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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외교부는 1994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우리 외교의 발자취를 알리기 위해 매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는 공개된 방대한 양의
외교문서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관련 소장정보를 수록한「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을 편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971년도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제7권을 발간한 데 이어 정부3.0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5」를 별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은 레이건 대통령의 재선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등장에 따른 소련의 개혁 및 개방
정책을 계기로 미·소 양국이 군축회담을 포함한 다방면에서의 접근을 강화하고, 중국이 동·서
진영의 균형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제3세계에서의 지위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 정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본 해제집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제2기 레이건 행정부에 대한 외교 활동 강화,
미-소 간 접근을 활용한 미국을 통한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 시도, 88올림픽을 앞두고
비동맹에서 북한의 외교 공세 저지 등 중요한 외교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과 일본의 시장개방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우리의 경제적 이익 반영을 위한 교섭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일 등 우방을 통해 북한에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한반도에서의 2원적 교차승인을 시도하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의 과정도 담겨 있습니다.
경제·통상 면에서는 철강 수출 자율규제 요구, 개도국 특혜관세(GSP) 축소 등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대책, 다자간 섬유협정(MFA) 종료를 앞둔 주요 수입국들과의 협상,
서울 IMF/IBRD 총회 개최 지원 및 외교적 활용을 위한 노력, 심해저 자원 개발 및 남극 해양생물
자원 개발에 관한 국제적 논의 참여 과정 등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제집이 한국 외교사의 사초로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교 정보의 개방과 공개를
통해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5」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편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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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세

| 일러두기 |
1. 이 해제집은 2016년도에 공개된 1985년도 외교문서 내용을 요약·수록하였다.
- 1958~8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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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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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23차. 서울, 1985.6.28
157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7차. 서울, 1985.6.12
158 OAS(미주기구) 총회, 제15차. Cartagena(콜롬비아) 1985.12.5-9
159 OAS/CIES(미주기구/미주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20차. Washington, D.C., 1985.9.23-27
160 OAS(미주기구) 미주 노동 장관회의, 제8차. San Jose(코스타리카) 1985.10.7-11
1 6 1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EC(구주공동체) 탈퇴, 1982-85
162 아랍연맹 회의, 1985
163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제21차. Addis Ababa(이디오피아) , 1985.7.18-21. 전2권. V.1 기본문서
164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제21차. Addis Ababa(이디오피아) , 1985.7.18-21. 전2권. V.2 회의록 및 결의문
165 아프리카 포르투갈어사용 5개국 정상회담, 상토메프린시페, 1985.2.7-15
166 주중국대사관 고용원 금괴 밀수 사건, 1985
167 이라크 쿠르드족의 한국 근로자 납치사건, 1982-85
168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 친선 방한계획,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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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1984-85
170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이후 각국 동향, 1985
1 7 1 바티칸 교황 메시지, 1985
1 7 2 한·일본 간의 서신 교환, 1985. 전2권. V.1
1 7 3 한·일본 간의 서신 교환, 1985. 전2권. V.2
1 74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1 기본계획
1 7 5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2 사전준비 1
1 7 6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3 사전준비 2
1 7 7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4 결과보고 및 회의록
1 7 8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5 연설문
1 7 9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6 언론반응
180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7 자료
1 8 1 한·벨기에 정책협의회, 제5차. Brussels, 1985.11.12
182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1차. Paris, 1985.11.8. 전2권. V.1 기본문서
183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1차. Paris, 1985.11.8. 전2권. V.2 자료
184 한·독일 정책협의회, 제5차. Bonn, 1985.11.13-14
185 한·일본 외교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5.4.15
186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5차. London, 1985.11.18
1 8 7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5차. Washington, D.C., 1985.12.4-5. 전2권. V.1 기본문서
188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5차. Washington, D.C., 1985.12.4-5. 전2권. V.2 자료
189 발칸제국 전문가 회의, 1983-84
190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 Bandung(인도네시아). 1985.4.22-25. 전3권. V.1 기본문서
1 9 1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 Bandung(인도네시아). 1985.4.22-25. 전3권. V.2 결과보고
1 9 2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 Bandung(인도네시아). 1985.4.22-25. 전3권. V.3 자료
193 공관장회의, 1985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5.3.14-23. 전4권. V.1 기본계획 및 발언록
194 공관장회의, 1985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5.3.14-23. 전4권. V.2 공관 건의사항 및 본부방침
195 공관장회의, 1985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5.3.14-23. 전4권. V.3 연설문
196 공관장회의, 1985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5.3.14-23. 전4권. V.4 브리핑 자료
1 9 7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1 기본계획
198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2 구주지역 회의자료
199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3 중동지역 회의자료
200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4 아프리카지역 회의자료
201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5 정무 및 홍보관계자료
202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6 장관면담자료
203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7 공관 건의사항 및 본부 방침
204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8 결과보고
205 주일본지역 총영사회의, 1985년도 - 동경, 1985.4.12-13
206 주미국지역 총영사회의, 1985년도 - Washington, D.C., 1985.12.19-20
207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동경, 1985.5.23-24 전2권. V.1 사전교섭
208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동경, 1985.5.23-24 전2권. V.2 결과보고 및 회의자료
209 국제 심포지움 개최, 서울. 1985.9.2-7
210 Hart, Gary 미국 상원의원 주관 환태평양 회의, 제1차. Los Angeles, 1985.12.5-8
2 1 1 Williamsburg 회의, 제14차. 제주, 1985.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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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ialogue Congress. Alpbach(오스트리아) 1985.7.6-10
213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3차. 서울, 1985.5.6-7
214 정상 초청외교의 필요성 및 성과, 1985
215 전두환 대통령 가봉 방문계획, 1985
216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 기본계획
217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 2 의전 I
218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3 의전 2
219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4 의전 3
220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5 일정
221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6 기본문서
222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7 정상회담 및 결과보고
223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8 신문발표문(Press Remarks)
224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9 후속조치
225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0 자료 1 : 회담자료
226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1 자료 2
227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2 자료 3
228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3 자료 4 : 브리핑자료
229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4 연회 참석자 명단
230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5 국내언론보도
231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6 해외언론보도
232 전두환 대통령 미국(UN) 방문 계획, 1985.9. 전2권. V.1 기본문서
233 전두환 대통령 서구 순방계획, 1981-85
234 Martinez M., Victor H.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방한, 1985.8.27-9.2. 전2권. V.1 사전준비
235 Martinez M., Victor H.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방한, 1985.8.27-9.2.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236 Stephen, Sir Ninian 호주 총독 비공식 방한, 1985.8.27-28
237 Hussain Muhammad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1985.6.15-19. 전5권. V.1 기본문서 1
238 Hussain Muhammad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1985.6.15-19. 전5권. V.2 기본문서 2
239 Hussain Muhammad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1985.6.15-19. 전5권. V.3 영접계획
240 Hussain Muhammad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1985.6.15-19. 전5권. V.4 공동성명 및 연설문
241 Hussain Muhammad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1985.6.15-19. 전5권. V.5 자료
242 Sihanouk 민주 캄푸챠 연립정부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5
243 Monge, Luis Alberto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1985.5.19-23. 전3권. V.1 기본문서
244 Monge, Luis Alberto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1985.5.19-23. 전3권. V.2 공동성명 및 자료
245 Monge, Luis Alberto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1985.5.19-23. 전3권. V.3 의전
246 Vieira, Joao Bernardo 기니비사우 대통령 방한, 1985.6.25-6.28. 전3권. V.1 사전준비 1 : 1984~1985.6.17
247 Vieira, Joao Bernardo 기니비사우 대통령 방한, 1985.6.25-6.28. 전3권. V.2 사전준비 2 : 1985.6.18~25
248 Vieira, Joao Bernardo 기니비사우 대통령 방한, 1985.6.25-6.28. 전3권. V.3 결과보고
249 Tabai, Ieremia 키리바시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5
250 Arrindell, Clement A. 세인트킷츠네비스 총독 방한, 1985.4.19-23
251 Tunku Mohhota IBRAHIM ISMAIL 말레이지아 제1왕자 겸 Johore 주왕 방한 초청계획, 1985
252 Costa, Vasco 마카오 총독 비공식 방한, 1985.8.29-9.5
253 Hassan II 모로코 국왕 방한 초청계획, 1969-83
254 Banda 말라위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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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Obasanjo, Olusegun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방한, 1985.8.25-30
256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1 기본문서 1(사전교섭)
257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2 기본문서 2(결과보고)
258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3 의전 1
259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4 의전 2
260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5 공동성명 및 연설문
2 6 1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6 홍보 및 언론보도
262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7 자료
263 영국 왕실 Edinburgh공 방한, 1985.10.6-12
264 Nixon, Richard M. 전 미국 대통령 방한, 1985.8.30-9.1
265 노신영 국무총리 칠레 방문계획, 1985
266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1 기본문서 l - UN
267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2 기본문서 2 - 워싱턴
268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3 결과보고 1 - UN
269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4 결과보고 2 - Washington, D. C.
270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5 UN 연설문
2 7 1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6 미국 방문 연설문
272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7 감사서한 및 언론보도
273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8 교민 리셉션 및 공관 브리핑자료
274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9 참고자료
275 Pindling, Lynden O. 바하마 수상 방한, 1985.10.3-6
276 Schluter, Poul 덴마크 수상 방한, 1985.10.15-19. 전3권. V.1 기본문서
27 7 Schluter, Poul 덴마크 수상 방한, 1985.10.15-19. 전3권. V.2 의전
278 Schluter, Poul 덴마크 수상 방한, 1985.10.15-19. 전3권. V.3 자료
279 Fabius, Laurent 프랑스 수상 방한, 1985.4.7-9. 전4권. V.1 기본문서
280 Fabius, Laurent 프랑스 수상 방한, 1985.4.7-9. 전4권. V.2 의전
281 Fabius, Laurent 프랑스 수상 방한, 1985.4.7-9. 전4권. V.3 활동사항
282 Fabius, Laurent 프랑스 수상 방한, 1985.4.7-9. 전4권. V.4 자료
283 Flosse, Gaston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자치정부 수반 방한, 1985.4.22-5.1
284 스즈끼 젠꼬(鈴木善宰) 전 일본 수상 방한, 1985.11.25-28
285 Seaga, Edward P. 자메이카 수상 방한, 1985.10.7-12
286 Santer, Jacques 룩셈부르크 수상 겸 재무장관 방한, 1985.10.4-9
287 MUSA bin Hitam 말레이지아 부수상 겸 내무상 비공식 방한, 1985.5.14-20
288 네팔 수상 방한계획, 1982-85
289 Lubbers, Ruud 네덜란드 수상 방한, 1985.4.2-16. 전4권. V.1 기본문서
290 Lubbers, Ruud 네덜란드 수상 방한, 1985.4.2-16. 전4권. V.2 의전
2 9 1 Lubbers, Ruud 네덜란드 수상 방한, 1985.4.2-16. 전4권. V.3 면담록 및 언론보도
292 Lubbers, Ruud 네덜란드 수상 방한, 1985.4.2-16. 전4권. V.4 자료
293 Virata, Cesar E. A. 필리핀 수상 방한, 1985.10.5-11
294 Somare, Michael T. 파푸아뉴기니 수상 방한 초청계획, 1977-85
295 Udenhout, Willem A. 수리남 수상 방한, 1985.6.4-8. 전3권. V.1 기본문서
296 Udenhout, Willem A. 수리남 수상 방한, 1985.6.4-8. 전3권. V.2 의전
297 Udenhout, Willem A. 수리남 수상 방한, 1985.6.4-8. 전3권. V.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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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Chambus, George 트리니다드토바고 수상 방한, 1985.7.19-24. 전2권. V.1 기본문서
299 Chambus, George 트리니다드토바고 수상 방한, 1985.7.19-24. 전2권. V.2 의전
300 Waligo, Abraham P. N. 우간다 수상 방한, 1985.10.6-12
301 Mitchell, Jame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상 방한, 1985.10.7-12
302 TOFILAU Eti Alesana 서사모아 수상 겸 외상 방한, 1985.10.6-10
303 이상옥 외무차관 가봉 및 라이베리아 방문, 1985.8.7-18. 전2권. V.1 기본문서
304 이상옥 외무차관 가봉 및 라이베리아 방문, 1985.8.7-18. 전2권. V.2 자료
305 이원경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85.7.26-27
306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5.9.27-10.7. 전3권. V.1 기본문서 1 : 일정
307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5.9.27-10.7. 전3권. V.2 기본문서 2 : 활동보고 및 면담록
308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5.9.27-10.7. 전3권. V.3 한·미국 외무장관 회담자료
309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1 기본계획
310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2 국별교섭 1
3 1 1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3 국별교섭 2
3 1 2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4 결과보고
313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5 언론보도
3 14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6 자료 1
3 1 5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7 자료 2(인도)
3 1 6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8 자료 3
3 1 7 이원경 외무장관 중동 순방, 1985.11.15-28. 전4권. V.1 기본계획
318 이원경 외무장관 중동 순방, 1985.11.15-28. 전4권. V.2 국별 교섭
319 이원경 외무장관 중동 순방, 1985.11.15-28. 전4권. V.3 결과보고
320 이원경 외무장관 중동 순방, 1985.11.15-28. 전4권. V.4 자료
321 Caputo, Dante Mario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1985.4.17-20
322 Harris, Stuart F. 호주 외무차관 방한, 1985.4.28-5.1
323 Lanc, Erwin 오스트리아 전 외무장관 방한, 1985.10.21-11.2
324 보츠와나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4-85
325 Crespo Velasco, Jorge 볼리비아 외무차관 방한, 1985.6.10-14
326 볼리비아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1-85
327 Del Valle, Alliende Jaime 칠레 외무장관 방한, 1985.5.24-28
328 Ramirez Ocampo, Augusto 콜롬비아 외무장관 방한, 1985.5.30-6.2
329 Said KAFE 코모로 외무협력 및 대외통상장관 방한, 1985.5.20-23
330 Parades Pena, Diego 에콰도르 외무부 정무차관 방한, 1985.12.11-13
331 Teran Teran, Edgar 에콰도르 외무장관 방한, 1985.5.13-16
332 Marcelino NGUEMA Onguene 적도기니 외교장관 방한, 1985.6.7-11. 전3권. V.1 사전준비
333 Marcelino NGUEMA Onguene 적도기니 외교장관 방한, 1985.6.7-11. 전3권. V.2 결과보고
334 Marcelino NGUEMA Onguene 적도기니 외교장관 방한, 1985.6.7-11. 전3권. V.3 자료
335 Wolde, Goshu 이디오피아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3-85
336 Sallah, Ousman A. 감비아 외무차관 방한, 1985.9.18-24
337 Genscher, Hans-Dietrich 독일 외무장관 방한, 1985.7.6-9. 전2권. V.1 기본문서
338 Genscher, Hans-Dietrich 독일 외무장관 방한, 1985.7.6-9. 전2권. V.2 의전 및 자료
339 Venkateswaran, A. P. 인도 외무부 동아차관 방한, 1985.6.23-28
340 Ali Abdusalam AL-TREIKI 리비아 외무장관 방한, 1985.7.29-8.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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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Ali Abdusalam AL-TREIKI 리비아 외무장관 방한, 1985.7.29-8.5. 전2권. V.2 의전
342 Tenku Ahmad RITHAUDDEEN 말레이지아 외상 비공식 방한, 1985.5.18-21
343 Fathulla JAMEEL 몰디브 외무장관 방한, 1985.10.3-10
344 Niaz Ahmad NAIK 파키스탄 외무차관 방한, 1985.3.15-18
345 Sheikh Suheim Bin Hamad AL-THANI 카타르 외상 방한, 1985.3.26-4.1
346 Tovua, Paul 솔로몬아일란드 외상 방한, 1985.4.25-5.2
347 Bodstroem, Lennart 스웨덴 외무장관 방한, 1985.1.19-22. 전3권. V.1 1983-84
348 Bodstroem, Lennart 스웨덴 외무장관 방한, 1985.1.19-22. 전3권. V.2 1985
349 Bodstroem, Lennart 스웨덴 외무장관 방한, 1985.1.19-22. 전3권. V.3 자료
350 Fall, Ibrahima 세네갈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5
351 Alvarez, Glenn A. 수리남 외무차관 방한, 1985.11.5-9
352 Brunner, Edouard 스위스 외무성 국무상 방한, 1985.5.1-7
353 SIDDHI Savetsila 태국 외상 방한, 1985.6.10-13. 전2권. V.1 기본문서
354 SIDDHI Savetsila 태국 외상 방한, 1985.6.10-13. 전2권. V.2 의전
a 통가 외상 겸 국방상 방한, 1985.10.7-10
355 Tupouto’

