이사국의 재선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함.

3. 회의 결과
 한국은 1967년 UNIDO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최초로 임기 4년의 동 기구 이사국으로 선출됨.

- 한국, 중국, 필리핀 등 5개국이 아주그룹에서 피선
 개도국 공업화 추진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 개도국의 공업화 노력에 대한 지원 촉진,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 사업 확대추진, 동 기구의
1988~89년 예산 및 인력자원 개발사업의 증대 합의
 수석대표는 11.10.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의 공업화 노력에 대한 지원을 촉구함.
 정부는 UNIDO IDF 기여금 3만 달러 지원을 사무국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 대UNIDO 기여금 납부
규모를 적정 규모로 증대해 나갈 것을 검토함.

4. 한국의 이사국 진출의 의의 및 평가
 한국의 공업화 노력과 실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결과로 신흥공업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한편 UNIDO에서의 활동 기반을 구축함.
 북한의 방해 활동, 입후보 경합 등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한국의 피선은 한국의 괄목할 경제발전
및 최근의 민주화 조치 등으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것을 입증함.
 향후 대책

- 이사국으로서 동 기구의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동 기구 특수사업기금에 대한 기여금 증액을 검토함.
- 동 기구 회원국, 특히 미수교국과의 협력을 통한 관계 증진을 모색함.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Bangkok
(태국) 1987.11.9.-13. 전6권 V.2 참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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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7 / 2 / 1~304(304p)

정부의 1987.11.9.~13. 방콕 개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제2차 총회 대표단 파견 관련
자료 현황임.
1. 대표단 명단, 일정 및 총회 개요
2. 정부 훈령
 기본 훈령

 의제별 훈령

- 의장단 선출, IDB 이사국 및 PBC(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 선출, 공업화 관련 주요 현안 문제 토의, 공업
개발 금융조달 문제, 외채 및 공업개발, 기획 및 재정 문제, 직원 문제, 정부간·비정부간 기구에 관한
문제별 훈령

3. 의제별 설명 자료 및 정부 입장
4. 수석대표의 태국 프램 수상, Siazon UNIDO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 면담 자료
5.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및 기타 의제별 발언 문안
 UNIDO 활동의 새로운 개념 정립, 인적 자원 개발과 과학기술 능력 강화, 공업개발 재원 조달,
외채와 공업개발, 여성의 공업개발 참여, 아주그룹 회의, 77그룹 회의 발언 문안

6. UNIDO 이사국 진출 교섭 관련 자료
 사전 교섭 결과, 주요국 반응, 교섭 시 언급 사항, 경쟁국 관계 현황

7. 보도 자료
8. 참고 자료
 UNIDO 개요, 회원국 명단, 각국 대표단 명단, 이사국 진출 각국 교섭경과, UNIDO/IPS 설립 및
한국의 2000년대 지향 과학기술정책 자료, 한국의 대개도국 무상원조 현황, 대개도국 기술협력
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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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UNIDO 활동: 한국의 대UNIDO 활동 강화, IDB(공업개발이사회) 이사국 진출 추진, UNIDO를 통한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개선 강화, 의제별 입장 발표, 북한대표단 활동 파악 및 대처
- 대태국정부 활동: 양국 간 현안 문제 협의 및 태국에 대한 북한의 침투활동 대처 관련 협조 교섭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Bangkok
(태국) 1987.11.9.-13. 전6권 V.3 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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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7 / 3 / 1~237(237p)

정부의 1987.11.9.~13. 방콕 개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제2차 총회 준비 관련 주오스트
리아대사 보고 자료 현황임.
1. 사무총장 자문그룹이 작성한 참고자료(1987.8.25.)
 UNIDO 기본 고려사항의 새로운 개념, 정책분야 목표 및 역할, 중기계획(1990~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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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 잠정의제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1987.9.9.)
 나미비아에 대한 기술원조, OAU(아프리카단결기구) 구상 남아공 국민해방운동에 대한 기술원조

3. 총회 잠정의제 7(i), 7(e) 및 7, 9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1987.9.15.)
 팔레스타인에 대한 기술원조, 2개년 행동의 기본전제 및 검토, 개도국의 공업부흥 및 성장정책

4. UNIDO 사무국 발간 1987.6월 이후 자료 목록(1987.9.15.)
5. 총회 잠정의제 7, 8, 9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1987.9.22.)
 공업개발을 위한 재정자원의 동원, 개도국 대외채무에 대한 특별보고서 포함 1987년 세계 보고서

6. 제3차 UNIDO/IDB(공업개발이사회), PBC(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될 재정보고서(1987.9.29.)
7. 총회 잠정의제 2, 6 및 7(d), 7(b), 11(a), 11(c)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1987.10.6.)
 공업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 10년간의 아프리카의 공업개발 등

8. 총회 의제별 진행방법, 참고문헌 목록(1987.10.14.)
9. 총회 결의안 초안(198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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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Bangkok
(태국) 1987.11.9.-13. 전6권 V.4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교섭상황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7 / 4 / 1~242(242p)

한국의 1987.11.9.∼13. 방콕 개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제2차 총회 중 IDB(공업개발
이사회) 및 PBC(기획재정위원회) 입후보에 따른 지지 교섭 추진 경과임.
1. 외무부는 1987.5.1.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5.4. 아시아그룹회의에서 한국의 IDB 및 PBC 입후보 의사를
표명하도록 지시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아시아그룹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합이 치열할 경우 PBC 입후보를 철회함.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회 표결에 대비한 지지 교섭을 시행 예정임.

추진을 아래와 같이 지시함.
 한국의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역할 및 1987.4월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치 등 대UNIDO 활동 강화에
따라 IDB 이사국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아시아그룹회의에서 한국의 입후보 의사를 표명함.
 3차에 걸친 아시아그룹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PBC 입후보를
철회하고, IDB에 입후보함.
 현지 실정에 따라 한국의 IDB 입후보에 대한 주재국의 지지 교섭 활동을 시행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한 입후보 국가와는 상호지지 원칙을 고려하여 추후 최종 입장을 결정 예정임.

3. 외무부는 1987.7.20. 주한 아르헨티나대사 등 48개 주한 외교공관에 한국의 UNIDO/IDB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구상서를 발송함.
4.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87.9.10. 한국의 UNIDO/IDB 및 PBC 입후보 지지 교섭 경과 및 대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입후보 현황

- IDB(아주지역 5개국)에 한국 등 8개국 입후보, PBC(아주지역 5개국)에 한국 등 8개국 입후보
 입후보 지지 교섭 활동

- 1987.5월 입후보 의사 표명 이후 UNIDO 회원국 및 주한공관을 통한 교섭 활동 시행, 합의 도출 실패
 향후 전망

- 아시아그룹회의에서 합의가 불가능함에 따라 11월 제2차 총회에서 표결 전망
 대책

- 교섭 결과 및 각국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11월 초 입후보 유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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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7.7.16. 주일대사 등 82개 관련 공관장에게 한국의 UNIDO/IDB 입후보에 대한 지지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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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무부는 1987.9.14. UNIDO 82개 회원국 공관장에게 IDB 입후보와 관련하여 한국의 이사국 진출
확보를 위해서는 11월 총회에서 75표 이상 지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주재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교섭 추진을 지시한 바, 10.20. 현재 동 교섭 중간 결과는 아래와 같음.
 지지 표명 21개국, 상호지지 확정 10개국
 상호지지 교섭 9개국, 호의적 검토 입장 30개국, 검토 입장 12개국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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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Bangkok
(태국) 1987.11.9.-13. 전6권 V.5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I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7 / 5 / 1~335(335p)

1. 정부는 1987.7.16.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82개 회원국 공관장에게 한국의 UNIDO/IDB(공업개발이사회)
입후보 지지 교섭을 시행하도록 아래와 같이 훈령함.
 한국의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역할 및 1987.4월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치 등 대UNIDO 활동 강화에
따라 IDB 이사국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아시아그룹회의에서 한국의 입후보 의사를
표명함.
 3차에 걸친 아시아그룹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PBC 입후보를

요청한 입후보 국가와는 상호지지 원칙을 고려하여 추후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임.

2. 주호주대사 등 아주, 미주지역 공관장은 상기 훈령에 따라 1987.7월 이후 한국의 UNIDO/IDB 입후보에
대한 주재국과의 교섭 결과를 수시 보고함.
 일부 국가는 지지 결정
 일부 국가는 호의적으로 검토 중
 일부 상호지지 요청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상호지지 수락 입장을 전달

3. 정부는 1987.9.12. 주방글라데시대사 등 일부 아주지역 공관장에게 아래와 같이 추가 훈령함.
 비엔나 아주그룹회의에서 9.2. 입후보 조정에 관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북한이 추가로
입후보하여 현재 후보국이 8개국으로 증가한 바, 북한의 입후보는 한국 견제에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은 1985년 제1차 UNIDO 총회 시 주재국의 입후보를 지지한 바, 상호주의 및 호선제 원칙에
따라 금번 한국의 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 바람.
 북한의 IDB 입후보 관련 주재국에 대한 활동 여부를 수시 보고 바람.

4. 일본과의 동 UNIDO/IDB 입후보 관련 교섭 결과임.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7.8.17. 한국의 요청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한국 측은 일본이 입후보하여 상호지지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힘.
 동 대사관은 10.31. 한국의 IDB 입후보를 지지할 방침이라고 통보해 오고, 한국은 일본의 PBC
입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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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고, IDB에 입후보함.
 현지 실정에 따라 한국의 IDB 입후보에 대한 주재국의 지지 교섭 활동을 시행하고, 한국의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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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Bangkok
(태국) 1987.11.9.-13. 전6권 V.6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II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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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7 / 6 / 1~331(331p)

1. 정부는 1987.7.16.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82개 회원국 공관장에게 한국의 UNIDO/IDB(공업개발
이사회) 입후보 지지 교섭을 시행하도록 아래와 같이 훈령함.
 한국의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역할 및 1987.4월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치 등 대UNIDO 활동
강화에 따라 IDB 이사국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아시아그룹회의에서 한국의 입후보 의사를
표명함.
 3차에 걸친 아시아그룹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PBC 입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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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고, IDB에 입후보함.
 현지 실정에 따라 한국의 IDB 입후보에 대한 주재국의 지지 교섭 활동을 시행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한 입후보 국가와는 상호지지 원칙을 고려하여 추후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임.

2. 주오스트리아대사 등 구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은 상기 훈령에 따라 1987.7월 이후 한국의
UNIDO/IDB 입후보에 대한 주재국과의 교섭 결과를 수시 보고함.
 일부 국가는 지지 결정
 일부 국가는 호의적으로 검토 중
 일부 상호지지 요청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상호지지 입장을 전달

3. 정부는 1987.10.3. 주그리스대사에게 필리핀의 추가 입후보로 입후보국이 9개국으로 증가하여 경합이
치열해졌음을 설명하고, 사이프러스대사관을 접촉하여 사이프러스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도록 추가
훈령함.
4. 정부는 1987.10.29. 주핀란드대사에게 핀란드의 UNIDO/PBC(기획재정위원회) 입후보에 대한 한국의
지지 결정을 통보하고, 핀란드도 한국의 IDB 입후보를 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추가 훈령함.
5. 외무부 경제기구과장은 1987.10.15. 주한 프랑스대사관 관계관을 면담하여 한국의 IDB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바, 프랑스 측은 본국 정부에 대한 보고를 약속하는 한편 프랑스의 UNIDO/IDB
및 PBC 입후보 지지를 요청함.
6. 정부는 주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지역 공관장에게 1985년 제1차 UNIDO 총회 시 한국이 주재국의
IDB 입후보를 지지했음을 설명하고, 주재국 측이 상호주의 및 호선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IDB 입후보를
지지하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함.

| 87-0635 |

UNCSTD(UN과학기술개발회의) / ICSTD
(개발을위한 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 회의,
제8-9차. New York
생산연도

1986-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7 / 7 / 1~240(240p)

1. 주유엔대사는 1986.5.9. 제8차 UNCSTD/I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정부간위원회)가 1986.6.2.~13. 뉴욕에서 개최 예정임을 보고하고, 정부대표단 임명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대표부 관계관이 동 회의 참석 후 결과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주유엔대사는 1986.6.4. 동 회의 개최 경과를 아래 보고함.
 77그룹, 선진국그룹, 동구그룹 등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기술격차 확대문제 등에 이견을

3. 외무부는 1987.3.25. 주유엔대사에게 최형섭 후보자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자문위원 입후보에
동의함을 유엔 과학기술센터에 통보하고, 동인의 자문위원 피선을 위한 동 센터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4. 정부는 박흥일 과기처 국제협력담당관 외 주유엔대표부 관계관 1명을 1987.7.27.~8.7. 뉴욕 제9차
ICSTD 회의에 대표로 파견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의제 채택 및 77그룹회의 의견종합
 의제3 ICSTD 활동 및 의제4 ICSTD 자문위 활동 일반토의 종결
 의제별 결의안 채택 후 종료
 최형섭 회장이 개발을 위한 유엔 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피선되고, 동 자문위원 선출은 결의안
채택 방식이 아니라 보고서 채택으로 결정됨.
 정부대표단은 한국의 과학기술 개발현황과 2000년대 장기계획에 관해 발표함.

5. 과학기술처는 1987.8.26. 외무부에 아래 내용의 제9차 ICSTD 회의 참가 보고서를 송부함.
 회의 개요, 주요 의제, 회의 내용, 정부대표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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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함.
 차기 회의 의장단 선출, 임시 의제에 포함될 사항 토의, 보고서 채택 등이 진행될 예정임.

UNIDO(UN공업개발기구) / 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

| 87-0636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경제과

MF번호

2017-47 / 8 / 1~192(192p)

정부의 1978.5.6. UNIDO/IPS(유엔공업개발기구/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유치 경과임.
1.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3.11.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UNIDO/IPS 서울사무소 유치 문제 관련 2.28.자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UNIDO/IPS의 본격 설치 이전 1986년부터 2년간 조건부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함.
 외무부를 통해 동 입장을 UNIDO 측에 전달하고, 동 기구 측 반응을 보아 추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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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처는 1987.2.17.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UNIDO/IPS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2.16.자 관계부처
회의에서 동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동 설치협정(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었음을
통보함.
3. 주오스트리아대사대리는 1987.3.13. 상기 사무소 설치 관련 UNIDO 측과의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한국 측이 최종 설치협정 문안을 제시하여 UNIDO 측이 검토하도록 합의하였으며, UNIDO 측은
협정 서명일로 1987.4.15.를 잠정 제의함.
 협정 서명일에 사무소장을 임명, 업무 개시 예정으로 한국의 기여금 납부 등 조치를 건의함.

4. 외무부는 1987.4.15. UNIDO와의 상기 사무소 설치협정 서명·발효조치를 완료한바, 주오스트리아대사는
4.23. UNIDO 측과의 IPS 운영협의회 결과 UNIDO 측은 4.27. 한국 측 추천 사무소장에 대한 수락 동의
요청서를 발송 예정으로 5월 초 업무 착수에 합의하였음을 보고함.
5. 과학기술처는 1987.5.6. 외무부에 IPS 서울사무소 개설을 통보하고, 외무부는 1987.5월 이후 IPS 서울사무소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해 UNIDO 측과 협의를 진행함.
 후보자 추천, 후보자 자격 검토, 특별 용역계약 형식의 채용 방안, 고용계약 연장 문제 등

6.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87.6.10. 의전장실에 UNIDO/IPS 서울사무소 소장 및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적용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10.14. 프랑스, 일본 등 관련 공관에 상기 서울사무소의 지위와 관련하여 주재국의 유사
성격의 UNIDO 사무소의 지위 및 현황 파악을 지시함.
 외무부는 사무소 설치 협정 제9조 특권, 면제조항에 의거하여 일정한 특권 및 면제 적용을
결정하고 11.6. 국세청에 IPS 자산 등에 대한 직접세 면제 및 직원에 대한 과세 면제 등을 요청함.