356 Erdem, I. Kaya 터키 부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1985.10.7-10
357 Acland, Antony 영국 외무부 사무차관 방한, 1985.6.19-22
358 Armacost, Michael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85.3.20-22
359 Iglesias, Enrique V.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985.11.5-8. 전2권. V.1 기본문서
360 Iglesias, Enrique V.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985.11.5-8. 전2권. V.2 자료
361 이종찬 특사(민정당 원내총무) 가나 및 세네갈 방문, 1985.9.8-12. 전2권. V.1 기본문서
362 이종찬 특사(민정당 원내총무) 가나 및 세네갈 방문, 1985.9.8-12. 전2권. V.2 자료
363 봉두완 특사(국회 외무위원장) 요르단 및 수단 방문, 1985.7.9-18. 전2권. V.1 기본문서
364 봉두완 특사(국회 외무위원장) 요르단 및 수단 방문, 1985.7.9-18. 전2권. V.2 자료
365 정재철 특사(정무장관) 시에라리온 및 자이르 방문, 1985.8.12-27
366 박세직 특사(총무처장관) 중남미 순방, 1985.7.23-8.13. 전2권. V.1 기본문서
367 박세직 특사(총무처장관) 중남미 순방, 1985.7.23-8.13. 전2권. V.2 결과 및 자료
368 Eastman, Ernest(외상), Jones, G. Alvin(재무상) 라이베리아 공화국 특사 방한, 1985.9.15-17
369 Athulathmudali, Lalith 스리랑카 특사(보안장관 겸 국방부 부장관) 방한, 1985.6.23-27
370 Habib BOURGUIBA 튀니지 대통령 특별보좌관 방한, 1985.10.6-11
3 7 1 박준병 민정당 의원 호주 방문, 1985.6.19-29
372 의원친선사절단 에콰도르 방문, 1985.9.12-14
373 이종찬 의원 스페인, 그리스 방문, 1985.9.13-19
374 김영삼 민추협 공동의장 일본 방문, 1985.10.2-11
375 의원친선사절단 말레이지아 방문, 1985.9.15-16
376 국회사절단 모리셔스 방문, 1985
377 국회사절단 포르투갈 방문, 1983.7.12-15
378 국회의원 베네수엘라 방문, 1984-85
379 국회 외무위원회 시찰단 남미 순방, 1985.6.21-7.3
380 이재형 국회의장 서구 순방, 1985.6.20-7.10
381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방한, 1984
382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방한, 1985
383 부룬디 국회의장 방한 초청,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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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브라질 하원의장 방한, 1985
385 카나다 국회의원 방한, 1985-86
386 Strauss, Franz Josef 독일 기독사회당수 겸 Bayern 주 수상 방한, 1985.10.10-13
387 독일 국회의원 방한, 1985
388 다께이리 요시가쯔(竹入義勝) 일본 공명당 위원장 방한, 1985.7.22-25
389 후지이 가쯔시(藤井勝志) 일본 자민당 외교조사회장 방한, 1985.6.26-29
390 Chirwa, R.W. 말라위 의회당 사무총장 겸 무임소장관 방한, 1985.5.19-26
391 페루 국회의원 방한, 1985
392 Widmer, Sigmund 스위스 하원 외교위원장 방한, 1985.11.10-13
393 Ukrit Mongkolnavin 태국 국회의장 방한, 1985.8.25-29
394 KRIANGSAK Chomanan 태국 하원 외무위원장 방한 초청계획, 1978-85
395 Murkowski, Frank H.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방한, 1982-85
396 미국 의회의원 및 의원단 방한, 1985
397 민주정의당·ADN당(볼리비아) 과의 교류, 1984
398 한·일본 의원연맹 총회, 제13차. 서울, 1985.10.22-24
399 한·일본 의원연맹 활동 및 인사교류, 1985
400 한·베네수엘라 및 베네수엘라·한 의원친선협회, 1984
401 김종건 법무차관 중국 및 일본 방문, 1985.7.5-12
402 이규호 내무차관 태국 및 일본 방문, 1985.8.27-9.4
403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태국 방문, 1984.7.1-3
404 국정자문위원단 터키 및 중동 순방, 1985.8.26-9.15
405 권인혁 주프랑스공사 소련 비공식 방문, 1985.6.20-23
406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미국 방문, 1985.8.31-10.1
407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 미주 순방, 1985.10.4-29
408 김대중 서구 방문계획, 1984
409 비동맹 교섭사절단 동아프리카 순방, 1985.8.2-18. 전2권. V.1 기본문서
410 비동맹 교섭사절단 동아프리카 순방, 1985.8.2-18. 전2권. V.2 자료
4 1 1 Rikhye, Indar Jit International Peace Academy 총재 방한, 1983.2.6-11
412 Miller, Walter G. T. 호주 외무성 부차관 방한, 1985.5.22-27
413 Alexandre, Philippe 벨기에 주Liege 명예영사 방한, 1985.10.15-22
414 Bennett, William R. 카나다‘British Columbia’주 수상 방한, 1985.6.3-8
415 프랑스 주요인사 방한, 1983-85
416 독일 주요인사 방한, 1985
417 Pfeffer, Franz 독일 외무부 정무차관보 방한, 1985.3.10-12
418 Fletcher, Norbert E. 그레나다 수상실 차관 방한, 1985.7.23-27
419 Chandrachud, Yeshwant V. 인도 대법원장 방한, 1985.5.12-17
420 Sutresna, Nana 인도네시아 외무성 정무차관보 및 Loeis, Wisber 아시아·태평양국장 방한, 1985.10.3-6
421 Ali AHANI 이란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5.8.8-12
422 마에다 히로시(前田宏) 일본 법무차관 방한, 1985.10.17-22
423 일본 외무성 주요인사 방한, 1985
424 라이베리아 주요인사 방한, 1983-85
425 룩셈부르크 주요인사 방한, 1985
426 Shrestha, Kedar Bhakta 네팔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 1985.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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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노르웨이 외무성 주요인사 방한, 1984-85
428 van Agt, A. A. M. 네덜란드 North Brabant 주지사 방한, 1985.5.19-27
429 뉴질란드 외무부 주요인사 방한, 1985
430 필리핀 주요인사 방한, 1982-85
4 3 1 Khatab Omar Ismail AL DAFA 카타르 석유재무성 인사행정국장 방한, 1984.2.17-21
432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의 ICC 서울총회 참가문제, 1984-85
433 스페인 외무부 주요인사 방한, 1981-84
434 PHISAN Moolasartsathorn 태국 내무차관 방한, 1985.4.14-17
435 미국 시장 방한, 1985
436 미국 주지사 방한, 1985
437 미국 국무부 주요인사 방한, 1985
438 신병현 부총리 de Almeida Neves, Tancredo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5.3.10-19
439 김성배 건설장관 파푸아뉴기니 독립 10주년 경축기념식 참석, 1985.9.10-21. 전2권. V.1 기본문서집
440 김성배 건설장관 파푸아뉴기니 독립 10주년 경축기념식 참석, 1985.9.10-21. 전2권. V.2 자료집
4 41 임명진 주베네수엘라 대사 Burnham, L. Forbes S. 가이아나 대통령 장례식 참석, 1985.8.10-13
442 일본·중공 간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85. 전2권. V.1 1-8월
443 일본·중공 간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85. 전2권. V.2 10-12월
444 북한·호주 관계, 1985
445 북한·오스트리아 관계, 1985
446 북한·중앙아프리카 관계, 1985
447 북한· 카보베르데 관계, 1985
448 북한·에티오피아 관계, 1985
449 북한·가나 관계, 1985
450 한·그레나다 대북한 단교추진 교섭, 1983-85
451 북한·기니 관계, 1985
452 북한·그리스 관계, 1985
453 북한·인도 관계, 1985
454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1985
455 북한·이란 관계, 1985
456 북한·아이보리코스트 외교관계 수립, 1985.1.9
457 북한·일본 관계, 1985
458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5. 전5권. V.1. 만경봉호
459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5. 전5권. V.2. 삼지연호 : 1-8월
460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5. 전5권. V.3. 삼지연호 : 9-10월
461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5. 전5권. V.4. 삼지연호 : 11월
462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5. 전5권. V.5. 기타 동건 애국호 등
463 북한·자메이카 관계, 1985
464 북한·룩셈부르크 관계, 1985
465 북한·리비아 관계, 1985
466 북한·니제르 관계, 1985
467 북한·파키스탄 관계, 1985
468 북한·태국 관계, 1985
469 태국에서의 대북한 제압 외교대책,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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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북한·우간다 관계, 1985
4 7 1 북한·소련 관계, 1985
472 북한·미국 관계, 1985
473 북한·부르키나파소 관계, 1985
474 북한·동남아 관계, 1985
475 북한·서남아 관계, 1985
476 북한·중동 관계, 1985
477 북한·대양주 관계, 1985
478 북한·동부아프리카 관계, 1985
479 북한·북구 제국 관계, 1985
480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이집트 방문, 1985.1.19-21
481 박성철 북한 부주석 인도네시아 방문, 1985.11.26-30
482 북한 노동신문 대표단 일본 방문, 1985.5.21-25
483 조일우호촉진친선협회 대표단 일본 방문, 1985.6.5-15
484 북한 인사 일본 방문, 1985
485 북한 주요인사 소련 방문, 1985
486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
487 북한의 국제언론인 세미나 개최관련 동향 및 대책, 1983-85
488 Mengistu, Haile Mariam 이디오피아 군사위원회 의장 북한 방문, 1985.11.10-17
489 일본 인사 북한 방문, 1985
490 미국 의회의원 북한 방문 문제, 1984-85
491 Sankara, Thomas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북한 방문, 1985.9.3-8
492 북한 기술자 해외 파견, 1985
493 북한·일본 경제관계, 1985
494 북한 청진항 경유 일본 해운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1985
495 북한관계 세미나, 1985
496 조선자주평화통일 국제연락위원회 [조자통] 구주지역 회의, 1983-85
497 북한 노동당 창건 40주년 기념행사, 1985
498 북한 동향(언론보도), 1985
499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 1985
500 한국의 대북한 위장평화선전 대책, 1984-85
501 2원적 교차승인(한강개발계획) 및 2원적 무역대표부 설치(북한산) 계획 추진, 1985. 전2권. V.1 1985.1월-4월
502 2원적 교차승인(한강개발계획) 및 2원적 무역대표부 설치(북한산) 계획 추진, 1985. 전2권. V.2 1985.5월-9월
503 북한의 3자회담 제의 관련, 김영남 북한 외상의 일본 NHK와의 인터뷰, 1984
504 북한의 3자회담 제의, 1983-85. 전10권. V.9 언론보도 1 : 국내
505 북한의 3자회담 제의, 1983-85. 전10권. V.10 언론보도 2 : 해외
506 남북대화, 1985
507 북한의 남북 국회회담 제의, 1985. 전3권. V.3 언론보도
508 남북적십자회담, 제8차, 서울. 1985.5.27-30. 전2권. V.1 1985.1.22-25 개최추진
509 남북적십자회담, 제8차, 서울. 1985.5.27-30. 전2권. V.2 1985.5.27-30 개최
510 남북적십자회담, 제9차. 평양, 1985.8.27-28
5 1 1 남북적십자회담, 제10차. 서울, 1985.12.3-4
512 남북 경제회담, 제2-3차. 판문점, 1985.5.17 및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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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3 남북 경제회담, 제4차. 판문점, 1985.9.18
5 14 남북 경제회담, 제5차. 판문점, 1985.11.20
5 1 5 남북한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류, 1985
5 1 6 국제회의에서의 대공산국 활동 지침, 1984-85
5 1 7 공산권 여행 허가, 1985
5 1 8 비동맹 RIS(비동맹 및 개도국을 위한 연구 및 정보기구) 회의, 1985
5 1 9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1 기본대책
520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2 자료준비 : 의제 및 최종선언 초안
521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3 동향 및 경과 보고
522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4 실무교섭단 파견
523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5 국별 지지교섭 1 : 아주지역
524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6 국별 지지교섭 2 : 중남미지역
525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7 국별 지지교섭 3 : 중동지역
526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8 국별 지지교섭 4 : 아프리카지역
527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9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지지교섭
528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10 각국 대표단
529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11 결과보고 1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530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12 결과보고 2 : 최종선언
531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13 결과보고 3 : 각국 외상에 대한 감사서한
532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14 북한의 비동맹회의 개최 유치 동향
533 비동맹 조정위원회 특별외상회의. New Delhi(인도) 1985.4.18-21
534 비동맹 조정위원회. New York, 1985.2.22
535 국제통화·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비동맹회의, 1984-85
536 비동맹여성회의. Vigyan Bhavan(인도) 1985.4.10-11
537 비동맹 기타 회의, 1985
538 비동맹 언론관계회의, 1985
539 한국의 대비동맹 외교정책, 1984-85
540 북한의 남남협력 정상회의 유치동향, 1984-85
541 일본의 방위문제, 1985
542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1984-85
543 Luns Joseph 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방한, 1985.3.1-6
544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10주년 기념회의, Helsinki, 1985.7.30-8.1
545 뉴질란드의 미국 핵군함 기항 거부에 따른 ANZUS 동맹체제 균열, 1985
546 북한의 우리어선 제2계영호 피납관련 대책, 1985
547 정호용 육군참모총장 케냐 방문, 1985.7.15-17
548 버마 경찰간부단 방한, 1985.4.12-18
549 파라과이 군사·안보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1-85
550 Noriega, Manuel A. 파나마 군 총사령관 방한, 1985.7.7-12
551 싱가포르 방공무기 시찰단 방한, 1985.4.30-5.5
552 미국·소련 군축협상, 1984
553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5.8.27-9.21. 전3권. V.1 1983-84
554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5.8.27-9.21. 전3권. V.2 1985.1~6
555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5.8.27-9.21. 전3권. V.3 19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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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핵 군축 관련 6개국 정상회담. New Delhi, 1985.1.28
557 프랑스의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에 관한 한국의 입장, 1984
558 중공의 로케트 발사 계획, 1985
559 미국·소련 우주무기제한 회담, 1984
560 한·나이지리아 군사협력, 1985
561 아프리카 제국 군사 및 경호협력, 1984
562 CSIS 주관 동북아 문제 한·미국 학술회의, 제2차. 서울, 1985.6.30-7.2
563 각국의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요청, 1985
564 국제기구 상주대표 및 이사 임명, 1985
565 ESCAP 사무국 직원 진출, 1982-85
566 UN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85.11.14
567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기여금 납부, 1985
568 UN 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1985
569 한국의 UN 가입 문제, 1983-85
570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1 기본 대책
571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2 본회의
572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3 각국 대표단
573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4 위원회별 토의
574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5 국가별 지지교섭 1 : 1985.7월-8월
575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6 국가별 지지교섭 1 : 1985.9월-10월
576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7 기조연설 1 : 한반도관련 발언
577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8 기조연설 2 : 한반도관련 발언결과 종합평가서
578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9 기조연설 및 기념연설 공관 일일보고
579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10 종합보고서
580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11 북한 동향
581 국제평화의 해 기념행사, 1985
582 ECOSOC(UN경제사회이사회) 회의, 1985
583 UNCTC 다국적기업 행동 규범 제정회의. New York, 1984.6.11-29
584 UNCHS(UN인간정주위원회) 총회, 제8차. Kingston(자메이카) 1985.4.29-5.10
585 ECA(아프리카경제위원회) 총회, 제20차. Addis Ababa(에티오피아) 1985.4.25-29
586 UN 팔레스타인 문제 라틴아메리카지역 세미나. Georgetown(가이아나) 1985.6.17-20
587 UN 팔레스타인 문제 아시아지역 세미나. 북경, 1985.4.22-26
588 주UN 북한대표부 동향, 1985
589 Ortner, Gustav UN 안전보장이사회 및 정치담당국장 방한, 1985.8.1-8
590 Wasiuddin, Khwaja 주UN 방글라데시대사 방한, 1985.7.9-13
591 Albornoz, Miguel 주UN 에콰도르대사 방한, 1985.8.2-6
592 Caceres, Roberto H. 주UN 온두라스대사 방한, 1985.2.16-20
593 Garba, Joseph N. 주UN 나이지리아대사 방한, 1985.11.4-7
594 Walters, Vernon A. 주UN 미국대사 방한, 1985.8.7-9
595 UNMCK(UN기념묘지위원회), 1985
596 나미비아의 날 기념행사, 1985
597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 행사, 1985
598 ESCAP 내 PCC(계획조정위) 설립문제,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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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SCAP / ACPR(상임대표 자문위원회) 제94-100차. Bangkok, 1985
60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해운·운수·통신위원회, 제8차. Bangkok, 1985.1.8-14
60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교통·체신장관회의. Bangkok, 1985.1.23-25
602 ESCAP / SNPA(최후진국 지원)을 위한 고위대표 회의. Bangkok, 1985.1.26-2.1
60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환경관계 각료급회의. Bangkok, 1985.2.11-12
60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1차. Bangkok, 1985.3.19-29. 전3권. V.1 기본계획
60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1차. Bangkok, 1985.3.19-29. 전3권. V.2 결과보고
60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1차. Bangkok, 1985.3.19-29. 전3권. V.3 참가자료
60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REDP(지역에너지개발계획) 운영위원회, 제3차. Kuala Lumpur(말레이지아) 1985.10.7-9
60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1차. 서울, 1985.6.3-7. 전2권. V.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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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1차. 서울, 1985.6.3-7. 전2권. V.2 각국대표단 참석 및
회의결과