UNDP(UN개발계획) 제4차 국가계획 (Country
Programme)

| 87-0637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7 / 9 / 1~209(209p)

과학기술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한국의 UNDP(유엔개발계획) 제4차 국가
계획서를 1986.10월 주한 UNDP 사무소를 경유하여 UNDP 본부에 제출함.
1. 동 계획서의 골자는 아래와 같음.
 계획 기간: 1987~1991년
 예산: 10,682,000달러
 주요 목차

2. 주유엔대사가 1986.12월 파악한 상기 한국 국가계획안에 대한 UNDP 사무국 내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한국 계획안 중 TCDC(개발도상국 간의 기술협력) 활동지원 계획을 높이 평가함.
 한국 계획안이 중소기업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개발 전략과 일치되므로
합당함.
 UNDP 내에 한국이 공동 프로젝트를 좀 더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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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전략 및 기술협력 우선순위: 최근 경제 동향, 국가 발전 전략, 기술협력 필요성 및 우선순위,
원조 조정기관
- 국가계획: 현행 국가계획 평가, 새로운 계획 제안, 예비비

UNDP(UN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34차.
New York, 1987.5.26.-6.19.

| 87-063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8 / 1 / 1~348(348p)

1. 정부는 1987.2.11.~20. 뉴욕 개최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실무작업반 회의에 아래와 같이
대표단을 파견함.
 정부대표단: 실무작업반 회의에는 주유엔대표부 이창호 참사관 외 1명, 조직·특별회의에는 박근
주유엔대사(수석대표) 외 2명 파견
 주요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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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단 선출: 의장국 덴마크, 부의장국 튀니지 외 3개국
- 제34차 집행이사회 정기회기 일정 승인: 총회(5.26.~6.9. 및 6.19.), 전체위원회(6.10.~18.)
- 28개 국가별 계획 및 3개 지역별 계획 승인, 제34차 정기회의 잠정의제 승인

2. 정부는 1987.5.26.~6.19. 뉴욕 개최 제34차 UNDP 집행이사회에 박근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대표단

- 외무부, 과학기술처 담당관 등 5명
 정부 훈령

- 집행이사국으로의 활동 강화 및 집행이사국 재선을 위해 아시아그룹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 의제별 토의 시 한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아시아그룹과 공동보조
- 선진국 및 개도국, UNDP 사무국, 사업 집행기관들의 입장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
 고위급회의(6.3.) 시 수석대표 연설 요지

- 최근 유엔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요소인 다자간 경제원조 강화 필요
- UNDP의 조정 역할 평가 및 사업 시행 단계에서 상주대표 조정 역할의 중요성
- 한국 정부의 전문가 파견, 기술훈련생 초청사업, 신탁기금 설치, 한·ESCAP(아시아태평양이사회)
협력기금 창설 결정 소개 등 UNDP에 대한 적극적 협력 의지 표명
 주요 성과

- 한국 및 북한 국가계획 검토 시 정부 입장 반영
- 한국 및 북한 국가계획 승인
- UNDP 활동 강화를 위한 아시아그룹 내 우방국 및 UNDP 사무국과의 유대 강화
- UNDP 집행이사국으로서 우방국 국가계획 검토 시 지지 표명

UNDP(UN개발계획) 지원 룸비니 개발 국제
위원회

| 87-0639 |

생산연도

1980-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8 / 2 / 1~176(176p)

정부의 네팔 룸비니(석가모니 탄생지) 개발 국제위원회 참여 검토 경과임.
1. 유엔의 1967년 이후 룸비니 개발 계획 추진 경과임.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은 1967년 룸비니 순례 후 동 유적 개발을 유엔에 정식 요청함.
 유엔 불교국 13개국 대사는 1970.2월 주유엔 네팔대사를 회장으로 하는 룸비니 개발 국제위원회를
창설함.
 네팔 외무성 및 동 위원회 사무총장은 1973.1.28. 한국의 참여를 정식 요청, 9.4. 룸비니 개발

달러로 수정하여 198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함.

2. 주유엔대사는 1981∼87년 중 UNDP 지원 룸비니 개발 국제위원회 개최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 위원회 Basu 조정관의 모금을 위한 동남아, 일본 방문 동향(1981.12.4.)
 룸비니 개발계획 1차 건설 모금을 위한 상기 조정관의 1982.6.18. 한국 등 방문 계획에 대해
외무부는 주유엔대사에게 동 조정관의 방한 연기 지시(1982.6.24.)
 룸비니에서의 1984.3월 동 위원회 개최 계획 및 각국의 기여금 납부 동향(1984.1.17.)
 룸비니 성역화사업 건설계획 및 각국의 지원 동향(1984.5.11.)
 룸비니 미국위원회의 룸비니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유엔 미국대사의 1985.5.16.자 지지 요청
서한에 대한 주유엔대사의 지지 답신 발송(1985.7.11.)
 네팔 정부의 룸비니개발신탁법 제정(1985.8월) 및 룸비니 사업에 대한 각국 지원 내용(1985.11.29.)
 Basu 조정관의 네팔 방문 결과 청취(1986.1.8.)
 룸비니 신탁기금관리위원회 구성, 각 분야 건설작업 진척도 설명, 모금운동 활성화방안 연구검토
건의 및 우탄트 전 사무총장 추모불탑 기증 문제 논의 동향(1986.8.26.)
 네팔 Gyanendra 왕자의 1987.6.7.~12. 방미 활동계획 청취(1987.4.22.)
 네팔 왕자의 회원국 정부에 대한 지원 호소 연설, 동 왕자의 방한 예정 동향(1987.6.11.)

3. 외무부는 1984.7.19. 한국의 룸비니 개발 국제위원회 가입 타당성 여부를 아래 검토함.
 종교의 자유, 타 종교와의 형평상 특정 종교기구에 정부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자발적으로 설립된 한국위원회를 통해 불교계 인사들이 불교 성지 개발에 참여함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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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원회가 창설됨.
 UNDP(유엔개발계획)는 룸비니 성역화 개발 계획을 수립, 최초 650만 달러를 1980년 1,950만

| 87-0640 |

UNDP (UN개발계획) TIPS (개도국간 기술정보
교환체제) 사업을 위한 정부간 자문 이사회 회의,
제2차. Rome(이탈리아) 1987.6.25.-26.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8 / 3 / 1~67(67p)

정부는 1987.6.25.~26. 이탈리아 로마 개최 UNDP/TIPS(유엔개발계획/개도국간 기술정보
교환체제) 사업을 위한 제2차 IGAB(정부간자문회의)에 이탈리아대사관 김경석 서기관을
옵서버로 파견함.
1. 주요 토의 사항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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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 사업보고
- 향후 사업 및 재원 문제
 기술 및 무역 정보

- TIPS 주관 기관의 정보정책 가이드라인 설명 및 토의
 TIPS 정보흐름의 유용성 평가

- 평가 기준 토의
 TIPS 재원과 사용자 부담

- 과거 및 미래 소요재원 설명 및 토의

2. 회의 결과
 TIPS 사업의 향후 효과, 재원 등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으나, 특정한 결론은 없었음.
 공여국인 이탈리아 정부가 실시 예정인 TIPS 사업에 대한 전문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1987.11월 재차 협의하기로 함.

UNDP(UN개발계획)의 대북한 지원사업

| 87-0641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8 / 4 / 1~105(105p)

UNDP(유엔개발계획)가 1987~91년간 추진 예정인 북한에 대한 제2차 사업계획 내용임.
1. 개관
 동 계획 기간은 북한의 제3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1987~93년)과 거의 일치함.
 동 계획을 위한 IPF(국별자금)는 13.612백만 달러로 제1차 계획(1982~86년) IPF 이월액이 1.532 백만
달러임에 따라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15.144백만 달러임.

 농업 생산성 향상

- 종자 개량을 통한 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생산성 향상
- 토양 및 재배방법 분석을 위한 현대 기술 도입
- 간척사업을 위한 제방 건설 및 간척지의 농경지로의 개발 기술 개선
-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한 영양 섭취,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확대
- 신종자 개발을 통한 야채류 다양화 및 과일 생산 증가
 공업 생산능력 개선

- 수력 발전에 중점 우선순위를 부여
- 특히 전력 누출 방지를 위한 전력 공급체계 개선 및 변압기 생산 능력 강화
- 폴리에틸렌 등 인조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기술 습득
- 화학 분석기구 품질 개선 및 분광 광도계, 가스 착색판 등 생산을 위한 신기술 습득
- 기타 석탄 채광 장비, 소형 수력발전기, 시멘트 등 생산기술 능력 고양
 수출 증대

- 무역정보 서비스 센터 설립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상품의 포장 기술 개선
- 목재가구의 품질 개선 및 목재 생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
- 연근해 수산물 증식을 위한 현대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기타 기술협력

- 공기, 수질 및 식품 오염 방지 등 환경보건 관련 재해 통제 능력 강화
- 워크숍 참가, 사절단 등을 통한 비용효과적인 전문기술 습득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 UNFPA(유엔인구기금) 등과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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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중점사업

UNEP(UN환경계획) 이사회, 제14차. Nairobi
(케냐) 1987.6.8.-19.

| 87-064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7-48 / 5 / 1~296(296p)

정부는 1987.6.8.~19. 케냐 나이로비 개최 UNEP(유엔환경계획) 제14차 집행이사회에 이두호
환경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최종무 주케냐대사관 참사관 등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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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 목적
 UNEP 집행이사국으로서 의제별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 강화 기반을 조성함.
 환경 데이터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UNEP의 기술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2000년대를
향한 환경 전망 보고서’
의 내용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자발적 기여금 납부의 필요성과 효과 및 각국의 납부 현황과 운용 실태 등을 파악함.

3. 주요 의제
 사무총장 보고서 검토
 타 기구와의 활동 조정 문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보고서 검토
 2000년대를 향한 환경 전망 보고서 검토
 사막화 방지 실천계획 집행 문제
 프로그램 문제 및 환경기금 문제

4. 수석대표는 1987.6.12. 본회의에서 환경 상태 보고와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발언함.
 금번 회기에 제출된 주요 문서의 권고 및 제안에 따른 구체적 조치 시행을 촉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역협력 필요성 강조
 한국의 주요 환경정책 소개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환경문제에 관한 노력 설명

한국의 UNV(UN봉사단) 사업참여

| 87-0643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8 / 6 / 1~173(173p)

1. 정부는 한국의 UNV(유엔봉사단) 사업 참여를 위해 1986.12.19.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래와 같이 UNV와
양해각서를 체결함.
 양해각서 서명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Nabulsi UNV 행정조정관
 양해각서 요지

2. 외무부는 1987.1월 상기 UNV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국내사업기관 지정

- 국내사업기관으로‘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를 지정함.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업무 내용 및 정부의 지휘, 감독권 등에 관해서는 외무부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간의 약정에 의해 규정함.
 1987년도 사업계획 수립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국내사업기관으로 지정된 후 동 중앙본부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확정함.
- 국내 연수 대상 국가 및 한국인 봉사단원 파견 대상 국가는 연수 가능 분야 및 파견 가능 분야 등을 검토
후 UNV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실무조사단 현지 파견

- 선진국의 대개도국 봉사활동 내용 및 UNV의 현지 활동 상황 조사를 위해 과학기술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및 외무부의 실무자를 1987.1~2월 중 해외에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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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V 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기여금의 관리를 위해 신탁기금(Trust Fund)을 설치하고, UNV가 동 기여금을
관리함.
- 한국은 유엔봉사단원 활동 인력을 제공함.
- 한국은 UNV 측과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수행할 국내사업기관(National Focal Point, NFP)을 지정함.
-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정규 봉사단원의 파견 등 기술지원 계획을 UNV에 제의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
계획에의 참여도 가능함.
- 한국이 제공한 기여금은 외국인 연수생의 한국 내 훈련, 한국인 봉사단원의 제3국 파견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에 충당함.

Nabulsi, Hikmat UNV(UN봉사단) 행정조정관
방한, 1987.3.1.-4.

| 87-064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48 / 7 / 1~113(113p)

UNV(유엔봉사단) Nabulsi 행정조정관이 1987.3.1.~4. 방한함.
1. 방한 목적
 한국의 UNV 사업 참여에 따른 구체적 사업 추진 방안 협의

2. 주요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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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 주한 UNDP(유엔개발계획) 대표 주최 만찬
 3.2.(월)

- 외무부장관 및 차관 예방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 과학기술처차관 예방
-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 면담
 3.3.(화)

- 새마을연수원 방문
-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방문
-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명예회장 주최 만찬
 3.4.(수)

- 새마을 모범부락 방문

3. 외무부장관 예방 시 양측 언급 요지
 외무부장관

- 개도국 발전을 위한 UNV의 역할과 노력에 사의를 표함.
- 한국은 기여금 납부 등을 통해 유엔 활동에 계속 협조할 것임.
 Nabulsi 행정조정관

- UNV는 봉사 차원에서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도국에 인력을 파견하는 유일한 기구임.
- 한국의 적극적인 UNV 사업 참여를 기대함.
- UNV가 한국 측과 협의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기술 분야 이외에 언어 분야가 있음.

WFC(세계식량이사회) 각료회의, 제13차. 북경
1987.6.8.-11.

| 87-064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48 / 8 / 1~119(119p)

정부는 1987.6.8.~11. 중국(구 중공) 북경 개최 제13차 WFC(세계식량이사회) 각료회의에
농림수산부 국장 및 외무부 실무자 2인으로 구성된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WFC 각료회의는 세계 식량 및 농업 문제에 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1974년 제29차 유엔 총회
및 세계식량이사회 결의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직속기구로 설립된 심의기관임.
 65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 24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은 비회원국으로 옵서버로 참가함.

 세계 기아 및 영양실조 현황과 경제정책의 방향
 농산물 교역과 관련 정책이 식량 개발에 미치는 영향
 식량과 농업 문제에 관한 협력 증진 방안

3. 정부 훈령
 각국의 식량, 농업 분야 정책 및 현황과 한발 및 기아 원조를 포함한 협력 방안 파악
 GATT(일반관세무역협정) 등 다자회의와 양자 경로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농산물 교역에 관한
한국 입장 설명
 미수교국인 중국 인사와의 접촉을 통하여 중국 정세 및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입장 파악

4. 회의 결과
 세계적 기아, 영양실조 상황 및 경제 조정이 식량 및 기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도국 자체 및 국제적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됨.
 국제 농산물 교역 및 국내 정책이 식량 및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식량 생산과
수요의 균형이 회복되어야 하며 선진·개도국 간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함.
 식량, 농업 분야 남·남협력이 남·북협력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해야 함이 강조됨.

5. 대표단 중국 입국 관련 특기 사항
 중국 측은 회의 개최 이전 동 각료회의에 국장급 이상만 참석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외무부
실무직원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을 거부함.
 정부는 WFC, 주한 미국대사관 등을 통하여 강하게 항의를 제기한 바, 중국은 동 외무부 직원들에
한하여 입국사증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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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국제원자력기구) 상주대표 및 이사 임명 등

| 87-0646 |

생산연도

1986-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48 / 9 / 1~38(38p)

정부의 1986∼87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상주대표 임명
및 IAEA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 관련 사항임.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교체 상주대표
 주이태리대사관 직원을 1986년 교체 상주대표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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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EA(국제원자력기구) 상주대표
 신임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6.1.22.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상주대표 신임장을 제출함.
 정부는 1987.6.4. IAEA 이사회 기존 한국대표를 주오스트리아대사로 교체하였으나, 한국이
1987.9월 개최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극동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됨에 따라 동 기구
이사회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대표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1987.11월 과기부에 적절한 인사 추
천을 의뢰함.
 과기처는 외무부에 대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주오스트리아대사가 상주대표를
수임하도록 요청함.

3.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사찰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 문제
 IAEA 사무국은 안전조치 사찰을 위한 일본사무소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사무소로 확대하는
방안과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관련 의견을
문의함.
 과기처는 한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1987.3.6. 외무부에 대해
적극적인 동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을 요청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제26차.
Montreal(카나다) 1987.4.28.-5.13.

| 87-064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48 / 10 / 1~66(66p)

정부는 1987.4.28.~5.13.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에 몬트리올
총영사관 담당관 및 외무부 직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ICAO 제26차 총회는 1986.10월 결의 채택을 통해 ICAO 이사회 주관으로 국제공항에서의 폭력
등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의정서 채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로마 및 비엔나 공항에서의 1985년 테러사건 발생으로 동 회의 개최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됨.

 정부는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항에서의 테러행위 등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3. 회의 의제
 대인 범죄 및 대물 범죄 범위 규정
 파괴용 장치 및 물질 등의 설치에 관한 별도 규정
 관할권 및 범죄인 인도의무 간의 균형 유지

4. 회의 결과
 법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987.1월 작성한 의정서 초안을 바탕으로 토의함.
 토의 결과 채택 후 동 결과를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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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5차. London,
1987.11.9.-20. 전2권 V.1 기본문서

| 87-064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48 / 11 / 1~130(130p)

정부는 1987.11.9.~20.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제15차 총회에 해운항만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 주영국대사관 담당관 및 해운항만청 직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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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연체문제, 상주대표에 대한 특권면제 부여 등 행정사무 관련 사항
 이사회 보고서 심의
 해상항해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의 진압을 위한 협약 초안 준비에 관한 보고서 등 협약 관련
보고 심의

2. 정부 훈령
 이사국 선출 시 지지 대상 국가 지정
 해사 분야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을 통한 한국의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해운 운수, 해양 오염 방지 및 해양 안전 등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필요성 강조
 한국의 해운, 조선 현황 및 IMO와의 협력사업 현황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한국의 국제협력 증대
노력 부각
 정식 회원국으로는 최초로 참석하는 북한의 대한국 비난 책동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3. 회의 결과
 ABC 3개 카테고리별 32개 이사국 선출
 
‘항해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방지대책 협약’
에 관한 국제회의를 1988.3월에 로마에서 개최
하기로 합의
 여객선 안전 강화, 범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등을 해상 인명구조 협약에 수용하기로 합의
 IMO 예산 책정을 미화에서 파운드화로 변경
 상주대표에 대한 특권면제 부여에 관하여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보고

- 영국 정부는 상주대표에게 특권면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
협의 예정

| 87-0649 |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5차. London,
1987.11.9.-20. 전2권 V.2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48 / 12 / 1~201(201p)

영국 런던에서 1987.11.9.~20.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제15차 총회에서 선출 예정인 이사국
후보에 입후보한 국가들의 지지 요청 관련 사항임.
1. 카테고리별 이사국: 2년 임기의 3개 그룹 32개국
 A 카테고리 국가: 국제 해상 수송용역 제공에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B 카테고리 국가: 국제 해상 무역에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C 카테고리 국가: A, B 그룹에 속하지 않는 국가로서 각 주요 지역별 대표 국가

 쿠웨이트,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레바논, 브라질, 쿠바, 그리스, 아르헨티나, 캐나다, 프랑스,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이라크, 칠레, 이태리, 일본, 페루, 스페인, 스웨덴, 트리니다드토바고,
가나, 모로코, 영국, 인도네시아, 독일, 인도, 포르투갈
 한국이 지지한 국가

- 쿠웨이트,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스웨덴, 모로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사이프러스, 프랑스,
파키스탄, 영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3. 신규 회원국 가입
 모나코 공국이 1986.9월 신규로 가입을 희망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2/3 이상의 지지로
1988.1월 가입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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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8차. London,
1987.6.15.-19.

| 87-065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48 / 13 / 1~42(42p)

정부는 1987.6.15.~19.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제58차 이사회에 주영국
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해운항만청, 주영국대사관 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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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등 보고서 검토
 상주대표에 대한 특권면제

2. 정부 훈령
 한국 선단의 전반적인 이익 보호 및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의제별 실질문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참석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의 관련 분야 발전상을 홍보하고, 지위 강화에 노력
 북한의 상주대표부 설치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여 영국 대표단과 긴밀히 협력

3. 회의 결과
 해사안전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별 보고서 검토 및 승인
 해상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정 회의에서 채택한 초안을 바탕으로 1988.3월 로마에서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정부대표단은 한국의 이사국 진출을 1989년도 제16차 총회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건의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제21-25차. London

| 87-0651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48 / 14 / 1~365(365p)

정부는 1985~87년 중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 아래와 같이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해양환경보호 규칙인 MARPOL 73/78 제정, 각기 다른 발효 요건을 갖춘 부속서 1~4의 발효와
시행상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위하여 1985~87년 중 아래 의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함.

2. 정부대표단 파견
 제21차 회의(1985.4.22.~5.1.)

- 해양경찰대 과장을 수석대표로 환경청과 한국선급협회 관계자 4명
 제22차 회의(1985.12.2.~6.)

- 환경청 과장을 수석대표로 3명
 제23차 회의(1986.7.7.~11.)

- 해운항만청 과장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대 등 6명
 제24차 회의(1987.2.16.~20.)

- 해운항만청 관리관을 수석대표로 6명
 제25차 회의(1987.11.30.~12.4.)

- 한국선급협회 런던사무소장 등 2명

3. 회의 결과
 MARPOL 73/78 부속서 발효 현황

- 제1부속서: 1983.10.2. 발효
- 제2부속서: 1987.4.6. 발효
- 제3 및 5 부속서: 세계 총선대의 44.53%인 26개국 수락
- 제4부속서: 세계 총선대의 37.4 %인 24개국 수락
 수용시설 구비 문제가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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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수용시설 구비
- 민감한 해역 설정 문제
- 분과 소위원회별 기술적 문제(IBC 및 BHC 규칙 개정, 유류기록부의 개정 및 해석, MARPOL 73/78의
통일된 해석, 유수분리기 및 감시 장치)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

| 87-0652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48 / 15 / 1~133(133p)

IMO(국제해사기구) 6개 소위원회의 1987년도 토의 요지임.
1. 제33차 항해안전 소위원회(1987.1.12.~16.)
 심흘수 선박의 항만 접근 시의 적용규정, 수색 및 구조, 범세계 항해 시스템 등 협의
 조난통신 절차의 비협약선에 대한 적용, 범세계적인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단일화 방안을
개발하되 기존 설비의 최대한 이용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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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차 컨테이터 및 화물 소위원회(1987.3.23.~27.)
 특별한 사전주의가 요구되는 화물의 안전 운송을 위한 기본규칙의 SOLAS 6장 포함, 고체 화물의
안전 실행 코드, 곡물의 운송, 과적 컨테이너에 대한 조치 방법 등 토의
 정부는 한국적 원목선의 전손 침몰사고 수시 발생에 따라 1986.9월 원목 안전운송 관련 IMO
규정의 보강 필요성을 지적, 1987.3월 소위원회 의제로 상정하도록 요청

3. 제39차 위험화물 운송 소위원회(1987.4.6.~10.)
 위험물 포장에 대한 국제해상 위험물 규정 부속서는 포장 및 성능시험 기준을 규정하여 1990.1.1.
시행 예정인 바, 미국은 제38차 회의에서 1988.1.1. 이전에 포장된 화물에 대한 유보를 제안하였으나,
거부됨.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6.12.10. 외무부에 동 유보안을 제39차 회의에 상정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해운항만청은 한국이 미국 방산물 수입국으로서
새로운 규정 시행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에 따라 공동제안국보다는 동 규정 유보안을 수정,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군사 물자로서 정부 소유라고 명기된 경우에는 유보하도록 결정

4. 제17차 선적화학물 소위원회(1987.5.18.~22.)
 화학물의 안전 및 오염 유해성 평가 관련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 선적 수송이 부결되었으며,
인화성 화학물질 탱커 등에 대한 SOLAS 규정 적용을 결정

5. 제19차 구명, 수색 및 구조 소위원회(1987.6.22.~26.)
 SOLAS 제3장 규정 해석, 생존 구명정의 최대 탑재 높이, 자유낙하 구명정 등에 관해 토의

6. 제32차 선박 복원성 및 만재홀수선 어선 안전 소위원회(1987.9.2.~11.)
 화물선의 구획 및 손상복원성, 무손상 복원성 및 어선안전협약의 조기 발효 문제 협의

IMO(국제해사기구) 무선통신 소위원회 회의,
제33차. London, 1987.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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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7.13.~17.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무선통신 소위원회 제33차
회의에 주영국대사관 담당관 및 체신부 관계자 등 3명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의제
 SOLAS(해상인명안전조약) 규정 개정
 IPU(국제전기통신연합) 주최 1987년도 이동업무에 관한 사항
 IPU 산하 무선통신자문위원회 연구단 활동 사항

2. 정부 훈령
 GMDSS(범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수용을 위해 SOLAS 관련 규정 개정에 찬성
 무선설비 성능 기준안은 무선통신자문위의 권고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3. 회의 결과
 GMDSS 수용을 위한 SOLAS 규정 개정안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 바, 개도국들의 GMDSS
채택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988.10월로 예정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되며, 다만
시행 시기만이 유동적인 것으로 전망
 무선장비의 성능 기준은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
 GMDSS의 도입에 따른 무선사의 기능 관련 사안은 첨예한 대립으로 미결
 IPU 무선 규칙 중 IMO 협약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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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통신위성 관련 사항

체르노빌 원전사고 관련 검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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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 우크라이나의 1986.4.26.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 사고 발생 이후 IAEA(국제원자력
기구)는 1986.5월 특별이사회를 개최하여 체르노빌 원전사고 검토회의 개최, 원전사고 시
비상협력을 위한 국제협정(안) 작성 목적의 정부전문가그룹 설치, 핵안전 협력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전문가그룹의 항구적 구성, 핵안전 문제 전반에 관한 토의를 위한 정부대표자회의
개최 및 1986.9월 핵안전에 관한 임시총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총장에게 6월 이사회에
세부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원전사고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아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1. 원전사고 안전대책에 관한 비엔나 정부전문가회의(1986.7.21.~8.8.)
 IAEA 임시총회에서 채택 예정인 조기 경보 및 원자력 안전 협력 방안에 관한 사무국 작성 16개
항의 약정서(안)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집함.
 회의 결과, 적용 범위 등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9월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2.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검토 비엔나 전문가회의(1986.8.25.~29.)
 발전소 설계, 사고 기술, 비상조치, 방사능 영향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함.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기술안전지원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명의 관계자를 동 회의에 파견함.
 소련 대표의 사고 설명을 토대로 사고 평가보고서가 작성됨.

3. IAEA 핵안전 및 방호 국제협력에 관한 비엔나 전문가실무회의(1986.11.3.~7.)
 정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담당관, 과기처 관계관 등 3명을 대표로 파견함.
 운영, 안전 원칙 등 3개 소위원회에서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한 원전 안전성 추가확보 방안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사고 예방조치에 최우선을 둔 71개 과제들을 시급성에 따라 3개 부류로 분류한
보고서를 채택함.

4. EC(구주공동체) 집행위의 핵사고 안전조치 관련 방안 수립(1986.6.13.)
 EC 집행위는 별도로 장래 예견 가능한 제반 핵사고 대책 및 안전조치 수립을 위한 자체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구주이사회를 거쳐 구주의회에 동 계획을 제출함.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총회, 제1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6.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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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6.9.24.~26. 오스트리아 비엔나 개최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총회에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수석대표로 과기처 및 외무부 관계관 5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및 목적
 1986.4.26.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IAEA가 취한 아래 일련의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대책 수립

- 현지 조사, 원전사고 안전대책 정부전문가회의, 핵사고 검토회의, 핵사고 재발 시의 피해 방지 조치

2. 정부 훈령
 1976년 Three Mile Island 및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근로자 조작 실수가 원인이므로
향후 IAEA가 여사한 인적 실수(Human Error) 극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함.
 제출된 협정안에 대한 IAEA의 추가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함.

3. 회의 결과
 핵사고의 조기통보 협약과 핵사고 및 방사능 비상시의 원조협약을 채택함.
 이사회가 차기 총회에 동 협정 이행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이사회가 원자력 안전 강화에 관하여 제출된 결의안들에 대해 계속 검토하도록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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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회의 토의 결과 보고서 채택
 핵사고의 조기통보 협약과 핵사고 및 방사능 비상시의 원조협약 채택

IAEA(국제원자력기구) 위원회 회의. Vienna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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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987년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산하 행정예산위원회 및 CAS
(공급보장위원회) 회의 관련 사항임.
1. 행정예산위원회(1987.5.5.~7.)
 의제
720

- IAEA 사무국이 제출한 1986년도 예산결산내역 및 감사보고서 검토
- IAEA의 1988년도 예산안 검토
- 회원국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새로 도입한 split system 작동 현황 및 현금 유통 현황 보고
 회의 결과

- 사무국이 제출한 1986년도 결산안을 6월 정기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
- 198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캐나다 및 일본 중수 시설에 설치할 안전조치 장비 설치비용에 대한
회원국들의 부담 반대에 따라 사무국이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결정
- IAEA 연구소 훈련시설 확충, 직원 후생복지 강화 방안을 사무국이 제출하도록 결정

2. 공급보장위원회(1987.5.11.~12.)
 동 위원회의 설치 배경 및 임무

- IAEA 사무총장의 1979년 핵연료 공급보증에 관한 국제 규정 검토 제의에 따라 1980년 이사회에서 동
위원회 설치
- 핵비확산 관련 핵연료 등 기자재의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인 공급보장을 위한 수단 및 방법을 모색하여
이사회에 권고
- 동 위원회는 1980.9월부터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공급보장과 핵비확산을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선진국 입장과 그간 원자력 개발에 있어서 핵확산방지만 강조되고 원자력 평화적 이용이 억제되어
왔으므로 공급보장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개도국 주장이 대립
 의제

- 공급위원회의 활동 상황 평가 및 전망
- 핵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원칙 수립
 회의 결과

- 동 위원회의 지속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등 선진 국가들은 계속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 및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은 소극적인 입장 표명
-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 허용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반대 국가와 인도 등 찬성 국가로 이해가 대립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대립으로 정체 상태이나, 양측이 동 위원회의 종결을 원하지는 않고 있음에
따라 어떤 형태든 회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1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7.9.21.-25. 전6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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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9.21.~25. 오스트리아 비엔나 개최 IAEA(국제원자력기구) 제31차 총회에 박긍식
과기처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교체수석대표: 주오스트리아대사
 외무부, 과학기술처 관계관 등 총 13명
721
 의장단 및 이사국 선출
 1988년도 기술원조 및 협력자금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서약
 일반 토의 및 1986년도 활동 보고서 검토

3. 정부 훈령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IAEA의 교량 역할 수행 필요성을 강조함.
 이사국 선출 시 한국이 속한 극동아시아 지역 대표로 선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함.
 198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시 원자력 발전 분야에 보다 역점을 두는 방안을 제시함.