610 ESCAP / 인구위원회, 제4차. Bangkok, 1985.8.13-19
6 1 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공업, 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위원회, 제9차. Bangkok, 1985.9.10-16
61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농업개발위원회, 제6차. Bangkok, 1985.10.1-7
61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WMO 태풍위원회 회의, 제18차. 북경, 1985.10.8-14
61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 각료회의, 제3차. Bangkok, 1985.10.9-15
61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국제이주에 관한 학술회의. Bangkok, 1985.10.15-21
61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천연자원위원회 회의, 제12차. Bangkok, 1985.10.29-11.4
6 1 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통계위원회 회의, 제6차. Bangkok, 1985.11.19-25
618 ESCAP / 무역촉진 기관 대표 회의. Bangkok, 1985.12.3-6
61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RNAM(농기계지역망사업) 운영위원회, 제8차. Manila, 1985.12.4-6
62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해운·운수·통신위원회, 제9차. Bangkok, 1985.12.10-16
621 ESCAP / 다국적 기업에 관한 정부 간 회의. Bangkok, 1985.12.19-23
622 중공 개최 ESCAP 세미나 및 훈련과정 참가 문제, 1984-85
623 ESCAP / RMRDC(광물 자원 개발 센터) 집행이사회, 제8차. 동경, 1985.8.29-9.4
624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특별회의, 제14차. Geneva, 1985.6.10-15 및 6.27
625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0차. Geneva, 1985
626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1차. Geneva, 1985.9.16-27
627 UNCTAD(UN무역개발회의) / 니켈관련회의. Geneva, 1984-85
628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3차. Geneva, 1985.4.10-19
629 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 상설 소위원회, 제4차. Geneva, 1985.1.14-18. 전2권. V.1 기본문서
630 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 상설 소위원회, 제4차. Geneva, 1985.1.14-18. 전2권. V.2 자료
631 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위원회 특별회의, 제3차. Geneva, 1985.6.3-13
632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중석위원회, 제17차. Geneva, 1985.11.11-15
633 UNCTAD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 전2권. V.1 제1부, 1985.2.18-22
634 UNCTAD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 전2권. V.2 제2부, 1985.2.25-3.8
635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85.4.22-30
636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중석 생산·수출국 회의, 제2차. Bangkok, 1985.3.12-13
637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원산지규정 작업단회의, 제10차. Geneva, 1985.12.9-13
638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국제기술이전 행동규범 UN회의, 제6차. Geneva, 1985.5.13-31 및 6.5
639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에 관한 Set 검토 UN회의, 제1차. Geneva, 1985.11.4-15
640 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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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McIntyre, Alisten UNCTAD(UN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서리 방한, 1985.9.1-5
642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1985. 전2권. V.1 1985.1-6
643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1985. 전2권. V.2 1985.7-12
644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문제, 1984-85
645 UNCTAD(UN무역개발회의) / EC(구주공동체)의 제2기 후반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운영계획, 1985
646 UNIDO(UN공업개발기구)의 UN 전문기구로의 전환문제, 1982-85
647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1차. Vienna, 1985.12.9-13
648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1차. Vienna, 1985.8.12-17. 전2권. V.1 기본문서
649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1차. Vienna, 1985.8.12-17. 전2권. V.2 각국의 입후보 지지요청
650 UNCSTD(UN과학기술개발회의) / ICSTD(개발을위한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 회의, 제7차. New York, 1985.5.28-6.7
651 우리나라의 UNDP(UN개발계획) 집행이사국 피선, 1985. 전2권. V.1 지지교섭
652 우리나라의 UNDP(UN개발계획) 집행이사국 피선, 1985. 전2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653 UNDP(UN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32차. New York, 1985.6.4-28
654 UNEP(UN환경계획) 이사회, 제12-13차. Nairobi(케냐) 1984-85
655 UNICEF(UN아동기금) 일반, 1985
656 한국의 UNITAR(UN훈련연구원) 이사회 진출 추진, 1984
657 UNV(UN봉사단) 자문회의, 제3차. Geneva. 1985.4.17-19
65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1985
65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수회의, 제3차. Montreal, 1985.10.22-11.7
660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4차. London, 1985.11.11-22. 전2권. V.1 기본문서
661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4차. London, 1985.11.11-22. 전2권. V.2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662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4차. London, 1985.6.25-28. 전2권. V.2 참가국에 대한 사전교섭
663 IMO(국제해사기구) 기술협력위원회 회의, 제26차. London, 1985.6.27
664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 1985
665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타 회의. Vienna(오스트리아) , 1985
666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9차. Vienna, 1985.9.23-27. 전2권. V.1 기본문서
667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9차. Vienna, 1985.9.23-27. 전2권. V.2 한국의 이사국 피선 교섭 및 진출
668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직 진출 추진, 1985
669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술원조 Footnote "A"사업 한국 참여, 1983
670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UN회의 준비회의, 제3-6차, 1982-85
6 7 1 WMO(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회 회의, 1985
672 Obasi, Godwin O. P. WMO(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방한, 1985.1.30-2.3
673 영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1984-85
674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3차. Sofia(불가리아) 1985.10.8-11.12. 전2권. V.1 사전준비
675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3차. Sofia(불가리아) 1985.10.8-11.12. 전2권. V.2 결과보고
676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21-122차. Paris, 1985
677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특별집행위원회, 제4차. Paris, 1985.2.12-17
678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성인교육회의, 제4차. Paris, 1985.3.19-29
679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문교 및 경제장관 회의, 제5차. Bangkok(태국) 1985.3.4-11
680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회의, 제6차. Paris, 1985.3.4-11
681 한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당선, 1985. 전3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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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한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당선, 1985. 전3권. V.2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1(아주·중동·아프리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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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한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당선, 1985. 전3권. V.3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2 (미주·구주지역)