4. 회의 결과
 극동지역 이사국 선출 시 필리핀과 경합한 바, 필리핀이 9.18. 지역이사회에서 입후보를 철회함에
따라 한국이 64표를 득표하여 극동지역 대표로 선출됨.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핵사고 시 사고 정보 사전 통보 및 지원 협약, 원전 공급국의 원전 안전기술
정보 제공 촉진, 원전 시설에 대한 무력공격 금지 결의안을 채택함.

5. 특기 사항
 수석대표인 박긍식 과기처장관은 동 회의 참석 전 9.16.~26. 프랑스 및 벨기에를 방문함.
 북한은 원자력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한 바, 이사국 후보로 뒤늦게 출마하였다가 철회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의 의제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1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7.9.21.-25. 전6권 V.2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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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49 / 6 / 1~398(398p)

1.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은 1987.9.21.~25.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동 기구 제31차
총회 회의록을 작성 대표단에 배포함.
2. 배포된 회의록에 북한이 이사국에 선출된 것으로 표기됨에 따라 외무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오기 경위 파악 및 회원국에 수정본을 배포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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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659 |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1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7.9.21.-25. 전6권
V.4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I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49 / 8 / 1~191(191p)

한국의 1987.9.21.~25. 오스트리아 비엔나 개최 IAEA(국제원자력기구) 제31차 총회 중 지역별
이사국 선출 입후보, 지지 교섭 시행 및 선출 경과임.
1. 국제원자력기구 극동지역에는 한국, 중국(구 중공), 일본, 북한 등 7개국이 소속되어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핵 선진국으로 당연이사국, 여타국은 윤번이사국 지위를 수임하는 바, 극동지역에는 지역 선출
및 윤번 선출 이사국 2개국 자리가 배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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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회의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으며, 필리핀도 출마를 선언함.
3. 정부는 1987.7.29. 교섭 대상국 주재 재외공관에 지지 교섭 시행을 지시하는 한편 해당 주한공관을
통하여서도 교섭을 추진하고, 한국의 이사국 수임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함.
4. 정부는 필리핀에 대해 금차 총회에서의 이사국 입후보 포기 시 차기 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제의를
전달하고 철회를 권유하였으나, 필리핀은 9.18. 극동지역회의에서 출마 철회를 표명함.
5. 북한은 필리핀의 철회로 호선제 원칙에 따른 북한의 입후보를 주장한 바, 북한의 방해 활동 저지 및
지역 내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및 교섭 결과로 한국이 이사국으로 선출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정부는 한국의 1985~87년 이사국 임기 종료에 따라 연임을 위한 입후보를 결정하고, 1987.7월 극동

| 87-0660 |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1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7.9.21.-25. 전6권 V.5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II (아주·미주 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49 / 9 / 1~249(249p)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987.9.21.~25.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제31차 총회에서의
한국의 지역별 이사국 입후보와 관련하여 아시아지역 및 미주지역 국가 주재 공관들의 지지
교섭 및 외무부에 대한 보고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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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661 |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1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7.9.21.-25. 전6권 V.6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III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0 / 1 / 1~333(333p)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987.9.21.~25.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제31차 총회에서의
한국의 지역별 이사국 입후보와 관련하여 구주지역,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지역 국가 주재
공관들의 지지 교섭 및 외무부에 대한 보고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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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Vienna

| 87-066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0 / 2 / 1~200(200p)

정부는 198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개최 아래 IAEA(국제원자력기구)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이사회(1986.2.18.~21.)
 정부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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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박시열 과기처 원자력이사회 상임위원(IAEA 한국 측 이사)
- 교체대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한영성 과학관
 주요 심의 사항

- 기술원조 및 협력위원회 결과 보고
- 핵공급 보장위원회 결과 보고
- 안전보장 조치
- 개도국 원전 재정지원 방안

2. 이사회(1986.6.10.~13.)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박시열 과기처 원자력이사회 상임위원(IAEA 한국 측 이사)
- 대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이수환 참사관 및 한영성 과학관, 과기처 안전심사실 김진홍 토목기좌
 주요 심의 사항

- 기술협력 활동 보고서
- 핵공급 보장위원회 결과 보고
- 1987~88년 IAEA 사업계획 및 예산
- 안전보장 조치
- 개도국 원전 재정지원 방안

3. 임시이사회(1986.12.8.~9.)
 정부대표단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한영성 과학관
 주요 의결 사항

- 원자력 안전 추가사업 승인
 정부대표 발언 내용

- IAEA의 핵안전사업 확대계획 지지
- 원자력의 평화적 사업 계속 추진
- 예방조치에 보다 비중을 두는 핵안전조치 제안 환영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Vienna

| 87-066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0 / 3 / 1~651(651p)

정부는 1987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개최 아래 IAEA(국제원자력기구)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이사회(1987.2.18.~20.)
 정부대표단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한영성 과학관
 주요 심의 사항

2. 이사회(1987.6.9.~12.)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이시용 주오스트리아대사
- 대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이수환 참사관, 한영성 과학관 및 김찬진 2등서기관
 주요 심의 사항

- 1986년도 기술협력 활동 보고서
- 1986년도 IAEA 연례 보고서
- 198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 핵물질 안전조치

3. 이사회(1987.9.16.~18.)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

-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 원자력 안전기준(NUSS) 개정문제 합의
 1988년도 IAEA 예산

- 예산을 0.6% 선에서 증대, 137,333,000달러로 합의

72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기술원조 및 협력위원회 결과 보고
- 핵공급 보장위원회 결과 보고
- 안전보장 조치 관련 협정체결 및 사찰관 채용에 관한 사항
- 핵안전 및 방사선 방호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기술원조 및 협력
위원회. Vienna(오스트리아) 1987.12.8.-10.

| 87-0664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0 / 4 / 1~311(311p)

정부는 1987.12.8.~10. 오스트리아 비엔나 개최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술원조 및 협력위원회에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한영성 과학관 및 한국에너지연구원 최영명 선임연구원(기술자문)을 정부
대표로 파견함.
1. 회의 결과
 총 39,796,400달러에 달하는 1988년도 IAEA 기술원조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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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함.

- 기술원조 과제 사업비: 32,396,400달러
- 비과제 사업 지원비: 7,400,000달러
 기술협력평가, 훈련과정 등 의제에 대해서는 토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기 이사회에 권고하기로 합의함.

2. 77그룹 회의 동향
 동 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77그룹 회의에서 기술원조사업비의 감소에 대한 일부 회원국들의 불만이
제기됨.
 경제 사정 등으로 기여금 납부에 어려움을 제시하는 국가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견
조정에 실패함.

IAEA(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 손해 민사책임
상설위원회. Vienna (오스트리아) 1987.3.9.-11.

| 87-066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0 / 5 / 1~172(172p)

정부는 1987.3.9.~11. 오스트리아 비엔나 개최 IAEA(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 손해 민사책임
상설위원회에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한영성 과학관 및 한국전력공사 외자처 김유원 보험부장을
옵서버 대표로 파견함.
1. 상설위원회 개최 경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핵안전 추가과제 심의를 위해 1986.12.8. 개최된 임시이사회는

제출하는 한편 동 상설위원회를 개최함.

2. 회의 결과
 토의 사항

-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비공식 문서 형식의 양 협약의 공동의정서 서문과 제1조 및 제2조의 초안을 채택함.
 합의 사항

- 상설위원회가 양 협약의 공동의정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며, 합의를 위해 공동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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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 민사책임에 대한 자료를 IAEA 사무국에 요청함.
 IAEA 사무국이 핵사고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보상 현안과제를 작성하여 1987.2월 이사회에

| 87-0666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UN회의, 제1차. Geneva(스위스)
1987.3.23.-4.1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0 / 6 / 1~364(364p)

정부는 1987.3.23.~4.10. 스위스 제네바 개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UN 회의에 노재원 주캐나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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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구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한영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관
 김은수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정달호 외무부 국제기구과 서기관
 윤성희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실 사무관

2. 회의 개요
 106개국 및 유엔 나미비아위원회,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아랍연맹 대표 참석
 3개 정부간기구 및 36개 비정부간기구가 옵서버로 참가

3. 정부대표단 활동
 수석대표 기조연설 요지

- 원자력 기술협력 분야에서 선진국의 적극적인 대개도국 협력을 촉구함.
-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핵물질의 공급보장 및 공급국에 의한 지나친 핵물질 선적통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함.
- 사용 후 핵원료의 재사용 문제를 다루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주관하의 국제적 체제 고안을 제의함.
- 원자력 안전성 분야에서 핵선진국의 주도적 노력을 촉구하며, 지역협력체제로서의 지역 핵 긴급대비
체제의 설치를 제의함.
 북한대표의 기조연설 중 한반도비핵지대화 제의에 대한 정부대표의 반박 요지

- 북한의 제안은 실현성과 객관성이 결여됨.
- 한국은 1975년 이래 핵무기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핵지대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에서의
비핵지대 설치를 지지하는 입장이나, 북한의 주장은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현실을 무시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
- 제3차 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최종선언에도 비핵지대 설치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 87-0667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UN회의, 제1차. Geneva(스위스)
1987.3.23.-4.1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0 / 7 / 1~285(285p)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7.3.23.~4.10. 개최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UN 회의’
의 각종 회의문서 목록임.
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 건의서(준비위원회 작성 문서)
2. 제1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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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위원회 보고서 및 관련 문서
5. 회의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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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 참석자 명단

WMO(세계기상기구) 총회, 제10차. Geneva
(스위스) 1987.5.4.-28.

| 87-066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7-50 / 8 / 1~152(152p)

정부는 1987.5.4.~28. 스위스 제네바 개최 제10차 WMO(세계기상기구) 총회에 주제네바대표부
안종구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김문일 중앙기상대 물리 부기감
 정태철 주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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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결과
 재정 문제

- 제10차 회계연도(1988~91년) 분담금 부담률은 WMO 부담률과 UN 부담률을 1988~89년 기간 중 각각
75% 및 25%씩 반영하고, 1990~91년 기간 중에는 각각 50%씩 반영하여 책정하기로 함.
- 연 단위 회계연도제를 2년제 회계연도제로 변경함.
- 예산 편성 화폐를 타 기구의 예에 따라 스위스 프랑화로 정하고, 제10차 회계연도 최고 예산 한도액을
1억7천만 스위스 프랑으로 정함.
 사무총장 선출

- 5.15. 실시된 WMO 사무총장 선거에서 Obasi 사무총장이 만장일치로 재임명됨.
 차기 회의

- 제11차 WMO 총회 개최 일자를 1991.5.1.~26.로 잠정 결정함.
- 추후 집행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가급적 회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함.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선출

| 87-066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1 / 1 / 1~119(119p)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는 1987.11.7. 표결을 통해 UNESCO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F. Mayor 스페인 전 문교부장관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함.
1. 당초 사무총장직에 10여 명의 후보가 난립하여 사무총장 추천기관인 집행위원회에서 1987.10.7. 이후
4차에 걸친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어느 후보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

결선투표를 10.17.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가 불리함을 인식한 M’
Bow 후보가 결선투표 직전 후보를
사퇴함.
3. 집행위원회에서 Mayor 후보 추천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가 1987.10.18. 실시되어 찬성 30, 반대 20으로
동인을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할 것을 가결함.
4. UNESCO 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되는 사무총장 후보는 총회 투표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확보로
선출이 확정되는 바, Mayor 후보는 1987.11.7. 총회 투표에서 찬성 142, 반대 7의 압도적 지지로 신임
사무총장에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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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총장 선출규정에 따라 제4차 투표 시의 상위 득표자 2명( M’
Bow 전 총장 및 Mayor 후보) 간의

| 87-0670 |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4차.
Paris, 1987.10.20.-11.21. 전6권 V.1 기본문서 I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1 / 2 / 1~376(376p)

정부는 1987.10.20.~11.21. 프랑스 파리 개최 제24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서명원 문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구성(총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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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수석: 한우석 주프랑스대사
 대표: 조성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8명
 고문: 김형호 의원 등 국회의원 3명
 전문위원: 박정원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 등 11명

2. 파견 목적
 UNESCO를 통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UNESCO 집행위원 피선 교섭
 한국의 발전상 및 88 서울올림픽 홍보활동 시행

3. 정부 훈령
 한국의 문교, 과학, 문화 분야의 제반 정책을 홍보하고, 관계 분야 국제 동향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함.
 우방국 및 개도국 대표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국이 집행위원국으로 피선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북한 또는 동조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비난이 제기될 경우 회의 의제와 무관한 정치적 발언임을
지적하여 반박하고, 한국의 남북대화와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함.

4. UNESCO 집행위원 입후보 지지 교섭
 정부는 1987.3월 제24차 UNESCO 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인 집행위원 선거에 윤석헌 한국외교협회
회장의 출마를 결정하고, 전 재외공관을 통한 득표 교섭을 시행함.
 주유네스코대표부를 겸임 중인 주프랑스대사관은 정부 지시에 따라 1987.6월 유네스코 주재
144개국 대표부에 한국의 동 입후보 사실을 공한으로 통보하고, 지지를 요청함.
 1987.10월 현재 한국이 소속된 아주지역 그룹에서는 5개 집행위원 의석에 한국, 일본, 파키스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7개국이 경합함.

| 87-0671 |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4차.
Paris, 1987.10.20.-11.21. 전6권 V.2 기본문서 II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1 / 3 / 1~139(139p)

1. 프랑스 파리에서 1987.10.20.~11.21. 개최되는 제24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주요
의제는 아래와 같음.
 본회의: 헌장 수정안, 집행위원 선출, 사무총장 선출, 1988~89년 사업계획 보고
 제1분과위원회: 세계문제, 여성지위문제 및 UNESCO 40주년 기념

2. 동 제24차 UNESCO 총회에서 1987.10.31. 윤석헌 한국외교협회 회장이 1950년 한국의 UNESCO
가입 37년 만에 최초로 임기 4년의 동 기구 집행위원으로 선출됨.
 입후보 경위

- UNESCO 집행위원 피선은 국제기구 진출에 있어서 한국 다자외교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정부는
국력 신장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배경으로 입후보를 결정함.
- 당초 태국과 방글라데시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한국의 조기 출마의사 표명 및 적극적인 득표
교섭활동 시행에 따라 출마를 포기함.
- 북한이 아주지역회의 등에서 전체 합의를 구실로 한국의 입후보 철회를 시도하였으나,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산됨.
 선거 결과

- 아주그룹 집행위원에 입후보한 8개국 후보 중 윤석헌 한국외교협회장, 일본 Kuroda 주UNESCO 대표,
말레이시아 Ibrahim 문교장관, 스리랑카 Wijeyratne 법무장관 및 파키스탄 Kazi 수상 과학기술보좌관
등 5개국 후보가 당선됨.

73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제2분과위원회: 만인을 위한 교육, 교육정책 수립 및 적용
 제3분과위원회: 과학과 기술, 자원과 환경
 제4분과위원회: 인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정보체제와 지식에의 접근, 문화와 미래
 제5분과위원회: 발전 전략, 편견과 인종차별 철폐 및 평화와 인권

| 87-0672 |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4차.
Paris, 1987.10.20.-11.21. 전6권 V.3 한국의
집행위원 입후보 지지요청 (I)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1 / 4 / 1~306(306p)

제24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1987.10월 실시 예정인 동 기구 집행위원
선거와 관련한 윤석헌 한국외교협회 회장의 입후보에 따른 아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
대상 지지 교섭 현황임.
1. 아주지역 지지 교섭 대상 국가
 호주, 방글라데시, 미얀마(구 버마), 피지, 인도, 부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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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2. 중동지역 지지 교섭 대상 국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모리타니, 요르단, 쿠웨이트,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튀니지 등

3. 아프리카지역 지지 교섭 대상 국가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카메룬, 세네갈,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니제르, 세네갈, 시에라리온, 스와질란드, 우간다, 자이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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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4차.
Paris, 1987.10.20.-11.21. 전6권 V.4 한국의 집
행위원 입후보 지지요청 (II)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1 / 5 / 1~346(346p)

제24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1987.10월 실시될 예정인 동 기구 집행위원
선거와 관련한 윤석헌 한국외교협회 회장의 입후보에 따른 미주 및 구주 지역 국가 대상 지지
교섭 현황임.
1. 미주지역 지지 교섭 대상 국가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바하마,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2. 구주지역 지지 교섭 대상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사이프러스, 터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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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레나다, 미국(비회원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 87-0674 |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4차.
Paris, 1987.10.20.-11.21. 전6권 V.5 각국의
집행위원 및 산하위원회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1 / 6 / 1~129(129p)

제24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1987.10∼11월 실시될 예정인 동 기구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위원 선거와 관련한 각국의 한국에 대한 지지 요청 현황임.
1. 집행위원회 선거 관련 지지 요청 국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우간다, 핀란드, 카타르, 사이프러스, 스리랑카, 스페인, 아이티, 말라위,
말레이시아, 일본,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코스타리카, 적도기니, 트리니다드토바고,
738

스위스 등

2. 산하위원회 선거 관련 지지 요청 국가
 카타르(국제수문학계획위원회), 아르헨티나(세계문화유산위원회 등), 네팔(국제수문학계획위원회 등),
브라질(세계문화재보호위원회), 스위스(국제교육국이사회), 이탈리아(국제수문학계획위원회 등),
토고(법률위원회 등), 그리스(문화재반환위원회), 페루(세계문화유산위원회 등), 스리랑카(국제
수문학계획위원회 등), 나이지리아(문화재반환위원회), 케냐(국제수문학계획위원회), 코트디부아르
(국제수문학계획위원회), 콜롬비아(문화발전10년위원회 등), 멕시코(인간과 환경계획 조정위원회),
오만(체육 및 스포츠 정부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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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4차.
Paris, 1987.10.20.-11.21. 전6권 V.6 각국의
사무총장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1 / 7 / 1~333(333p)

제24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1987.10월 실시 예정인 동 기구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한 각국의 한국에 대한 지지 요청 현황임.
1. 태국
 Wichiencharaen 교수

2. 포르투갈

3. 필리핀
 Manalo 주벨기에대사

4. 파키스탄
 Yaqub-Khan 외상

5. 인도네시아
 Soedjatmoko 도쿄유엔대학 총장

6. 과테말라
 Alvarez 주프랑스대사

7. 에콰도르
 Barrera-Valverde 전 외상

8. 불가리아
 Todorov 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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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ado 전 외무장관

| 87-0676 |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WMO
(세계기상기구) 공동 주관 수문학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회의, 제3차. Geneva(스위스)
1987.3.16.-21.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1 / 8 / 1~49(49p)

정부는 1987.8.27.~9.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개최 UNESCO / WMO(유엔교육과학문화
기구/ 세계기상기구) 공동 주관 IHP(국제수문학계획) 아·태지역회의에 아래와 같이 대표단을
파견하고 훈령함.
1. 정부대표단
740

 건설부 수자원국 하천계획과장 토목기정 이선호
 건설부 수자원국 하천계획과 토목기좌 노재화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남선우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이순탁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안상진

2. 정부 훈령
 IHP 국내위원회 역할

- 건설부 내 국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동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함.
 IHP 사업보고서

- 현재까지 실시된 한국의 IHP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사업 효과를 발표함.
 교육 및 훈련

- 한국의 수문학 및 수자원에 관한 교육과정과 국내의 훈련 및 세미나 개최 등 현황을 소개함.
 지역 협력을 위한 제안

- 아태지역 내 수문학 및 수자원 기술 향상을 위해 각국의 기존 교육 및 훈련과정을 검토하여 상호 교류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함.
 지역 활동을 위한 건의

-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UNESCO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내 훈련과정 증설을 제안함.

3. 정부대표단 활동
 한국의 아래 IHP 활동을 보고함.

- 1964년 이후 IHP 국가위원회의 활동
- 7개 하천의 IHP 1, 2, 3단계 활동
 한국의 수자원 개발 및 수문학 분야의 교육훈련 내용을 발표함.

북한 개최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관련
각종 회의

| 87-0677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1 / 9 / 1~85(85p)

북한이 1986∼87년 중 개최 또는 개최를 추진 중인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관련
회의 동향임.
1. 수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아주지역 세미나
 UNESCO 사무국 담당관은 1986.12.1. 동 세미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2. 초등교육과정용 기자재 생산 전문가회의
 동 회의가 1987.5.13.~19. 평양에서 개최된 바, 당초 15개국이 초청되었으나, 실제로 9개국으로부터
20명이 참석하여 초등교육과정용 기자재의 염가 생산 방안 및 실습 방안 등을 협의함.
 참석 대표단의 항공료, 체재비 및 회의 주최 경비 일부를 UNESCO가 부담함.
 동 회의 기간 중 북한과 브라질의 교육기자재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 자국 기자재의
전시를 희망하는 회원국들이 기자재 순회 전시 계획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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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1986.12월 중 회의 유치 희망 서한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
- UNESCO 사무국은 희망서한 접수 후 역내 모든 회원국의 참가 보장 등 세미나 개최에 관한 제반 사항
을 명기한 계약을 북한과 체결할 예정임.
- 세미나 준비를 위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약 1년)을 감안할 때 동 세미나는 1988년 중 개최될 것임.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 발전
10개년 정부간 위원회

| 87-0678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1 / 10 / 1~48(48p)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한국위원회 사무국 주관으로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Meeting of the Directors of Centers and Institutes engaged in Research on
Interaction between Culture, Science, Economy and Society)가 1987.3.24.~27.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목적
742

 문화, 과학, 경제 및 사회 간의 상호관계 규명 및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촉진
 유엔과 UNESCO가 선포한‘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공동연구사업 협의
 문화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UNESCO 활동을 통한 공산권 및 제3세계권 국가와의 국제 교류 강화

2. 회의 참가자
 20개국 대표 및 옵서버 등 30여 명

3. 주요 의제
 참가국 보고서 발표 및 토의
 문화, 과학, 경제 및 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현황 및 경향
 문화, 과학, 경제 및 사회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분야 규명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공동연구사업 협의
 문화 분야 정보 교환 및 국제 협력 체제 개발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HP(국제수문학
계획)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1987.8.27.-9.1.

| 87-067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1 / 11 / 1~30(30p)

정부는 1987.3.16.~21. 스위스 제네바 개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및 WMO(세계
기상기구) 공동 주관 제3차 IHP 수문학 및 수자원관리에 관한 국제회의에 안종구 주제네바대
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김은수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743
 수자원 관리 및 수문학 분야의 국제협력 도모
 선진국의 수자원 계획 및 최신 수문해석 기법을 도입하여 한국 수자원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에
활용
 한국이 실시한 각종 사업 성과 및 조치 발표

3. 회의 주요 의제
 1981~86년간 UNESCO 및 WMO의 수문학 및 수자원 사업 결과 검토
 1977년 수자원회의에서 채택된 마델프라타 행동계획 시행에 대한 UNESCO 및 WMO의 공헌
 UNESCO 및 WMO의 향후 수문학 및 수자원 사업 초안 검토

4. 정부대표단 발언 요지
 수자원 기획관리 단계에서의 환경문제 검토 필요

- 최종보고서 6.1.16항에 반영
 환경·사회적 영향의 검토 강화

- 최종보고서 9.1.14항에 반영
 수문학 전문가 훈련계획에 법률적 측면 포함 필요

- 최종보고서 9.1.15항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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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 목적

| 87-0680 |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국제
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회의,
제8차. Paris, 1987.1.20.-26.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1 / 12 / 1~94(94p)

1. 정부는 1987.1.20.~26. 프랑스 파리 개최 UNESCO/IPDC(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정부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윤억섭 주프랑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대표단

- 주프랑스대사관 한재철 참사관 외 2명
 파견 목적

744

- IPDC 이사국으로서 동 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커뮤니케이션 국제협력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함.
 주요 의제

- 재정 상황 토의 및 자발적 기여 표명
- 사업 심사
- 세계 커뮤니케이션 현황 보고서 발간
- 1987~88년도 예산 심의

2. 정부는 1987.6.12. 프랑스 파리 개최 UNESCO/IPDC 정부간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에 한우석 주프랑스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대표단

- 신국호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
- 손우현 주프랑스대사관 공보관보
 주요 의제

- IPDC 사무국장 선출 문제 협의
- 제24차 UNESCO 총회 제출 보고서 검토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9차.
Geneva, 1987.9.21.-30.

| 87-0681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51 / 13 / 1~332(332p)

정부는 1987.9.21.~30. 스위스 제네바 개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제9차 총회에 차수명
특허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교체수석대표: 정경일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최태창 특허청 WIPO 주재관 등 3명
745
 WIPO 사업실적 보고 및 평가
 WIPO 개발협력사업 평가
 파리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평가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WIPO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참가
 1988~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WIPO 조정위원회 및 파리동맹집행위원회 위원국 선출

3. 한국은 1987.9.26. 총회에서 파리동맹집행위원국 및 WIPO 조정위원국으로 선출됨.
 선출 경위

- 한국은 1987.9.24. 아태지역 입후보국 조정을 위한 77그룹 아태지역그룹회의에서 입후보 의사를
표명함.
- 북한은 베트남에 대한 입후보 종용, 북한의 입후보 의사 표명 및 한반도 통일 시까지 남·북한 피선
반대 주장 등 한국의 선출을 방해하기 위한 활동을 시행함.
- 77그룹의 아태지역 위원국 1석 추가 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의 피선 반대만을 주장함에
따라 아태지역 그룹은 북한이 입후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만 입후보국으로 결정하고,
총회 임명위원회에 공식 통보함.
- 총회가 1987.9.26. 임명위원회의 한국 입후보 추천을 승인함에 따라 임기 2년의 파리동맹집행위원국
및 WIPO 조정위원국으로 선출됨.
 선출 의의

- 한국의 신장된 국제적 지위 반영
- 향후 WIPO 주관 각종 사업에 한국 입장 반영
- 한국의 지적소유권 관련 정보수집, 제도 및 행정 발전에 기여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요 토의 사항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PCPI(특허정보
상설위원회)회의, 제7-12차. Geneva

| 87-0682 |

생산연도

1983-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52 / 1 / 1~250(250p)

정부는 1983∼87년 중 스위스 제네바 개최 WIPO/PCPI(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정보상설
위원회) 회의에 아래와 같이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7차 회의(1983.9.19.~23.)
 대표단

- 이동훈 특허청 항고심판소장 외 1인
746

 대표단 활동

- 한국이 가입을 추진 중인 PCT(특허협력조약) 가입 후 자동 가입되는 PCPI(특허정보상설위원회) 및
PCT/CTC(기술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함으로써 PCT 가입에 대비

2. 제9차 회의(1985.9.16.~20.)
 대표단

-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외 1인
 대표단 활동

- PCPI 회의 및 제8차 PCT/CTC 회의 참석

3. 제10차 회의(1986.9.1.~5.)
 대표단

- 노장우 특허청 기획관리관 외 1인
 대표단 활동

- PCPI 회의 및 제9차 PCT/CTC 회의 참석

4. 제11차 회의(1987.4.6.~7.)
 대표단

- 최태창 주제네바대표부 주재관
 대표단 활동

- PCPI 회의 참석

5. 제12차 회의(1987.9.3.~11.)
 대표단

- 최태창 주제네바대표부 주재관
 대표단 활동

- PCPI 및 제10차 PCT/CTC 회의 참석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회의

| 87-068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17-52 / 2 / 1~33(33p)

정부는 1985.2.25.~3.1. 스위스 제네바 개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이희범 상공부 전자전기공업국 정보기기과장
 유희열 과학기술처 정보산업과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각국의 정책 파악 및 관련 기술정보 수집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이전 필요성 강조
 소프트웨어의 특질, 성격 등에 맞는 보호방법의 검토 필요성 강조

3. 회의 결과
 법적 보호 방법에 관한 논의

- 각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나, 보호 방법에 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표명함.
-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소련, 브라질, 그리스 등은
특별법 제정을 주장함.
-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중립적 입장 또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기타 주요 논의 사항

- 소프트웨어 권리 보호대상, 보호기간, 등록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브라질, 그리스 등의 반대로 회의 발언의 주요
내용 및 추세만을 기록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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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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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특허법 규정 조정에
관한 전문가회의, 제2-4차. Geneva

| 87-068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52 / 3 / 1~339(339p)

정부는 1986∼87년 중 스위스 제네바 개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법 규정 조정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2차 회의(1986.5.26.~30.)
 대표단

- 박홍식 특허청 차장 및 이정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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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토의 사항

- 특허 청구범위 기재방식
- 발명의 단일성
- 제법특허보호의 확대
- 선행기술로서의 출원의 효력

2. 제3차 회의(1987.3.23.~27.)
 대표단

- 최태창 WIPO 주재관 및 이정식 특허청 사무관
 주요 토의 사항

- 명세서 기재방식
- 선출원주의
-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
- 발명자 지명 요건

3. 제4차 회의(1987.11.2.~6.)
 대표단

- 박홍식 특허청 차장, 최태창 WIPO 주재관 및 맹선호 특허청 심사관
 주요 토의 사항

- 출원일 부여 요건, 명세서 기재방식, 청구범위 기재방식
- 특허 보호 제외
- 특허권 존속 기간
- 우선권 주장의 권리회복

| 87-0685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상설위원회, 제11차. Geneva,
1987.5.5.-8.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2 / 4 / 1~102(102p)

정부는 1987.5.5.~8. 제네바 개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제11차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Permanent Committe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Related to Industrial Property)에 차수명
특허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특허청장은 상기 회의 참석 전 호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국가 공업소유권 행정 전산화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함.)
1. 파견 목적

2. 정부 훈령
 각 의제 토의 시 한국의 공업소유권 현황과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한국의 입장과 견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함.
 WIPO 사무국 인사를 다각적으로 접촉하여 한국 특허 행정발전 장기계획 추진에 대한 사무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확보함.

3. 회의 결과
 64개국 및 8개 국제기구가 참가했으며, 개도국의 공업소유권 제도 발전을 위한 과거 활동에 대한
분석,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설정 문제 협의
 지난 회기 이후 사업계획 활동의 검토 및 평가
 인력자원개발, 발명 및 기술혁신 촉진, 개발협력사업의 운영 문제 토의
 개도국 간 협력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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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 사무국 측과 한국 특허 행정발전 장기계획 협의
 개도국 간 특허 분야 협력 증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아·태 지역개발
협력사업 평가회의. Geneva, 1987.11.30.-12.3.

| 87-068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52 / 5 / 1~79(79p)

정부는 1987.11.30.~12.3. 제네바 개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아·태지역 개발협력사업
평가 및 기획 회의(Regional Evaluation and Planning Meeting on WIPO’s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in Asia and the Pacific)에 이승환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결과
750

 역내 17개 개도국, 10개 선진국 및 UNDP(유엔개발계획) 대표가 참석함.
 참가국들은 1982~86년 1단계 WIPO 지역사업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1987~91년 2단계 사업의 1차 연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들도 최대한 협조한다는 데
합의함.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파급 효과와 국가 간의 수준을 고려해야 함이 강조됨.
 특히 전산화와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재의 개발, 교수요원 교육 및
연수 관련 정보교환 등 사업의 우선적인 시행에 합의함.