68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8차. Geneva, 1985.9.23-10.1
685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84
686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5-6차, 1983-85
687 Porzio, Marino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차장 방한, 1985.11.17-20
688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연수·세미나·훈련과정 참가자 추천, 1983-85
689 FAO(UN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87차. Rome, 1985.6.17.-28.
690 FAO(UN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3차. Rome, 1985.11.9-28. 전2권. V.1 총회
691 FAO(UN식량농업기구) / 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연구단 회의. Rom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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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FAO(UN식량농업기구) 농지개혁 및 농촌개발 세계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아시아, 남서태평양 정부간 자문회의, 제4차.
Bangkok(태국) 1985.5.21-24

693 FAO(UN식량농업기구) / APCFS(아시아태평양지역세계식량안보위원회) 회의, 제2차. Bangkok, 1985.6.27-7.1
694 FAO(UN식량농업기구) 식물 유전자원위원회 회의, 제1차. Rome, 1985.3.11-15
695 FAO(UN식량농업기구) 위원회 회의. Rome, 1985
696 FAO(UN식량농업기구) / APHCA(아시아태평양지역가축생산및보건위원회) 회의, 제10차. Melbourne(호주) 1985.10.7-13
697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8차. Geneva(스위스) 1985.5.6-22. 전2권. V.1 기본문서
698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8차. Geneva(스위스) 1985.5.6-22. 전2권. V.2 자료
699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제75차. Geneva(스위스) 1985.1.9-24
700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 제36차. Manila(필리핀) 1985.9.16-20
701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1차. Geneva(스위스) 1985.6.7-27
702 ILO(국제노동기구) 아시아 지역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 1985.12.4-13
703 UPU(만국우편연합) 남북한 우편교환계획, 1985
70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정지궤도 위성통신, 방송에 관한 WARC(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Geneva(스위스) 1985.8.8-9.13
705 UN 인권위원회, 제41차. Geneva, 1985.2.4-3.15
706 UN 인권소위원회, 제38차. Geneva, 1985.8.5-30
707 캄푸챠인의 인도적 긴급구호를 위한 공여국 회의. New York, 1985
708 인도지나 난민 구호, 1983-84
709 UN 세계 여성회의 준비회의, 제3-4차, 1985
710 UN 세계여성회의. Nairobi(케냐) 1985.7.15-26. 전3권. V.1 사전준비 1 : 1984.8-1985.6
7 1 1 UN 세계여성회의. Nairobi(케냐) 1985.7.15-26. 전3권. V.2 사전준비 2 : 1985.7
712 UN 세계여성회의. Nairobi(케냐) 1985.7.15-26. 전3권. V.3 회의결과 보고
713 여성·인구 및 개발에 관한 지역회의. 북경, 1985.4.25-30
71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보고서(제1차 보고서) 1985-86
715 우리나라의 UN마약위원회 위원국 입후보 검토, 1985
716 UN 마약위원회 회의, 제31차. Vienna, 1985.2.11-20
717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 회의. 제11차-12차, 1984-85
718 마약남용 방지 각국 정상부인 회의 참석 계획, New York 1985.10.21
719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3차. 서울, 1985.11.20
720 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V.1 기본문서
721 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V.2 예비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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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V.3 범죄 예방 및 통제위원회 회의,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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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WTO(세계관광기구) / CAP(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 제14차. Manila(필리핀) 1985.7.22-26
738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운영이사회, 제3-4차,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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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IPU(국제의원연맹) 인권특위, 제13-26차, 1981-85. 전4권. V.4 제20-26차
748 A.I.(국제사면위원회) 대응 활동, 1985
749 제18차 WACL(세계반공연맹) 및 제31차 APACL(아시아태평양반공연맹)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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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 제34차. Auckland(뉴질란드) 1985.4.12-21
757 IAPH(국제항만협회) 총회, 제14차. Hamburg(독일) 1985.5.4-11
758 한·이탈리아 국방부 간의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에 대한 의견 회보, 1985
759 한·미국 국방부 간의 특별지도제작 활동의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각서 체결문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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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한·일본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속약정. 1985.3.27 서울에서 각서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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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한·쿠웨이트 간의 지정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협정, 1984.12.1 Kuwait 에서 서명 : 1985.12.1
발효(조약 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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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한·일본 간의 ’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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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5.9.1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조약 869호) V.2 체결철,
764 한·일본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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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한·파키스탄 간의 사증면제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5.6.8 발효(조약 862호)
768 한·몰디브 간의 문화협정, 1984.10.31 서울에서 서명 : 1985.8.15 발효(조약 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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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 간의 협정, 1985.1.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5.1.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07호)
773 한·감비아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2.16 Banjul 에서 서명 : 발효(조약 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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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한·독일 간의 한국표준연구소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측정체계 향상에 관한 약정, 1985.3.25 및 4.30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5.4.30 발효(외무부고시 제109호)

775 한·독일 간의 한국과학기술대학 교원 훈련사업에 관한 약정, 1985.11.3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13호)
776 한·독일 간의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 확대 및 연장에 대한 추가약정, 1985.11.3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12호)
777 한·아이티 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1984.7.26 서울에서 서명 : 1985.3.13 발효(조약 858호)
778 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5.12.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2호) V.1 1차 교섭
779 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5.12.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2호) V.2 2차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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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5.12.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2호) V.3 3차 교섭
및 체결

781 한·몰디브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4.10.31 서울에서 서명 : 1985.9.14 발효(조약 866호)
782 한·필리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3.2.3 Manila 에서 서명 : 1985.6.2 발효(조약 863호)
783 한·포르투갈 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4.6.16 서울에서 서명 : 1985.1.9 발효(조약 제856호)
784 한·스웨덴 간의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1985.1.22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57호)
785 한·태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6.11 서울에서 서명 : 1985.8.27 발효(조약 867호)
786 한·영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5.6.14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64호) V.1 교섭철
787 한·영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5.6.14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64호) V.2 체결철
788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문의 및 회신, 1982-85
789 ICM(정부간이민위원회) 옵저버 가입, 1985.11.20
79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V.1 1980-83
79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V.2 1984.1-8월
79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V.3 1984.9월-1985
793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CCC협약] 한국가입, 1985.4.19
794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한국가입, 1985
795 UNIDO(UN공업개발기구) 헌장 한국 가입, 1985.6.21
796 [1982년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한국 가입, 1985.12.26
797 1984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85.1.1
798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한국 가입, 1985.6.25. 전2권. V.1 UN열대목재회의. Geneva, 1983
799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한국 가입, 1985.6.25. 전2권. V.2 국내조치 및 가입, 1984-85
800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 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1회기 속개회의. Kingston(자메이카) 1983.8.15-9.9 . 전2권. V.1 기본문서
801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 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1회기 속개회의. Kingston(자메이카) 1983.8.15-9.9 . 전2권. V.2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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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5.3.11-4.4
803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5.8.12-9.4 . 전2권. V.1 기본문서
804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5.8.12-9.4 . 전2권. V.2 회의문서
805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V.1 1977-78
806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V.2 1979
807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V.3 1980
808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V.4 1981-83
809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V.5 1984
810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V.6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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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4차. Kathmandu(네팔) 1985.2.6-13. 전2권. V.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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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도

외무부 직제 개정, 1985

| 85-000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인사제도계

MF번호

2015-1 / 1 / 1~195 (195p)

1. 외무부는 1984.8.8. 점증하는 외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및 재외
공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직제 개정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개정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5.2.13.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 직제 개정

외교안보연구원 직제 개정

- 4개 연구부에서 6개 연구부로 확대, 연구관 증원 18명(1급 3, 2급 2, 3급 7, 4급 6) 등 연구실 확대개편
- 외국어교육과 신설
재외공관 직제 개정

- 외신직 11명 증원 (3급 1, 4급 1, 5급 4, 6급 4, 7급 3)
- 주재관 증원 (상무관 8, 내무 주재관 1)

2.	외무부는 4개 공관 신설에 따라 재외공관 직제 개정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5.9.13.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4개 공관 신설

- 주말라위대사관, 주니제르대사관, 주젯다총영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공관 개설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증원

- 2급 1, 3급 1, 4급 2, 5급 2, 6급 1, 7급 1
세무 주재관 (4급 4) 신설

-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뉴욕, 로스앤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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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문화국에 정세분석관(2급 또는 3급) 신설 (대통령 지시에 의거, 북한 담당 부서 신설)
- 아주, 미주, 경제국에 심의관(2급 또는 3급) 신설 (대일, 대미 및 경제외교 강화 차원)
- 감사 보좌관 (4급) 신설
- 경제국 해외이주과를 영사교민국으로 이관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V.1 개정 건의

| 85-0002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여권1과/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5-1 / 2 / 1 / 264(264p)

1. 외무부는 대아프리카 외교망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1984.7월 신설된 주말라위대사관과 85년 중 개설
예정인 주모리셔스대사관을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지역으로 추가 지정코자 1985.11.1.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외무부령 제116호)을 개정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아프리카의 모리셔스와 스와질랜드 및 중미의 아이티에 상주대사관이 개설됨에 따라 이들 3개 대사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할 재외근무수당의 금액을 정함.

이들
대사관 및 1984.7월에 설치된 주말라위대사관의 근무조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4개 공관에 근무하는
48

재외공무원에 특수지 수당을 지급함.

2. 외무부는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의 개설에 따라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외무부령 제124호,
1985.11.1.)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에 동 지역을 추가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및
총무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부령의 개정을 법제처장에게 요청함.
동 개정령은 외무부령 제126호로 1986.1.9. 관보에 게재됨.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V.2 개정안 확정

| 85-0003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여권1과/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5-1 / 3 / 1~215(215p)

1. 외무부는 1985.2.27. 해외여행 편의 증진, 불요불급한 여행의 제한 및 부정여권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현행 여권발급제도 중 일부를 개선, 여권법 관계 규정 개정 시까지 시행코자 장관 결재를 받은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불요불급 여행방지를 위해 친지방문 규정 삭제

- 근친방문과 친지방문을 방문여권으로 통합
변칙 관광성 문화단체 여행 억제

- 문화단체 소속원의 재직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
- 방문·단기연수 및 관광여권의 기재사항 변경불허 방침의 완화
- 관광여권 예치금의 반환을 여권 제시로 반환 가능토록 개선
- 문화여권 구비서류 중 소속단체장 추천서 삭제
- 제1국민역 편입 연령 미달자(14~17세)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완화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제한을 위한 관계 규정 개정

- 상용·문화 목적의 부부 동시 여행 신청 시 부부 동시 초청장 제출
- 단기 국외연수 여권의 발급대상을 국내유학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유학 자격자로 한정
관광여행 억제 완화

- 재관광 여행의 불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2. 외무부는 1985.3.14. 여권법 시행규칙 수정 내용을 전국 주요 시·도청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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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편의 도모를 위한 관계 규정 개정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V.3 공포·시행

| 85-0004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여권1과/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5-1 / 4 / 1~234(234p)

1. 외무부는 1985.12.21. 정부의 외채절감 종합대책과 관련 사치성, 위장 관광성의 단체여행 및 빈번한
유학생 자녀방문 등 불필요한 해외여행 억제를 위해 ‘여권법 시행규칙’(외무부령 제115호)의 개정안을
심의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12.21. 보도 자료를 통해 여권법시행규칙을 개정, 1986.1.1.부터 시행키로 하였음을 발표
한바,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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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단체 여행의 심사 강화

- 방문여권 발급 대상의 범위 조정
- 방문여행 연간 횟수를 1회로 한정
해외여행 조건 및 여권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친족방문 대상자의 범위 확대 (3촌→6촌)

- 예치금 반환제도 개선
- 동반자녀의 상한 연령 제한 완화
- 분실여권 재발급 신청 제한 기간의 단축
여권의 불법 소지 또는 사용 가능성 방지를 위해 분실 또는 훼손여권의 재발급 절차 강화

- 여권 반납 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 제재
- 허위서류 작성에 귀책 사유가 있는 상사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 제재
- 여권의 신청과 수령 시의 대리인의 범위 제한 등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개정, 1985.11.1

| 85-000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5-1 / 5 / 1~70(70p)

1. 외무부는 1985.12.26. 전 재외공관에 현 해외여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권법시행규칙
(1983.6.14. 외무부령 제115호) 개정안을 확정하여 1986.1.1.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재외공관 여
권 업무와 관련한 변동된 사항을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행 목적 표기의 변경

- 현행 근친, 친지 방문을 ‘방문’으로 통합, 전부 V로 표기 (취업은 E, 거주는 R로 표기)
초청장의 확인

방문 목적 여권 발급 대상의 조정

- 배우자와 3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6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서 18세 이상의 자
-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유학 여권

- 문교부 주관 유학 시험 합격자
- 1년 이상 외국 거주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부양 의무자와 함께 체류, 재학 중인 경우 부양 의무자가
귀국한 때에도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유학자로 간주
어학연수 제도

- 1986.1.1.부터 어학연수를 위한 단기 문화여권 발급을 당분간 중지

2. 외무부는 1985.12.30. 법제처의 심의를 마친 여권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외무부령으로 공포하고자
관보 게재를 의뢰하였으며, 12.31.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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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취업, 기술훈련, 문화 목적, 단체 또는 부부 동시 초청장은 반드시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 기타 초청장은 영사확인 또는 초청자 거주 지역 공증인의 공증 필요

외무부 훈령 및 예규, 1985

| 85-000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5-1 / 6 / 1~145(145p)

1. 외무부는 1985.5.14. 외무부 위임전결 사항 표 중 ‘인사·복무·보안’란의 ‘대외직명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결권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현행

- 3급 이상 직원(장관), 4급(차관), 5급 및 4급 이하 직원(과장)
개정 후

- 3급 이상 직원(장관), 4급 이하 직원(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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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4.23. 85년도 청와대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지시한 중장기 외교정책 수립과 관련,
재외공관장의 주재국 및 관할국에 대한 중장기 정세보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외공관보고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관할국의 중장기(3년 내지 5년) 정세에 대한 전망 및 대책방안의 건의를 매년 6월 30일
까지 본부에 도착토록 보고함.

3. 외무부는 1985.9.21. 외무부 훈령 제65호인 ‘비상외교통신망용 차량 및 장비관리규정’이 1971.6.1. 제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감안, 동 규정이 현실에 부합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함.
비상외교통신망 차량 및 장비는 정보문화국장의 감독하에 외신2과장이 관리함.
차량 및 장비를 항시 운용할 수 있도록 장비점검 또는 시험통신을 주 1회 이상 실시토록 함.

4. 외무부는 1985.11.12. 외교행낭 수발업무의 수행 관련 보안규정 강화, 각종 행낭사고 대처 및 86년도에
실시할 외교 신서사 제도 운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공문서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행낭은 7급 이상 공무원 중 지명된 자 또는 행낭 담당자가 1인 이상 동행하여 수발토록 함.
주요 문서의 안전 수송을 위해 외교 신서사를 임명, 그 임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코모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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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총무과/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1 / 7 / 1~44(44p)

1. 주프랑스대사는 1983.11.26.~12.3. 겸임국 코모로에 출장, 동국 Said Kafe 외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Abdallah 대통령의 차남이며 코모로 제1의 무역상인 Salim Abdallah 씨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한국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코모로는 한국과 단독수교국으로 주프랑스대사가 겸임하고 있으나 동국 정세 파악 및 북한 동향 탐지가
곤란함.