2. 수석대표 활동
 한국의 공업소유권법 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신규 설립된 국제특허연수원이 WIPO와의 협력을
통해 역내 타 개도국의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함.
 한·WIPO 공동 주최 1988.4월 특허정보에 관한 아·태지역 연수과정 개설 계획을 발표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Geneva, 1987.10.5.-9.

| 87-068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7-52 / 6 / 1~129(129p)

정부는 1987.10.5.~9. 제네바 개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한 정부
전문가 위원회 회의에 조영구 주제네바대표부 공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정부가 1987.1월 이후 시행 중인 저작권법상에는 응용미술 저작물을 미술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
시켜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는 바, 각국의 보호 현황을 파악함.
 주요 의제별 입장 및 입법 현황

2. 회의 결과
 동 회의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공동 주최로 WIPO
본부에서 개최된 바, 한국, 미국, 호주, 프랑스, 인도, 소련 등 18개 국가, 8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 등이 참가함.
 사무국에서 제출한 아래 사항들에 관한 자료를 축조 토의함.

- 응용미술 저작물과 공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일반적 고찰, 동 저작물과 공업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국제저작권 및 공업재산권 협약의 규정, 응용미술 저작물 창작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 등
 각국의 관습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동 저작물과 공업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해석 또는
적용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각국 사례 및 법률 내용 등을 청취하고, 상호
관련 정보를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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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미술 저작물의 보호 조건 및 범위: 한국에서는 동 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으며, 기타 산업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등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의 보호도 가능함.
- 고용된 저작자에 의해 창작된 응용미술 저작물: 한국 저작권법 제9조는 고용계약에 특약 조건 없이
공표된 단체명의 저작물에 대한 고용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취지에 따른 원칙을 지지함.

FAO(UN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4차. Rome,
1987.11.7.-26. 전8권 V.1 기본문서

| 87-068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2 / 7 / 1~159(159p)

정부는 1987.11.7.~26. 로마 개최 제2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에 김주호 농림수산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대표단 및 훈령
 이남기 주이탈리아대사(교체수석대표), 김한곤 농림수산부 농정국장, 외무부, 농림수산부 및
752

주이탈리아대사관 관계관
 훈령

- 한국의 농업, 식량 분야 제반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분야 국제 동향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함.
- 한국이 1949년 동 기구 가입 이래 단 1회밖에 이사국을 역임하지 못한 사실을 설명하고, 우방국 및
개도국 대표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번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피선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2. 정부대표단 활동
 수석대표는 11.10. 인도, 일본, 덴마크, 호주 등 25개국 수석대표를 오찬에 초청하여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 관련 지지를 요청함.
 수석대표는 11.10. FAO 사무총장, WFP(세계식량계획기구) 사무총장, 미국 농무장관 등을 아래와
같이 각각 면담함.

- FAO 사무총장의 재선을 축하함.
- WFP 사무총장은 북한의 양곡 원조 요청을 계속 거절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향후 한국이 쌀 공여국이
되어 주도록 요청함.
- 미국 농무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한 미국 측 입장 지지 및 미국산 고품질 소고기 수입을
요청한 바, 수석대표는 한국 정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농식품 시장개방을 위한 농민 설득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소고기 수입문제는 소고기가 안정가격을 유지하는 시기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함.
 수석대표는 11.11. Pandolfi 이탈리아 농무상을 면담하여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문제를 협의하고,
특히 식품가공 분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FAO 총회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행함.

3. 북한대표단 활동
 북한 대표 이종혁 FAO 상주대표는 11.13. 총회 본회의에서 세계식량위기, 북한의 농촌경제 발전상
등에 관해 기조연설을 행함.

FAO(UN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4차. Rome,
1987.11.7.-26. 전8권 V.2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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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2 / 8 / 1~240(240p)

외무부는 1987.11.7.~26. 로마 개최 제2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서 한국의 동 기구
이사국 피선에 따른 평가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1. 입후보 경위
 한국은 1949년 FAO 가입 이래 1965~67년 중 1회 이사국을 수임하였으나, 이후 20년간 3차에
걸친 이사국 진출 노력이 성과를 이루지 못함.
 최근 농산물 수입자유화 문제가 국제 교역에 있어서 주요한 사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식량, 농업
필요성이 대두됨.
 FAO의 1945년 창설 이래 동 기구의 아주그룹 할당 이사국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일본 및
아세안 국가들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어 온 바, 한국의 국력 신장을 배경으로 동 기구 내 한국의 위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2. 표결 결과
 한국은 1963년 최초로 동 기구 이사국 선출 투표 시 피선 이래 24년 만에 동 기구 이사국으로
피선됨.
 1차 투표에서 아주그룹 입후보 국가 중 일본, 중국(구 중공),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가 피선되고,
2차 투표에서 한국(83표) 및 태국(82표)이 피선됨.

3. 의의 및 평가
 금번 피선으로 1987년 하반기 중 정부가 추진한 5개 주요 국제기구(국제원자력기구, 유엔교육·
과학·문화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유엔공업개발기구 및 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진출을
모두 관철함.
 북한은 금번 FAO 이사국 선거 전 개최된 아주그룹 회의 시 한반도 통일 및 아주그룹 화해를 위해
이사국 진출을 포기한다고 발언함, 이는 남북한의 지위 격차로 인해 한국과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자인한 것으로 분석됨.
 향후 대책

- 한국이 수임한 각 이사국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관련 분야 정책수립 과정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 국제기구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통한 한국의 국제적 지위 신장을 추구함이 필요함.

7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분야를 관장하는 유엔전문기구의 실질 정책결정 과정에 한국의 참여 및 관련 분야 외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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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UN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4차. Rome,
1987.11.7.-26. 전8권 V.3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Ⅰ : 아주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2 / 9 / 1~185(185p)

한국의 1987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입후보 관련 네팔 및 호주에 대한 지지 교섭
경과임.
1. 네팔
 이문수 주네팔대사는 1987.10.13. 주재국 Shah 외무차관을 면담하여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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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동 차관은 지지 약속과 동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겠다고 언급함.
 외무부는 11.14. 주네팔대사에게 동경 주재 한국 겸임 네팔대사관이 11.10.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네팔의 FAO 이사국 입후보 사실을 알려 오면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여 왔음을
통보하고, 한국, 일본, 태국, 중국 등 7개국은 후기 이사국에 입후보하였으며, 네팔이 전기, 후기
중 어느 임기에 입후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네팔대사는 11.16. 주재국 외무차관이 네팔은 전기에 입후보하였다고 언급하고, 자국 입후보를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11.17. 주네팔대사에게 주이탈리아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금차 FAO 총회는 11.16. 이사국
입후보 신청을 마감했으며, 네팔은 이사국으로 입후보하지 않았음을 통보함.
 주네팔대사는 11.18. 주재국 외무성이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를 지지하는 11.17.자 공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2. 호주
 주호주대사관은 1987.8.6. 외무무역부 Battersby 유엔경제기구과장은 호주도 FAO 이사국에 재
입후보하였으며 호주로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어느 국가가 출마할지 관망 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임을 밝히고, 한국 측의 지역안배, 호선제, 기여도 등의 고려와 특정 국가의 장기 연임에
대한 반대 입장은 좋은 논점으로 이를 유의하겠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동 대사관 최상덕 참사관은 11.19. Battersby 과장을 접촉하여 FAO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한국
입장을 재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한 바, 동 과장은 호주 대표단이 한국의 입장을 주지하고 있으나
재차 주의를 환기하겠다고 밝히고, 호주로서는 FAO 사무총장 교체에 실패하여 차선책으로 FAO
조직을 개혁할 수 있는 국가를 이사국으로 선출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주호주대사는 11.24. Battersby 과장이 호주 정부가 한국을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FAO
총회 대표단에게 훈령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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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UN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4차. Rome,
1987.11.7.-26. 전8권 V.4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Ⅱ : 미주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2 / 10 / 1~239(239p)

한국의 1987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입후보 관련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지지
교섭 경과임.
1. 멕시코
 주멕시코대사관 김창근 공사는 1987.10.28. 외무성 Arellano 부국장을 접촉하여 1985년 멕시코의
FAO 이사국 입후보 당시 한국의 지지 사실을 설명하고,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 공한을 접수했음을 보고함.
 주멕시코대사관은 멕시코 외무성이 11.11.자 한국의 입후보에 대한 지지 공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2. 캐나다
 주캐나다대사관 담당 서기관은 1987.8.12. 외무성 유엔담당 Ausman 부과장을 면담하여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바, 동 부과장은 FAO 아주지역 이사국이 ASEAN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에 의해 과점되고 있음에 따라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총회 표결 시
한국 지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주캐나다대사관 담당 참사관의 10.26. 외무성 Grauer 개도국경제과장 및 Stone 경제기구담당관
면담 시 캐나다 측은 Sauma 현 FAO 사무총장이 12년이나 재임하였으므로 교체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과 Mensah 후보가 주재국이 중시하고 있는 아프리카 농업문제 전문가이므로 동
후보를 지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 측의 지지를 요청함.
 외무부는 10.28. 주캐나다대사에게 FAO 사무총장 선출 관련 Mensah 후보 지지를 호의적으로
고려 중에 있음을 주재국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주캐나다대사관 담당 참사관은 10.29. Ausman 및 Lynch 부과장을 면담하여 FAO 사무총장
선출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 캐나다 측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 지지를 약속함.
 주캐나다대사는 11.2. 주재국 외무성이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를 지지하는 공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75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지지를 요청한 바, 동 부국장은 최선을 다해 한국 입후보 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동 부국장은 10.29. 김창근 공사에게 멕시코의 한국 입후보 지지 결정을 통보해 옴.
 주멕시코대사관은 10.28. 주멕시코 벨리즈대사관으로부터 겸임국 벨리즈의 한국 입후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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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UN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4차. Rome
1987.11.7.-26. 전8권 V.5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Ⅲ : 구주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2 / 11 / 1~198(198p)

한국의 1987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입후보 관련 그리스 및 독일에 대한 지지 교섭
경과임.
1. 그리스
 주그리스대사관은 1987.4.25. 주재국 외무성이 4.24.자 공한을 통해 제24차 FAO 총회 시 그리스의
이사국 입후보를 통보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하는 한편 가능하면 그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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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지를 건의함.
 주그리스대사관은 외무성 Danellis 국제경제기구국 부국장이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를 긍정
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주그리스대사관은 10.7. 주재국 외무성이 10.5.자 공한을 통해 그리스가 한국의 FAO 이사국 입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있으므로 상호주의에 따라 주재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희망해 왔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10.13. 주그리스대사에게 그리스의 FAO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주일본대사관은 10.19. 동경 상주 주한 그리스대사관이 10.13.자 공한을 통해 그리스 정부가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2. 독일
 주독일대사관 담당관은 1987.8.5. 외무성 Oestreich FAO 담당과장을 면담하여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 지지를 요청한 바, 동 과장은 일단 호의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밝히고, 독일도 1988년 임기 만료 이사국으로서 계속 이사국 피선을 희망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독일에 대한 지지 여부와 연계시켜 결정될 수 있음을 언급함.
 외무부는 10.28. 주독일대사에게 독일의 FAO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 결정을 통보하고,
호혜원칙에 따라 독일 측의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도록 지시함.
 주독일대사는 10.29. 주재국 외무성 Oestreich FAO 담당과장이 동 대사관 담당관 면담 시 FAO는
전통적으로 회의 개막 직전까지 표결 관련 지지 여부를 공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양국 간
우호관계와 한국의 과거 3차례 이사국 진출 좌절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지지를 약속하는 유일한
입후보 국가임에 따라 기꺼이 지지하겠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주한 독일대사관은 10.30.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한국의 입후보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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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UN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4차. Rome,
1987.11.7.-26. 전8권 V.6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Ⅳ : 중동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2 / 12 / 1~137(137p)

한국의 1987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입후보 관련 모로코 및 이집트에 대한 지지 교섭
경과임.
1. 모로코
 한석진 주모로코대사는 1987.10.16. Demnati 농업장관 및 Abdellaoui 농업차관을 면담하고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 지지를 요청한 바, 모로코 측은 전적인 지지를 확약하였음을 보고함.
 주모로코대사는 11.11. 주재국 외무성이 11.3.자 공한을 통해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를 지지할

2. 이집트
 신기복 주카이로총영사는 10.8. 주재국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FAO 이사국
피선을 위한 주재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한 바, 동 국장은 한국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주카이로총영사는 금정호 영사가 11.5. 외무성 관계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재국 정부는
양국 관계, 한국의 FAO 활동에 대한 기여도 및 호선제 원칙 등을 감안하여 한국의 동 이사국
입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동 결정을 이미 금차 FAO 총회 수석대표인 이탈리아 주재 대사
및 FAO 상주대표에게 통보하였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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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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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UN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4차. Rome,
1987.11.7.-26. 전8권 V.7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Ⅴ : 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2 / 13 / 1~166(166p)

한국의 1987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입후보 관련 가나 및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지
교섭 경과임.
1. 가나
 남홍우 주가나대사는 1987.10.15. 주재국 외무성 Lamptey 차관보대리에게 한국의 FAO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바, 동 차관보대리는 지역그룹 내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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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여부는 대표단이 회의 분위기를 보아 가면서 현지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주가나대사는 10.26. Obimpeh 농업장관을 면담하여 주재국 농업개발을 위한 새마을농장 등
한국의 협력 현황을 설명하고, 동 이사국 입후보 지지를 요청한 바, 동 장관은 한국의 주재국
농업개발 지원은 주재국 내에 널리 알려진 좋은 사례로서 보다 긴밀한 유대 강화를 희망함을
언급하고, 한국의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약속함.
 FAO 총회 수석대표로 참석 후 11.23. 귀임한 동 장관은 11.24. 주가나대사관을 방문함.

- 주가나대사는 주재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함.
- 동 장관은 업무 사정상 투표 전에 귀임하였으나 가나 대표단에게 한국의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지시하였으며, 주재국의 농업 발전을 위해 자신이 방한하여 새마을운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방한 초청을 희망함.

2. 에티오피아
 주에티오피아대사관 담당관은 10.2. 외무부 Tekeda 국제기구국장대리를 면담하여 한국의 FAO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바, 동 국장대리는 1987.7월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
회의 결의에 따라 FA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베냉의 멘샤 후보를 지지할 예정이나, 현 사무총장
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아직 최종 결정은 보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지지 문제는
대표단 구성 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주에티오피아대사관 담당관은 11.6. 농림부 Aklu 수석차관을 면담하여 동 이사국 입후보 지지를
요청한 바, 동 차관은 주재국 측 FAO 총회 수석대표로 참석 예정인 Debele 농림장관에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함.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주재국 외무부가 11.17.자 공한으로 한국의 동 이사국 입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FAO(UN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4차. Rome,
1987.11.7.-26. 전8권 V.8 사무총장 선출

| 87-069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2 / 14 / 1~276(276p)

1. 제2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의 1987년 동 기구 신임 사무총장 선출 경과임.
 주프랑스대사관은 1985.10.15. 베냉 외무성이 자국 출신 Christophe Mensah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공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86.4.9. 주재국 외무성이 4.6.자 공한으로 Sartaj Aziz 식량농업담당국무장관의
출마 결정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주이탈리아대사관은 7.23. 레바논대사관이 7.14.자 공한을 통해 레바논 출신 Saouma 현 FAO

상태이므로 향후 FAO 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및 G-77의 동향을 관망하면서 동 사무총장
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을 보고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보인 Mensah 후보는 지난 7월 OAU(아프리카단결기구)의 지지를
확보한 바, 미국은 국제기구 사무총장의 3선 불허용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도
국제기구 사무총장의 재선 이상 불가라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음.
 주콜롬비아대사관은 1987.3.9. 외무성이 Gonzalo Bula Hoyos 대사의 입후보 결정을 통보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4.7.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이 본국 정부가 Aziz 장관의 입후보 철회를 결정했다고 알려
왔음을 주이탈리아대사관에 통보함.
 외무부는 4.14.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차기 FAO 사무총장으로 Saouma 현 사무총장의 입후보를
지지함을 동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함.
 외무부는 5.19.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Mensah IFAD 총재보가 동인의 FAO
사무총장 입후보 지지 교섭을 위해 방한을 희망함을 전달해 오는 한편 동 방한 수락을 요청함에
따라 일단 동인의 방한을 접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주이탈리아대사관은 6.4. Saouma, Mensah 양 후보에 대한 지지 동향과 관련하여 거의 대등하나,
Mensah 후보가 다소 상승세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아프리카의 OAU 결정에 따른 Mensah 후보를
위한 결속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함.
 외무부는 6.8. 주이탈리아대사에게 Mensah 총재보가 6.5.~6. 방한하여 외무부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동인의 FAO 사무총장 입후보 지지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을 통보함.