명예영사
임명은 양국 간 정치유대 강화 및 통상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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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랑스대사에게 동인에 대한 영사 위임장이 발급되었음을 통보함.
3. 외무부는 1984.3.24. 명예영사 보조금 2천 달러를 주프랑스대사관에 송금하고 5.21. 코모로 원조국
회의 참가 계기 명예영사관 개관식 거행에 대한 주프랑스대사의 의견을 문의함.
이에 대해 주프랑스대사는 코모로 원조국 회의 참석 기회에 명예영사관 개관식도 아울러 거행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고함.

4. 주프랑스대사는 1984.6.26. Abdallah 명예영사가 전화로 명예영사관 개관식을 7.3. 오후에 거행코자 하며
리셉션 경비에 관해 명예영사는 약 1천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 지원을 건의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3.12.22. Salim Abdallah 씨를 코모로 주재 한국 명예영사로 임명하였으며 1984.1.5.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19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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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0~1985

생 산 과

총무과/서구1과

MF번호

2015-1 / 8 / 1~155(155p)

1. 외무부는 1980.7.16.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거주하는 Bernard Baudry 씨가 자신을 Tahiti 주재 한국
명예영사로 임명해 달라는 청원서한을 외무부장관 앞으로 보내 왔다면서 주프랑스대사에게 명예영사
임명 필요성 및 출원인의 적격성 등을 문의함.
주프랑스대사는 1981.1.7. Baudry 씨가 최근 한국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어류가공
공장 건설 계획이 있어 명예영사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보고함.

수산청장은
1982.3.18. 외무부에 대해 Baudry 씨가 한국 참치 어선에 어업허가장 교부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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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명예영사로 지명될 경우 후견인적인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통보함.

2. 외무부는 1982.4.9. Baudry 씨를 동 지역 명예영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주프랑스대사에 주재국의
임명 동의를 요청할 것을 지시함.
주프랑스대사관의 임명동의 요청에 대하여 프랑스 외무부는 6.11. 한국이 명예영사를 둘 만큼 동 지역에 이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회답을 보내 옴.

3. 외무부 및 주프랑스대사가 주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명예영사 임명은 한국 원양어선단 조업지원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함을 계속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결과, 프랑스 외무부는 1983.5.2. 명예영사관
설치제의에 동의하고 6.3. Baudry 씨의 명예영사 임명동의를 통보해 옴.
4. 외무부장관은 1983.6.9. 주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총독을 수행하고 방한한 Baudry 씨에게 명예영사
위임장을 직접 수여함.
5. 주프랑스대사는 1984.2.5.~8.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출장, 2.7. 명예영사관 개관식을 주최한바,
동 개관식에는 총독, 자치정부 수반 등 정치계, 의회, 경제, 언론계 인사 약 200여 명이 참석함.
총독은 주프랑스대사를 위한 관저 오찬을 주최하고 전용 비행기로 인근 도서를 시찰토록 배려함.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키리바시, 1982-85

| 85-0009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1 / 9 / 1~111(111p)

1. 주피지대사는 1982.8.31. 키리바시 외무성에 적절한 한국 명예영사 후보자를 물색,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5명의 인사를 추천받았다고 하면서 키리바시에 출장하여 동 후보자들을 직접 면담한 후
외무부에 추천하겠다고 보고함.
주피지대사는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 1982.11.14.~17. 키리바시에 출장, 동 후보자들을 직접 면담 후 전직 기술
직 관리이며 개인 사업을 경영하는 Tony Moy Tauniu를 천거함.

2. 외무부는 1984.7.2. Tauniu 씨를 키리바시 공화국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7.4. 명예영사 임명장을

3. 주피지대사는 1984.11.26.~12.2. 타라와를 방문, 키리바시 명예영사관 개관식을 주최한바, 동 개관식에는
키리바시 Tabai 대통령 내외, 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 140명이 참석함.
Tabai 대통령은 한국이 명예영사관을 개설한 것을 치하한다고 말하고 한국의 우호선린의 제스처는 타국도
본받아야 된다고 언급함.

- 동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주피지대사는 Tabai 대통령이 1985.6월경 중국, 일본 방문길에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동 대통령의
방한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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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지대사관에 송부한바, 키리바시 외무성은 8.21.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을 발급함.

Bronmans, Johannes C. 주Rotterdam(네덜란드)
명예영사 임명, 1985.9.3

| 85-001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1 / 10 / 1~38(38p)

1. 주네덜란드대사는 1985.2.20. 주로테르담 명예총영사가 사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은퇴하고,
최근에는 고혈압 등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부자연스러우며, 거주지역도 로테르담으로부터 떨어진
원거리여서 일체 활동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교체를 건의함.
명예총영사 근무 회사의 managing director인 J. C. Bronmans가 명예총영사관 설치 이후 총영사와 같이
일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실상 총영사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인을 명예 부총영사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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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명예총영사의 회사 퇴직을 계기로 명예총영사 직도 사퇴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후임으로 Bronmans
를 임명할 복안이었으나 현 명예총영사가 사퇴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음.

2. 외무부는 1985.2.27. 의전장실 및 기획관리실과 내부적으로 협의,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는 명예
부총영사 제도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필요할 경우 명예 부총영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Bronmans 씨를 명예영사로 임명, 활동케 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주네덜란드
대사에게 통보함.
여타 명예총영사관과 인사 관리상의 균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명예 부총영사 임명의 선례를 만들 경우 향후 예상되는 여타 명예총영사관의 유사한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
주로테르담 명예총영사의 현 상태로 볼 때 조만간 동인의 직책 반납이 예상되며 후보자 Bronmans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점 등

3. 외무부는 1985.9.3. Johannes Cornelius Bronmans를 주로테르담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로 임명하였으며,
네덜란드 외무성은 11.13. 인가장을 발급함.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스리랑카, 1983-85

| 85-0011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총무과/서남아과

MF번호

2015-1 / 11 / 1~42(42p)

1. 주스리랑카대사는 1982.9.13. 주재국에 대한 홍보 확산 및 친선과 우의증진을 위한 유대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스리랑카 제2의 도시이며 문화·종교 중심지인 Kandy 시(콜롬보 동북방 115km 지점, 인구
10만, 주변인구 포함 130만)에 한국 명예영사관 설치를 건의함.
주스리랑카대사는 1983.5.26. 명예영사에 Kandy 시 거주 친한 인사이며 금융·은행 분야 유수 실업인인 찬드라
위제나이키를 천거함.

2. 외무부는 1983.6.9. 상기 인사를 명예영사로 임명키로 결정하였으며 명예영사 위임장은 외무부장관의

3. 주스리랑카대사는 1983.8.11. 한국 대통령의 1983.10월 스리랑카 방문 계기 Kandy 시 방문 시 명예영사
및 친선협회 회원 접견을 계획하였으나 스리랑카 국내 소요사태로 인해 당초 8.15. 구성 예정이던
친선협회 Kandy 시 지부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통령의 접견은 명예영사 내정자로만 국한코자
한다고 보고함.
4. 외무부는 1983.9.8. 대통령의 명예영사 접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명예영사 임명에 관해 주재국 측
동의를 조속 얻도록 적극 교섭할 것을 지시함.
주스리랑카대사는 8.29. 주재국 외무성이 동의를 위한 절차를 끝내고 현재 대통령실에 가 있으며 곧 공식
동의가 결정, 통보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고함.

5. 외무부는 1983.9.30. 찬드라 위제나이키를 주Kandy 명예영사에 임명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10.3.
명예영사 임명에 정식 동의함.
6. 외무부는 1984.3.14. 고 이범석 외무부장관이 1983.10월 스리랑카 방문 시 직접 전달키로 계획했던
Kandy 주재 명예영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위임장을 동인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함.
7. 주스리랑카대사는 1984.3.16. 명예영사에게 위임장을 아직 전달하지 않았으며 향후 한국 고위층의
스리랑카 방문 계기에 전달코자 한다고 보고함.
동 대사는 1985.1.10. 고 이범석 장관 명의 위임장을 주재국 정부에 제출함이 적절치 못하므로 동 위임장을
외무부에 반송코자 하며 명예영사 후보자를 재건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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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가을 스리랑카 방문 시 직접 수여코자 한다는 계획을 주스리랑카대사에게 통보함.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통가, 1982-84

| 85-0012 |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1 / 12 / 1~118(118p)

1. 주피지대사는 1982.8.20. 통가 상공회의소 및 로터리 클럽이 적절한 후보로 추천해 온 Lipoi Tupou를
명예영사로 임명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84.2.22. Lipoi Tupou 씨를 한국 명예영사로 임명하였다고 주피지대사에게 통보함.
3. 주피지대사는 1984.3.15. 주통가 명예영사 L. Tupou에 대한 명예영사 위임장을 전달하고 주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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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관이 신설인 점을 감안, 명예영사 보조금으로 3천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2천 달러를 지원함.
주피지대사는 통가 정부가 5.1.자로 Tupou의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하였다고 보고함.

4. 주피지대사는 1984.11.17.~21. 통가를 방문, 11.20. 명예영사관 개관식을 가진바, 개관식 및 리셉션에는
외무장관을 대신하여 Cocker 재무장관(국왕의 조카) 외에 다수의 각료 및 의원, 외교사절 등 200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보고함.
주피지대사는 통가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동 차관은 명예영사관 개관을 축하하고 그간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의 통가 방문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Tupoutoa 외무장관이 이를 적극 반대하였다고 언급함.

주피지대사는
외무장관을 면담한바, 동 장관은 방한을 통해 한반도의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남북한 간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지지한다고 언급함.

주피지대사는
1985년 중 적절한 시기에 Tupou 국왕의 방한초청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명예영사 임명 검토 - 동남아 및 미주 지역,
1983-84

| 85-001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북미과/동남아과

MF번호

2015-1 / 13 / 1~47(47p)

1. 주호주대사대리는 1984.1.10. 브리스베인 주재 한국 명예영사인 Mrs. Margaret Cameron이 1.9. 심장
마비로 사망하였다고 보고하고 대사관 직원의 장례식 참석 및 외무부의 조의 표명을 건의함.
김재규 참사관이 장례식에 참석, 외무부장관 명의 조전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위로함.
전 명예영사 아들을 포함 3~4명이 후임 명예영사에 관심을 표명함.

2. 주필리핀대사는 1984.11.13. 필리핀의 제2의 도시인 Cebu(인구 약 60만)에 명예영사를 임명할 것을
건의함.

3.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3.9.26. 대겸임국 활동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트리니다드토바고 명예영사
임명을 건의하고 현 내무, 외무, 건설장관과 대학동창으로 기업관계 변호사인 A. R. Roberts를 천거함.
외무부는 10.7. 트리니다드토바고가 한국과 미수교국인 점을 감안, 추천 후보자가 명예영사로 임명될 경우
동국 정부가 이를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함.