2. 제24차 FAO 총회는 1987.11.9. 본회의에서 94:59의 표결로 Saouma 현 사무총장의 재선을 결정하였으며,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1.10. 동인의 재선에 대한 축전을 타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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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의 재선을 위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0.24. 각국의 Saouma 현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 동향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FAO(UN식량농업기구) / 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연구단 회의. Rome

| 87-0696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1 / 1~109(109p)

1. 정부는 1987.1.26.~30. 로마 개최 FAO/CCP(유엔식량농업기구/상품문제위원회) 제12차 육류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함.
 대표단

- 주이탈리아대사관 신구범 농무관(수석대표), 윤장배 농무관보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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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육류 사정 및 단기 전망, 대개도국 축산개발 지원, 국제 육류시장 교역 및 정책문제, 피혁류 소위원회
보고서 논의

2. 정부는 1987.2.23.~27. 로마 개최 FAO/CCP 제20차 유지류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함.
 대표단

- 주이탈리아대사관 신구범 농무관(수석대표), 윤장배 농무관보
 회의 결과

- 유지류 시장 현황과 전망, 각국의 유지류 정책, 아프라톡신 함량 규제에 관한 진전사항, 유지류 부문
국제협력 지침에 대한 후속조치, GATT(일반무역관세협정) 등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검토

3. 정부는 1987.3.9.~13. 로마 개최 FAO/CCP 제30차 정부 간 미곡연구단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함.
 대표단

- 주이탈리아대사관 신구범 농무관(수석대표), 안덕수 농림수산부 양정과장(교체수석대표), 농림수산부
관계관
 파견 목적

- 한국의 미곡 사정 현황 및 정책을 소개
- 주요 의제 토의에 참여함으로써 미곡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 미곡의 세계적인 수급 동향 및 전망, 지역 식량안보 문제 및 각국의 미곡정책 등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정부의 미곡정책 수립에 활용

FAO(UN식량농업기구) 위원회 회의. Rome

| 87-069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2 / 1~173(173p)

1. 정부는 1987.3.16.~20. 로마 개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2차 식물유전자원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함.
 대표단

- 주이탈리아대사관 신구범 농무관(수석대표), 안완식 농업진흥청 맥류연구소장(교체수석대표)
 파견 목적

- 식물 유전자원 관계 자료 및 정보 수집을 통해 한국의 동 분야 연구 및 개발에 기여

2. 로마에서 1987.3.23.~4.1. 개최된 FAO 제9차 농업위원회 회의 결과임.

및 1988/89년 사업 및 예산 심의

3. 정부는 1987.4.8.~15. 로마 개최 FAO 제12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함.
 대표단

- 주이탈리아대사관 신구범 농무관(수석대표), 윤장배 농무관보
 파견 목적

- 세계 식량안보 상황 파악, 세계 식량비축 및 증산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 반영
 회의 결과

- 최근 세계 식량안보 및 정책 동향, 선진국 농업정책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식량위기 대응조치,
식량안보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후속조치, 개도국 농림수산 부문 다국적기업, 조기경보제도 개선사항
등에 관해 논의

4. 정부는 1987.4.27.~30. 로마 개최 FAO 제10차 비료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함.
 대표단

- 주이탈리아대사관 신구범 농무관 및 윤장배 농무관보
 회의 결과

- 최근 세계 비료 현황과 전망, 합작투자를 통한 개도국 비료공급 확대, 개도국에 대한 비료 원조, 비료
부문에 대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및 World Bank의 활동 토의

5. 정부는 1987.5.18.~22. 로마 개최 FAO 제17차 수산위원회에 정부대표를 파견함.
 대표: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
 정부 훈령

- 한국의 수산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한국의 수산 분야 위상 제고
- 수산 분야 제반 정보 수집을 통해 한국의 수산관리 및 개발사업 발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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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O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곡류, 축산, 연구 및 기술개발, 농촌개발, 영양, 식량농업정책 등) 토의
 식량안보, 교역, 보건에 있어서 식품 품질 및 표준화의 역할, 식량, 농업개발 중장기 전망 토의

| 87-0698 |

FAO(UN식량농업기구) / 아시아지역 잡곡
및 두류연구사업 지역 조정관회의, 제5차.
Icdrisat(인도) 1987.11.23.-27.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3 / 1~17(17p)

정부는 1987.11.23.~27. 인도 ICDRISAT(반건조 열대작물연구소) 개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 열대, 아열대지역 잡곡 및 두류 연구개발 제5차 지역조정회의(TCDC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ood Legumes and Coarse Grains in the Tropics and Sub-tropics of Asia)
파견 정부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함.
1. 파견 대표
762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박근용 전작2과장

2. 파견 목적
 아시아 열대, 아열대지역 잡곡 및 콩과류 연구개발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도모
 관련 자료 수집

FAO(UN식량농업기구) / APPPC(아시아태평양
지역식물보호위원회) 총회, 제14-15차

| 87-0699 |

생산연도

1985-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4 / 1~106(106p)

1. 정부는 1985.8.5.~10. 자카르타 개최 FAO/APPPC(유엔식량농업기구/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
위원회) 제14차 총회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최영철 1등서기관을 대표로 파견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APPPC의 Zhu Wan-Li 사무국장은 8.6. 최영철 서기관에게 한국의 차기 회의 개최 의사를 문의
한바, 외무부는 8.7.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차기 회의 개최 의사가 없다는 농수산부의 입장을
통보함.
 APPPC 협약 제1조(A)항 개정 시행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APPPC 사무국 측은 각국이 동의서

- 동 조항은 1983.4.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3차 총회 시 중국(구 중공)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정의를 개정한 내용임.
- 회원국의 2/3가 동의서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개정 규정에 따라 중국은 금번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함.

2. 정부는 1987.10.27.~30. 방콕 개최 FAO/APPPC 제15차 총회에 조재연 농촌진흥청 열대농업관(수석
대표) 및 손윤식 농진청 행정사무관을 대표로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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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FAO(UN식량농업기구) / WECAFC(중서대서양
수산위원회) 회의, 제5차-6차

| 87-0700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5 / 1~90(90p)

1. 정부는 1985.7.15.~19. 세인트루시아 개최 FAO/WECAFC(유엔식량농업기구/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제5차 회의에 주수리남대사관 이용수 수산관을 대표로 파견함.
 정부 훈령

- 각국의 원양어업에 관한 기술 및 중서대서양 해역의 수산자원에 관한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
한국의 원양어업 발전에 기여
- 각국 대표들과의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 회원국 상호 간 이해 증진 도모
764

 회의 결과

- 코스타리카, 그라나다, 프랑스, 한국, 미국, 베네수엘라 등 20개국, EEC(구주경제공동체) 등 관련 국제
기구 대표 참가 중서대서양지역의 수산개발 계획에 관한 workshop 개최
- 생물자원의 조사·통계·평가, 자연회복과 해양환경 등 중서대서양 해역어업, 국가별 보고서 등 어업
통계 검토
- 자연관리지역(natural management area) 등 해양생물자원 평가, 1983년 이래 연안양식 개발 실태 등
연안양식, Lesser Antilles의 어업관리 및 개발 등에 관해 논의

2. 정부는 1987.7.27.~31. 멕시코시티 개최 FAO/WECAFC 제6차 회의에 주멕시코대사관 조환복 1등서
기관을 대표로 파견함.
 수산청은 7.10. 사정상 동 회의에 참석키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현지 공관에서 참석하여 회의
동향과 자료를 수집해 즐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회의 결과

- 역내 자연수산 관리지역 문제, 소규모 수산 개발전략 및 지원 문제 논의
- 관련 자료 수집 및 송부

| 87-0701 |

FAO(UN식량농업기구) / CECAF(중동대서양
수산위원회) 회의, 제10차. Santa Cruz de
Tenerife(스페인), 1986.11.24.-28.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6 / 1~100(100p)

1. 정부는 1986.11.24.~28. 스페인 카나리아군도 테네리프 개최 FAO/CECAF(유엔식량농업기구/중동
대서양수산위원회) 제10차 정례회의에 수산청 김민종 어업진흥관실 수산기좌 및 주라스팔마스
총영사관 박종국 수산관을 대표로 파견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한국, 카메룬, 모로코, 세네갈,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등 22개국 대표 참석
 중동대서양 수역 통계, FAO 세계수산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중동대서양 수역 사업
지원 문제 등 논의
765
 주세네갈대사는 1987.9.8. 주재국 소재 동 위원회 본부가 9.3.자 서한을 통해 상기 제10차 회의 시
논의된 동 위원회 소속 연안국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지원 가능 여부를 1987.1월 기
문의한 바 있음을 알려 오면서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회보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수산청은 10.6. 동 수역이 한국의 중요한 원양어장으로 한국이 동 위원회 회원국임을 감안하여
정부의 대외기술공여계획에 의한 개도국 연수생 초청훈련 및 전문가 파견 등의 기술협력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0.15. 동 수산청 의견에 대한 국제경제국의 의견을 문의한 바, 국제경
제국은 10.21. 동 위원회의 국제적 지위,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실익 등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와의
직접적인 협력보다는 소속 회원국과 양국 간 협력 차원에서 동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국제기구조약국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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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O/CECAF 소속 연안국에 대한 1987년 한국의 지원 관련 검토 경과임.

FAO(UN식량농업기구) / APFC(아시아태평양
산림위원회) 회의, 제13차. 북경, 1987.3.30.-4.3.

| 87-070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7 / 1~112(112p)

1. 정부는 1987.3.30.~4.3. 중국(구 중공) 북경 개최 FAO/APFC(유엔식량농업기구/아시아태평양산림
위원회) 제13차 회의에 강태홍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성해기 산림청 임정국장, 산림청 및 외무부
관계관을 포함하는 정부대표단을 임명함.
 파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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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임업지도 사업 내용 발표 및 치산녹화사업의 성공 사례 소개
- 회원국 간 임업기술 협력 증진
- 중국 공산당 호요방 총서기의 1987.1.16. 사임 이후 중국 정세 변화 및 경제개혁정책 추진 동향 파악
 정부 훈령

- 한국의 임업정책과 산림사업 실적 소개를 통한 한국의 동 분야에서의 국제적 인식 제고
- 동남아 원목 도입 대상국들의 원목 수출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내용과 상호협력 가능성 파악
- 특히 중국의 임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입수 및 동 분야의 협력 가능성 타진

2. 상기 대표단 중 외무부 관계관에 대한 중국 측의 입국사증 발급 거부 관련 조치 내용임.
 주홍콩총영사관은 1987.3.30. 상기 한국 대표단 중 산림청 대표 3명은 현지 주재 중국 외교부
사증발급사무소로부터 3.28. 사증을 발급받아 동일 북경에 도착하였으나, 동 중국 사무소 측은
북경 외교부 본부로부터 동 3명에 대해서만 사증 발급을 허가하라는 지시만 받았으며 외무부
관계관에 대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고 함을 보고함.
 외무부는 3.31. 주태국대사에게 FAO 사무소 측과 접촉하여 중국 측이 사증 발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외무부 관계관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함.
 주태국대사관은 4.1. FAO 사무소 측은 중국 주재 FAO 대표로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 대표단 중
산림 관계 전문가 3명에 대해서만 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텔렉스를 3.31. 저녁에 접수
하였으며, 경위 설명이 없었다고 함을 보고함.
 외무부는 4.25. 주이탈리아대사에게 FAO 사무국에 중국 측의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한을 대사 명의로 작성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함.
 FAO Saouma 사무총장은 5.19. 이남기 주이탈리아대사 앞 서한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중국 당국에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음을 통보해 옴.

| 87-0703 |

FAO(UN식량농업기구) / IPFC(인도태평양
수산위원회) 회의, 제22차. Darwin(호주)
1987.2.23.-26.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8 / 1~138(138p)

정부는 1987.2.23.~26. 호주 다윈 개최 FAO/IPFC(유엔식량농업기구/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이지연 수산청 기획관리관 및 관계관을 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인도·태평양 수역 조업관계국의 정책 동향 파악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어업협력 사업에 대한 회원국들의 협조 유도
 관련 자료 입수 및 동 수역에서의 한국 원양어업 발전 도모

 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스리랑카, 필리핀, 미국 등 11개국 대표 참석
 연안어업, 내수면어업 개발, 양식 등 인도·태평양 수역 내 주요 수산업 문제 협의
 수산 관리 및 개발에 관한 FAO 세계회의 후속조치 검토
 동 위원회 주관 심포지엄 주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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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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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704 |

FAO(UN식량농업기구) / APCFS(아시아 태평양
지역 세계식량안보위원회) 회의, 제3차.
Bangkok, 1987.5.12.-15.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9 / 1~77(77p)

1. 정부는 1987.5.12.~15. 방콕 개최 FAO/APCFS(유엔식량농업기구/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식량안보
위원회) 제3차 회의에 장성기 농림수산부 양곡관리과장, 주태국대사관 관계관 및 농협중앙회 직원
(자문)을 대표로 파견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각국 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한 주요 수출입국의 식량정책 및 수급동향 정보 수집
 양곡 구매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 및 정부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사무국 보고 시 한국 사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보충 설명 시행 및 잘못 정리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 촉구
768

2.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7.3.19.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7개국의 식량안보 비축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대책 회시를 건의한 바, 외무부는 4.28. 남아시아 식량안보 비축계획은 관련 7개국 간의 식량비축 및
긴급 시 비축식량 운영에 관한 협정 체결 등을 목표로 협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한국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관련 대책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이사회, 제30-32차.
Rome

| 87-0705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10 / 1~271(271p)

정부는 1987년 이탈리아 로마 개최 아래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함.
1. 제30차 이사회(4.28.~30.)
 회의 참가자

- 28개국 대표
 정부 대표

 회의 결과

- IFAD 사업계획, 예산 및 각국 차관사업 심의
- 한국 대표는 IFAD 측과 1988년 5월 IFAD 국제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 제31차 이사회(9.8.~10.)
 회의 참가자