4. 주캐나다대사는 1984.6.21. Edmonton, Calgary, Winnipeg, Halifax, Quebec, London 및 기타 1~2개
도시에 명예영사를 임명할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7.2. 7~8개 지역의 명예영사를 한꺼번에 임명하기보다는 지역 중요성, 교민 현황 등을 고려,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통보함.

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이 명예영사관 설치

각국의 훈장제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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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 / 14 / 1~151(151p)

1. 외무부는 1985.9.21. 훈장제도 개선을 위한 총무처의 요청을 받고 각국별 훈장제도에 관해 다음 사항을
조사, 보고할 것을 주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호주,
태국, 멕시코, 브라질, 터키, 세네갈, 가봉 및 리비아 대사에게 지시함.
훈장의 종류 및 제식(규격, 금 함유량, 제조공정 등), 수여대상, 수여방법

- 연간 훈장수여 인원 수, 수여자에 대한 특전제도, 훈장의 치탈(취소 및 몰수) 제도, 외국인에 대한 훈장
제도
60

기타 훈장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

2. 주스웨덴대사는 1985.11.14. 스웨덴 훈장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훈장 종류: The Royal Order of the Seraphim, The Royal Order of the Polar Star
제식: 규격 7.5×7.5cm, 금 함유량 13g 이상

- 제조공정: 은으로 된 바탕은 기계로 제작, 나머지 부분은 손으로 작업함.
수여대상

- Royal Order of the Seraphim: 외국의 국가원수
- Royal Order of the Polar Star: 외국인 유공자 (예: 외국 각료, 2년 이상 재임 주스웨덴 외국대사)
수여방법: 국가원수인 국왕이 왕궁에서 고위직원 2~3인이 배석한 가운데 훈장메달이 담긴 상자를 뚜껑을
연 채로 수여하며 왕이 직접 걸어주지 않음.

연간
훈장수여 인원: 연 350명의 외국인
외국인에 대한 훈장제도: 스웨덴은 1975.1.1. 이후 외국인에 대하여만 훈장을 수여함.

3. 주터키대사는 1985.10.21. 터키에는 훈장제도가 없으며 다만 터키의 독립운동과 관련, 1923년에만 독립
유공훈장이 수여된 바 있다고 보고함.
4. 주호주대사는 1985.11.1. 호주 훈장제도는 1975.2.14. 영국 여왕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호주 작위(The
Order of Australia), 호주 무공훈장(The Australian Bravery Decorations), 국민훈장(The National Medal)
등 3가지로 크게 분류된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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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1과/재외국민과

MF번호

2015-1 / 15 / 1~177(177p)

1. Paul D. Wolfowitz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985.1.5. 류병현 주미대사와의 면담에서 김대중이
한국의 선거 전인 2.8. 귀국을 결심하고 있는 한편 한국 정부는 귀국 시 재수감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동 차관보는 김대중 재수감 시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이 레이건 대통령 개인 및 행정부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김대중 귀국을 선거 후로 연기하면 한국 정부가 김의 유럽여행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주미대사는
선거 후 귀국 시 유럽여행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정부입장은 본국에 문의

2.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1985.1.19.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김대중 문제와 관련하여 노신영
안기부장과 협의를 계속해 왔음을 밝히고 전두환 대통령을 직접 만나라는 본국 정부의 훈령이
있으므로 조속한 대통령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또한 미국대사는 김대중 문제가 한·미관계 전반과 태평양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함.

3.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1.23. 워커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김대중이 대통령의
방미 후에 귀국한다면 재수감을 하지 않겠으나 방미 전 귀국한다면 재수감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현 상황에서 미국 측이 태평양 계획 발표 연기를 희망한다면 한국 정부가 동 연기에 동의하겠다고 언급함.

4.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1.25. 이상옥 외무부차관과 함께 힐튼호텔에서 워커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하고 김대중 문제를 협의한바, 워커 대사는 에이브람스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와 월포위츠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1.24. 김대중을 면담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미국 측이 한국 정부로부터 만약 김대중이 5월에 귀국한다면 재수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한바,
김대중은 부인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어 부인의 회복을 위하여 귀국을 연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김대중은 한국 정부가 자신의 유럽여행을 허가할 경우 총선 이후로 귀국을 연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동료들과 상의할 시간을 갖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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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알려 주겠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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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1 / 16 / 1~200(200p)

1. 김대중 귀국과 관련한 대책회의가 1985.1.28. 허문도 청와대 정무 제1수석비서관, 이정빈, 김길홍
비서관, 외무차관, 미주국장, 안기부 제1차장, 제1국장, 제3국장, 치안본부 제4부장, 보안사 참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동행 인사 사증 발급: 사증 신청이 있을 경우 전원 입국 허용 (단, 본부 사전 승인 요)
김대중 신변 안전대책: 신변 안전상 위해 가능성 유의

- 한국 정부의 책임 한계: 김포공항 도착 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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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입장의 사전 시사 검토: 외신기자 및 동행 인사들에게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
필요성 설명 (공항 내에서의 기자회견 불허 방침 통보)

AFKN
방송 규제 요청: 김대중 귀국 동정 방송의 최대한 자제 요청

2. 외무부 미주국장은 1985.1.31. 던롭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을 면담, 김대중 귀국 시의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함.
김포공항 도착 이후: 한국 정부 담당
미국 출발 시까지 및 기내 신변 안전: 미국 정부
동경 기착 후, 출발 시까지: 일본 정부 측에 보호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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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1과/재외국민과

MF번호

2015-1 / 17 / 1~185(185p)

1. 주미대사는 1985.2.1. 김대중을 동행할 예정인 Edward Markey 의원이 발표한 Press Release 요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김대중의 귀국은 미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강하며 독재는 민주주의에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계기임.

김대중은
안전하게 귀국해야 하며 귀국 후 안전한 자유가 허용되어야 함.

2. 주미대사관 김삼훈 참사관은 1985.2.5. Harriet Isom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방문, Markey 의원 성명
미국 정치인들은 그들의 생각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발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인사들이 다른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에 별 문제가 생길 수는 없으며, 한국은 미국의 정치 현실을 이해해야 할 것임.

3. 외무부는 1985.2.4. 전 재외공관장에게 발송한 전문에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김대중 귀국
시 불수감 방침을 발표하였다고 통보함.
실형 복무 중 신병 치료차 도미했던 김대중이 2.8.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는 김대중이 귀국
하더라도 재수감하지 않을 방침임.

김대중은
지난 1982.12월 지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방미를 허락해 줄 것을 청원하였으며 정부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형 집행 정지조치를 하여 방미 치료를 허락한 바 있음.

4. 외무부 미주국장은 1985.2.5. 던롭 주한미대사관 참사관을 면담한바, 던롭 참사관은 Markey 의원이
방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통보하고 Foglietta 의원과 Feighan 의원의 경우 방한 활동으로
인하여 한국 정부가 곤란하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동 참사관은 Foglietta 의원이 2.8. 밤 신민당 집회에 참석토록 초청을 받았는데 다른 행사 등의 구실만
있다면 동 집회에는 참석치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함.

미주국장은
미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한국의 총선 직전에 특정 정당이 주관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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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항의와 유감을 표명한바, Isom 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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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과/동북아1과/재외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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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 / 18 / 1~188(188p)

1. 주미대사는 1985.2.5. 김대중과 동행 예정인 Feighan 및 Foglietta 양 의원을 오찬에 초청, 면담하고
최근의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국의 국내사정, 2.12.총선에 이르게 된 그간의 정치발전 및 김의 귀국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
주미대사는 양 의원들의 방한이 김을 동행하는 형식이 된 것에 부정적 견해이나 방한 중에 한국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Fact Finding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인사접촉, 시찰 등을 주선하겠다고 언급함.
양 의원은 김대중과 동행은 하지만 한국의 국내정치에 대해 엄격히 중립적인 입장이며 김의 노선만을 지지
64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강조하고 방한 기회에 여야 정치인 기타 각계각층 인사들과의 면담과 각종 시찰을
통해 한국의 실정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2. 외무부는 1985.2.6. 주미대사에게 김대중 동행 인사들에 대한 방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주선 중이라고
설명함.
주한 미국대사관의 한국 실정 브리핑, 외무부장관 예방, 외교안보 및 경제관계 브리핑, 유엔군 사령부의 남북한
군사대치 현황 브리핑, 판문점 방문 등

3. 주미대사는 1985.2.7. 김대중이 2.6. 오전 예정대로 미국을 출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2명의
하원의원을 포함한 김대중 귀국 동행 인사들이 방한 시 한국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함.
한국의 정치 참여 제한 주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회 방문, 국회의원 면담 주선 및 정치현실 설명
노조가 없다는 등 허위주장 관련 노조가 원만히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공장 방문
농촌문제 및 농민 협동기관이 없다는 허위주장 관련 성공적인 새마을 사업 현장 방문
학계, 연구기관(특히 KDI), 언론계 등과의 면담 주선
한국 가정에 초대, 만찬 제공 및 대화

4.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1985.2.8. 외무차관에게 전화, 김대중 동행 인사들이 공항에서 김대중과 강제로
분리되고 김대중이 경찰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이 김대중 자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경찰로부터 그릇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항의함.
외무차관은 2.8. 클리블랜드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와의 통화 시 미국인들의 체한 중 신변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외무장관의 약속을 워커 대사에게 전해 줄 것을 언급하고 김대중 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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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2.9. Feighan 하원의원, White 전 주엘살바도르 대사 등을 면담한바,
Feighan 의원은 공항에서 White 대사가 경호원에 밀려서 넘어지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에 항의
하고 이는 한·미관계 발전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
이 장관은 김대중의 신변안전 보장 임무를 맡고 있는 경호관의 입장에서 김대중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설명하고 한·미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나 진정한 우호관계 증진은 상호존중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강조함.

2. 이원경 장관은 1985.2.11. 힐튼호텔에서 워커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한바, 워커 대사는 2.8. 김대중 귀국 시
공항에서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 일과 관련, 문제의 조속한 진정을 위해 한국 측이
문서로 사과를 표명해 줄 것을 당부함.
이 장관은 중요한 것은 김대중이 안전하게 귀가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김의 신변안전
확보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는 것은 곤란하며 한국 정부의 사과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함.

3. Solomon 의원(하원 외무위 인권소위 공화당 간사)은 1985.2.11. 류병현 주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대중 귀국 시 동행한 2명의 하원의원 및 Derian, White 등 소위 인권론자들이 김포공항에서 고의적
으로 난투극을 도발시켰다고 비난하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함.
동 의원은 대다수 미국인들이 한국이 미국의 맹방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소수 무책임한 말썽꾼들의 비공식
행위가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우정과 존경의 감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함.

4. 주미대사는 1985.2.11 Armacost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한바, 정무차관은 최근 김포공항에서
있었던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진상을 조사하고 동행 인사들을 거칠게 다룬 점 등에 대해 최소한
한국 정부의 사과 또는 유감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주미대사는 하원의원 2명이 돌아오면 이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키로
한 한국 정부가 김을 구타하거나 동행 인사들을 구타하여 무엇을 얻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김은 문제를 야기하
여 정치적 야욕을 달성코자 한 것이라고 언급함.