- 28개국 대표
 정부 대표

- 한호선 이사를 대리하여 주이탈리아 신구범 농무관 참석
 회의 결과

- IFAD 사업계획, 예산, 기술원조 및 각국 차관사업 심의
- IFAD 국제 세미나의 1988년 서울 개최 계획 승인

3. 제32차 이사회(12.1.~4.)
 회의 참가자

- 31개국 대표
 정부 대표

- 한호선 이사를 대리하여 농협중앙회 서기원 조사부장 참석
 회의 결과

- IFAD 사업계획, 재무사항 및 기부금 납부 현황 심의
- IFAD 국제 세미나의 1988.5.29.~6.6. 서울 개최 계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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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부회장 한호선 (IFAD 정이사)
- 한국은 1986.12월 로마에서 개최된 제10차 IFAD 총회에서 1987~88년 임기 정이사국 및 1989년 교체
이사국으로 피선되었으며, 1987.4월 한호선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한국 측 이사로 임명하여 IFAD에
통보한 바 있음.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40차. Geneva
(스위스) 1987.5.4.-16.

| 87-0706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11 / 1~257(257p)

정부는 1987.5.4.~16. 스위스 제네바 개최 WHO(세계보건기구) 제40차 총회에 이해원 보사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교체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을 파견함.
1. 회의 결과
 총회 의장단 선출
770

- 의장국: 네덜란드
- 부의장국: 적도기니, 트리니다드토바고, 모로코, 브루나이, 북한
 이사국 선출

- 방글라데시, 일본, 브라질, 이탈리아, 요르단,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리타니, 스웨덴
 예산 및 분담금 결정(1988~89년)

- 예산: 705,389,500달러 (20.5% 증가)
- 한국 분담금: 1,173,040달러 (분담률: 0.19%)

2. 대표단 활동 및 특기 사항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문제

- 한국은 88 서울올림픽 대비, 국가 간 여행자에 의한 AIDS 전파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제안함.
- 한국 등 57개국이 제출한 AIDS 종합대책수립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함.
 보건 및 보건서비스 관련 핵전쟁의 영향 문제 토의

- 북한대표의‘한반도 비핵지대 설치’제안에 대해 정부대표는 NPT(핵확산방지조약) 당사국 간에 협의
되지 않은 비현실적 문제를 보건회의에서 논의함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고 반박함.
 금연의 날 지정

- WHO 창설 40주년을 기념하여 1988.4.7.을 금연의 날로 지정함.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제79차.
Geneva(스위스) 1987.1.12.-24.

| 87-0707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12 / 1~351(351p)

정부는 1987.1.12.~24. 스위스 제네바 개최 제79차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 이성우
보사부 의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동 회의에는 32개 WHO 이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2. 동 회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각국의 분담금 20.5% 인상 결정
- 정책 방향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문제점만 제기
 지역사무처장 임명에 대한 본부 사무총장의 권한 확대 문제

- 미국대표는 지역사무처장 임명에 있어 본부 사무총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안을 제출
- 사업조정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
 미국의 분담금 미납 문제

- 다수 회원국은 미국을 적시하여 회원국의 분담금 지불 의무 이행을 언급
- 미국은 WHO 사업이 확실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제40차 WHO 총회 개최 문제

- 제네바에서 1987.5.4.부터 2주간 개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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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의 1988/89 회계연도 사업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 제38차.
북경, 1987.9.8.-14.

| 87-0708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13 / 1~246(246p)

정부는 1987.9.8.~14. 중국(구 중공) 북경 개최 제38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에
이성우 보사부 보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25개 회원국 대표 65명이 참석함.
 윤해중 외무부 동북아2과장, 이홍용 보사부 국제협력과장이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함.
772

2. 동 회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제39차 WHO 서태평양 지역회의 기간 및 장소 결정

- 필리핀 마닐라에서 1988.9.12.~16. 개최
 제41차 WHO 총회 시 선출될 서태평양 지역 이사국 및 부의장국 추천

- 이사국에 통가, 부의장국에 피지 선임

3. 윤해중 외무부 동북아2과장은 동 회의 참석 기회에 중국 측 인사를 아래와 같이 접촉함.
 Wu Mei Rong BAGOC 수석엔지니어 등 4명의 한·중국 전산협력 관계자와 만찬
 중국 외교부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실 주임과 전화 통화

4. 정부대표단은 회의 주최 측인 중국 보건부의 한국 대표단에 대한 태도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여타 참석 대표단과 동등하게 대우
 한국 정식 국명(ROK) 호칭
 출입국 시 귀빈실 사용, 외교관 대우(사증 수수료 및 공항세 면제)

AIDS에 관한 지역간 각료회의. Sydney(호주)
1987.7.21.-24.

| 87-0709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14 / 1~72(72p)

정부는 1987.7.21.~24. 호주 시드니 개최 WHO(세계보건기구) 및 호주 정부 공동 주최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지역 간 각료회의에 이해원 보사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동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0개국 대표가 참석한 바, 동 회의는 아래 요지의 선언문을 채택함.

2. 커비 호주 대법관은 의제 발표 시 1987.7.17.자 시드니 모닝 헤럴드 기사를 인용하여 한국이 서울
올림픽 기간 중 한국 방문 여행자에 대해 AIDS 사전 검역증명서를 요구할 것임을 언급한 바, 한국
대표단은 동 보도가 오보임을 설명하고, 여사한 요구 계획이 없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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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의 AIDS 관리 정책에 일치하는 국가별 대책 수립
 AIDS 관리를 위한 정보 교환 및 동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간 협조
 WHO의 지원 촉구

WHO(세계보건기구) 침술용어 표준화에 관한
실무회의, 제3차. 서울, 1987.6.25.-30.

| 87-0710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15 / 1~74(74p)

1. WHO(세계보건기구) 침술 용어 표준화에 관한 제3차 실무회의가 1987.6.25.~30. 서울에서 개최됨.
2. 외무부는 상기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함.
 미수교국 참가자에 대한 사증 발급

- 중국(구 중공)인 5명, 베트남인 1명
 주요 외빈에 대한 공항 귀빈실 사용 및 대리수속 주선
774

-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 등

WHO(세계보건기구) 동남아 지역회의. 제40차.
평양, 1987.9.15.-21.

| 87-0711 |

생산연도

1985-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16 / 1~21(21p)

1. WHO(세계보건기구) 동남아 지역 제40차 회의가 1987.9.15.~21. 평양에서 개최됨.
2. 주인도대사관이 WHO 동남아 지역 사무소로부터 확인한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회의 성격

- 동남아지역 11개 회원국이 전년도 활동 실적과 차기 연도 활동 방향에 대한 건의안을 종합하는 지역회의
 주요 토의 및 결정 사항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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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지역의 의료연구협의체 회의(Medical Research Council Meeting)를 1988.10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1987/88년도 예산 심의
-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활동 및 WHO의 자료 활용 강화, 모자 보건 식품 개발 강화
- 군·구 단위의 공중보건 관리 강화 건의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3차. Geneva(스위스)
1987.6.3.-24.

| 87-0712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17 / 1~161(161p)

정부는 1987.6.3.~24. 스위스 제네바 개최 제73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이헌기 노동부
장관을 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하는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한 바,
북한에서는 최진수 주스위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옵서버 대표단이 참석함.
1.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3개 결의안 채택
776

-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 제공을 위한 세계의 해 지정 및 ILO 역할에 관한 결의: 1987년을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제공 세계의 해로 지정한 1982년 총회 결의를 환영하고, 이를 위한 각국 및 국제적인 활동 강화
요청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규약 채택 40주년에 관한 결의: 동 규약 미가입국의 1988년 중 가입 및
기가입국의 완전한 규약 시행 노력 촉구
- 직장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약물사용 및 과음 방지 조치에 관한 결의: 각국 정부 및 근로자·사용자
단체가 국가정책, 교육 등을 통해 동 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
 예년에 비해 회의 분위기에 있어 정치적인 색채가 많이 희석되었으며, 신임장 심사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정치적인 논쟁이 있었으나, 특기할 만한 쟁점 없이 종료됨.

2. 정부대표단의 활동은 아래와 같음.
 수석대표 기조연설
 수석대표의 주요 인사 접촉

- ILO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면담 시 서울 노동장관회의 및 한국과 ILO 간 협력 등에 관해 협의
- 사우디아라비아, 뉴질랜드 및 필리핀 노동장관 등 아·태지역 15개국 정부 대표를 오찬에 초청
- 미국 수석대표와 오찬 시 상호 관심 사항에 관해 의견 교환

ILO(국제노동기구)총회(해사) 제74차. Geneva
(스위스) 1987.9.24.-10.9.

| 87-0713 |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3 / 18 / 1~109(109p)

정부는 1987.9.24.~10.9. 스위스 제네바 개최 제74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이종무 주제
네바대표부 공사 및 장성배 해운항만청 노정과장을 옵서버 대표단으로 파견함.
1. 회의 개요
 77개 회원국 및 한국 등 3개 옵서버국 대표가 참석함.
 한국에서는 정부대표단,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옵서버 대표단이 참석함.
 북한에서는 주스위스대사관 및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3명이 옵서버 대표로 참석함.

 협약 및 권고

- 선원 복지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선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에 관한
협약, 선원 송환에 관한 협약 및 권고
 결의

- 선원 복지활동에 대한 상호 협조, 특히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선원의 건강, 선원의 모집과 유급
고용기구, 선원의 고용조건, 상선에 대한 무력 공격, 1986년 상선의 최저 기준협약 등에 관한 결의

3. 정부대표단의 활동은 아래와 같음.
 이종무 주제네바대표부 공사가 기조연설을 행함.
 비동맹, 공산권 국가 대표, 국제선주연맹 및 국제운수노동연맹 관계자를 접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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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회의는 아래의 협약, 권고 및 결의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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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 Bern (스위스)

| 87-0714 |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4 / 1 / 1~188(188p)

1. 정부는 1986.4.22.~5.8. 스위스 베른 개최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에 이형우 체신부 국제우편
과장 등 2명(특별 옵서버 자격의 아·태 우편연합 대표)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동 회의에는 UPU 집행이사국 40개 이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주요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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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항: 예산·결산 심의, 분담금, 전문위원 급여 등
- 국제우편업무: 조약 개정사항, 통상우편, 소포, 국제우편 신속통관, 항공우편 증대 등에 관한 사항
- 기술 협력 및 실행 계획
 한국대표단 활동

- UPU 사무총장, 집행이사회 의장 및 사무국 간부 접촉

2. 정부는 1987.4.27.~5.15. 스위스 베른 개최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에 권영수 체신공무원교육
원 교수부장 등 2명(특별 옵서버 자격의 아·태 우편연합 대표)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동 회의에는 UPU 집행이사국 40개 이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주요 토의 사항

- 다량 우편물 변칙 발송 대책, 우편물 통과절차 개선 방안, 국제우편 송달일수 단축 대책, 요금구조
개편 문제, 조약·약정 관련 사항, 예산·결산 심의 등
 한국대표단 활동

- UPU 사무총장, 사무차장, 집행이사회 의장 및 사무국 간부, 각국 대표 접촉

| 87-0715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WARC(세계무선
통신주관청회의) 단파방송 주관청 회의, 제2차.
Geneva(스위스) 1987.2.2-3.6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4 / 2 / 1~56(56p)

정부는 1987.2.2.~3.8. 스위스 제네바 개최 ITU / WARC(국제전기통신연합 / 세계무선통신주관청
회의) 제2차 단파방송에 관한 회의에 안종구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체신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동 회의는 1987.3.8. 본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07개국 대표가 서명한 단파방송 업무용 주파수 분배
계획에 관한 무선통신 규칙을 개정한 최종의정서(Act and Final Protocol)를 채택함.
 동 최종의정서는 단파방송 전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대 계획을 위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결의 및

검토하고, 주파수 배분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

2. ITU 협약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주관청 회의가 개정한 업무규칙에 대한 승인 여부를 ITU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체신부는 1987.6월 동 승인조치를 위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권고의 제정 또는 개정을 내용으로 함.
 동 최종의정서 채택은 선진국에 의한 주파수 독점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ITU가 각국의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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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국제전기통신연합) 이동업무에 관한 WARC
(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 Geneva(스위스)
1987.9.14.-10.17.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7-54 / 3 / 1~206(206p)

정부는 1987.9.14.~10.17. 스위스 제네바 개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이동업무에 관한 세계
무선주관청회의(WARC-MOB 1987)에 이종무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체신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동 회의에는 ITU 회원국 대표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780

2. 동 회의는 예정보다 회의 기간을 1일 연장하여 10.17. 폐회된 바, 주요 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이동위성 업무 및 무선측위 위성 등 새로운 기술 이용을 위한 주파수 분배표 개정 및 추가
 단파대(4~27.5MHZ) 해상 전용 주파수대 채널 조정
 GMDSS 시행에 필요한 관계 규정을 PR에 추가
 GMDSS 이용 선박국 및 해안국에 적용될 무선종사자 자격증
 승선 조건

UN 제네바 군축회의. Geneva

| 87-0717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54 / 4 / 1~121(121p)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6.12월 차기 유엔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에 한국의
참가 방안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한국이나 북한이 옵서버국 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전망

- 서방그룹과 동구그룹 간의 논쟁으로 부결이 확실시
 회의 참가 방안

2. 유엔군축회의 1987년도 춘계 및 하계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
 춘계회의(2.3.~4.30.)

- 소련은 1987.2월 자국 내 화학무기저장소 공개 용의를 표명함.
 하계회의(6.9.~8.28.)

-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8.6. 유엔 군축회의 연설에서 화학무기의 완전금지 및 기존 화학무기의
폐기 필요성을 강조하고, 화학무기협정안의 조기 타결을 위해 강제검증원칙의 수락 용의를 표명함.

78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회의 기간 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전체회의를 공개하고 있음에 따라 동 기회를 활용하여 방청
- 일반 공개회의 문서는 추후 유엔 문서부를 통해 입수
- 관심 분야에 관한 회의 경과는 우방국에 문의
- 연말 최종보고서 입수 검토

군축과 개발간의 관계에 관한 국제회의.
New York, 1987.8.24.-9.11.

| 87-0718 |

생산연도

1985-1987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7-54 / 5 / 1~265(265p)

정부는 1987.8.24.~9.11. 뉴욕 개최 군축과 개발의 상관관계에 관한 국제회의에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146개국(미국 불참) 대표, 9개 국제기구 및 36개 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동 회의를 위한 준비회의가 1985.7월~1987.4월간 4회 개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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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회의는 최종문서 초안을 포함한 총회에 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채택하고 종료함.
 동구그룹·개도국 및 서방 양측은 전 회의 기간을 통하여 상호 대립 입장을 보였으나, 군축 조치에
따른 자원을 개도국 경제사회 개발에 재배정하기 위하여 기존 지역 및 국제기구의 활용을 계속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타협안을 채택함.

- 소련을 포함한 동구그룹과 개도국들은 군축 조치에 따른 자원이 개도국의 개발에 직접 투입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위한 국제기금이 창설되어야 함을 주장함.
- EC(구주공동체)를 위시한 서방국가들은 군축과 개발의 상호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양자가 별도로
추구되어야 함을 주장함.
 동 회의가 군축과 개발의 상호 관련성을 토대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한 것은
아니나, 국제 사회가 군축과 개발 간의 관계에 관하여 최초로 공동의 입장을 정립하여 문서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정부대표단 활동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1987.8.28.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가 대독한 연설을 통하여 주한
미군 철수, 남·북한 상호 군축 등을 주장함.
 수석대표는 8.31. 회의 시 발언을 통하여 북한의 남·북한 군축 주장은 선전책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함.

1971

| 1987년(Ⅰ) |
1546

인쇄
발행

발행처
		
기획
		

2018년 3월 15일
2018년 3월 30일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편찬위원

박상훈, 박재현, 송봉헌, 이휘진, 최석인, 한재영

감수위원

이광재

디자인/인쇄

(주)미루기획

		

Tel. 02)543-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