Armacost
차관은 한국 정부에 의한 유감의 표시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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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우방 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김대중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해진 조치의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김대중 귀국, 1985. 전8권. V.8 해외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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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2.8. 김대중 귀국 관련 미국 언론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Washington Post
한국 경찰이 김과 그의 일행을 구타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은 혼란스러운 도착 과정을 거쳐 자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것 같음.

수천
명이 김의 초상화를 들고 그의 이름을 외치며 김포 가두에 나왔으며 1만7천 명의 경찰이 동원됨. 김과
66

Foglietta 및 White가 김의 팔을 맞잡고 둘러쌌으나 이들을 둘러싼 경찰이 분리를 요구, 그 뒤 어떤 상황이었는지
각자 견해가 다름.

- White는 경찰이 김을 붙잡고 김이 반발하자 김을 때렸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Feighan은 White만 넘어
졌다고 함.
- Derian은 경찰을 “일단의 깡패”라고 부르고 “어깨, 머리, 무릎, 팔꿈치를 사용했다”고 주장함.
한국 정부는 김이 원칙이 없는 사람이며 한국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안정을 해치는 선동가로
보고 있음.

2. New York Times 사설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군사정부는 용서할 수 없는 유치한 방식으로 권투 식의 주먹을 휘둘렀음.
미국은 한국을 계속 방위할 정당한 안보적 이유를 갖고 있으며 한국과의 통상을 환영하는 경제적 이유도
당연하나 한국의 위선적 자세를 묵과할 이유는 없음.

한국이
미국인의 존경을 원한다면 이를 위한 첫 단계는 공항에서의 과잉사태를 사과하고 김대중이 다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임.

3. Baltimore Sun
거칠고 혼란스러운 귀국 후 김은 사실상 자택연금 상태이며 한미 간에 주요한 외교적 사건이 될 소지가 있음.
한미 간의 잠재적인 외교 시비의 소지는‘김의 귀국은 trouble-free하고 uneventful’
하도록 처리하자는 양국 간의
비공식 합의에 기인함.

전두환
대통령은 4월 방미 예정이나 만약 미국이 2명의 하원의원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방미는 연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한국내 인권관련 미국 Helsinki Watch 대표단
방한, 1985.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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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는 1985.4.9. 워싱턴 및 뉴욕 소재 민간 인권단체인 Helsinki Watch의 Aryeh Neier 부회장이
서한을 송부, 동 단체 대표단 방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Fascell 하원 외무위원장은 5.31. 주미대사에게 동 방한단에 대한 정부인사 면담 주선 협조를 요청해 옴.

2. 외무부는 정부인사 면담을 다음과 같이 주선함.
6.18. 이종욱 의원(민정당 인권옹호 위원장), 한병익 노동부 노정국장
6.19. 김시복 문교부 대변인

3. Helsinki Watch 대표단의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6.14. 주한 미국대사관 안보정세 브리핑, 문동환 면담
6.15. 김대중 자택에서 만찬
6.17. 이경배 목사 및 박세경 변호사 접촉
6.18. 워커 주한 미국대사 면담
6.19. 권오경 NCC 사무국장, 한완상, 이문영 교수와 만찬
6.20. 김동완 등 소장목사 수명 면담, 유인호, 백낙청, 강만길, 현영학 교수 면담, 김영삼 자택 방문

4. 주미대사관은 1985.7.19. Asia Watch 워싱턴 대표 Holly J. Burkhalter의 방문을 받고 동 단체 대표단의
방한 결과를 청취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국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은 매우 유익하였는바, 일정 주선 및 진행을 위한 외무부 관계관의 적극적 지원에
감사함.
북한 측으로부터 회답이 없어 북한 방문은 실현되지 못하였는바, ABC-TV 등의 방북 인사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북한에 가 보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므로 방북계획 추진은 당분간 보류키로 함.

방한
결과 보고서가 완성되면 제공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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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도영심 국회 외무위 전문위원

영국 외교문서 공개,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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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영대사대리는 1981.1.3. 영국 정부가 정부의 비밀문서를 30년이 경과된 후에는 일반에게 공개하는
관례에 따라 1950년에 생산된 비밀문서를 1.2. 공개하였다고 보고함.
2. 주영대사관 참사관은 1981.1.2. 영국 정부문서보관소를 방문, 한국전쟁과 관련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각의 회의록 및 관련 외교문서를 입수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6.27. 각의) 영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입각,‘Urging all the members of the UN to assist ROK to repel
68

this armed attack’
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전폭 지지할 것이나, 미국이 제의하듯이 결의
안 전문에‘Centrally-directed communist imperialism’조항을 삽입하는 데 반대하며, 북한의 독자적인 침략
행위라는 점을 강조함.

(11.9.
및 11.13. 각의) 영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국전쟁을 국지화하며, 중국(구 중공)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인바,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이러한 입장을 난처하게 함.

- 한국전을 국지화시키기 위하여 북위 40도선을 그어 중국과의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정하며, 이러한
완충지대가 절대 만주 땅을 침범치 않도록 하는 안을 유엔에 제출토록 함.
(11.20. 각의) 40도선 완충지대 안은 또 다른 결의안 초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상정을 보류함.
(11.29. 각의) 중국군의 대대적인 개입사태에 접하여 영국은 유럽의 안보(특히 베를린 및 오스트리아)를 걱정
하여 맥아더 사령부의 만주 공습을 우려, 이를 강력히 반대함을 미국 정부에 전달함.

- 특히, Attlee 수상은 한국에 있어서의 작전은 침략행위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며
한국 자체는 서방 민주주의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므로 서방의 군사자원을 유럽이나
중동으로부터 지나치게 뽑아 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함.
- 영국은 미국이 유엔에서 중국의 ‘Open aggression in Korea’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서 통과되면,
중국과의 전쟁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만주 폭격, 소련의 개입을 통하여 세계 전쟁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

미국 국무부의 한국관계 비밀문서 공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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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가 1984.6.9. 작성한 ‘미 국무부의 한국관계 비밀문서 공개’ 보고서에 의하면 미 국무부은
1952~54년간의 한국관계 비밀 외교문서를 1984.6.7.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2권의 책자로 발간, 공개함.
2. 동 책자에는 한국전 전쟁포로 문제, 정전 문제 및 휴전 후 문제 등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지상에서의 군사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폭탄 사용 가능성을

- 1953.3월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 내 전술적인 공격 목표는 많지 않으나 공산군에 대해 다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고 한국의 중부전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원자폭탄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인함.
한국 측이 억류하고 있던 25,000명의 북한 포로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을 허용한 1953.6.7. 밤까지도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은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휴전협정을 반대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음.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6월 말 월터 로버트슨 국무부 차관보를 한국에 파견하여 이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와해
시키지 않도록 설득하게 함.

- 로버트슨은 이 대통령에게 상호방위조약을 약속하고 상원이 이를 비준할 것임을 확신시켰으며 또한
대규모 경제원조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약속함.
휴전협정에 반대해 온 이승만 대통령은 1953.7.9. 휴전협정을 와해시키지 않을 것임을 최초로 동의하였으며
1953.7.27. 한국에서 전투는 종식됨.

닉슨
미 부통령은 1953.11월초 한국을 방문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는‘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는 약속을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냄.

- 닉슨 부통령은 만약 이 대통령이 종래 위협해 온 대로 북진통일의 길을 택한다면 미국은 이 대통령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킨 것으로 믿음.
1953.12월 미 행정부는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 재도발을 해올 경우의 대처방안에 관해 논의한바, 덜
레스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전쟁 시 중국에 대한 원자폭탄 사용을 주장하면서도 군사적 목표를 만주와 중국 북
부에 한정시킬 것을 제안함.

이승만
대통령은 1954.7월 미국을 방문,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미국이 지지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하였으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세상 누구도 미국이 한국 통일을 위한 전쟁을 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잘라 말했음.

-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미국과의 원조협정 및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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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함.

대사파견 - 아르헨티나, 1985

| 85-002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 / 13 / 1~41(41p)

1. 외무부는 1985.4.1. 신임 이복형 대사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아그레망 부여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지시하였으며, 주아르헨티나대사는 4.2.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 사실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5.4.9.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이수우 대사가 본부 근무로, 후임에 이복형 구주국장이 신임
대사로 1985.4.11. 발령되었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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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복형 신임대사는 1985.6.3. 아르헨티나 대통령궁에서 알폰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
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 대사는 최근 수해로부터의 조기 복구를 희망하고 양국이 탁월한 국가원수의 영도로 제반 국난을 극복,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르헨티나와의 우호협력관계에 특별한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말함.

알폰신
대통령은 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최근 Caputo 외상의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하고,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심화, 발전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에게 간곡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요청함.
 대사는 한국이 86 아시아게임, 88 올림픽 등 세계적 평화제전을 준비 중에 있고 중남미를 포함한 세계
이
주요 각국 특히 다수 제3세계 국가원수가 방한하고 있음을 지적, 알폰신 대통령이 금년 11월 일본 방문 기회에
한국도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함.

- 알폰신 대통령은 방한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적절한 기회에 방한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4. 이 대사는 1985.6.21. 부임 행사의 일환으로 주재국 요인 및 외교단 초청 리셉션을 관저에서 개최한바,
동 리셉션에는 정무차관보, 의전장, 아주국장 등 외무부 간부, 상원외교위원장, 재무위원장 등 의회
간부, 주요 우방 외교사절과 언론계 인사 등 120명이 참석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대사파견 - 오스트리아, 1985

| 85-002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2 / 14 / 1~5(5p)

1. 외무부는 1985.11.4. 주오스트리아 김형근 대사에 대한 대통령 명의 소환장 및 이시용 신임 대사에
대한 신임장을 주오스트리아대사관으로 송부함.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5.11.12. 신임장 및 소환장을 접수하였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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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바레인, 1985

| 85-002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5-2 / 15 / 1~16(16p)

1. 외무부는 1985.4.11. 송성한 주바레인대사를 본부 근무로, 후임에 정해융 외교직 1급을 신임 대사로
발령함.
외무부는 4.23. 주바레인대사관에 신임 주바레인대사의 신임장 및 전임 대사에 대한 소환장을 송부함.

2. 정해융 대사는 1985.5.14. 바레인에 도착하여 5.15. 모하메드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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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 대사는 1985.5.18. 바레인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두환 대통령의 안부 및 바레인 국민의 번영과 안녕을 바라는 한국 국민의 소원을 전하며 최근 수년간 양국
간 경제·문화 관계가 지속적으로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향후에도 더욱 증진될 것을 기원함.

공동
이념, 상호 이해 및 상호 존중에 기초한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
짐하며 국왕의 건강 및 바레인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함.

대사파견 - 중국, 1985

| 85-002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2 / 16 / 1~35(35p)

1. 외무부는 1985.4.9. 김종곤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가 본부 근무로, 후임에 김상태 연구위원이 신임
대사로 1985.4.11. 발령되었음을 주대만대사에게 통보함.
외무부는 4.23. 신임 대사의 신임장 및 전임 대사에 대한 소환장을 송부함.

2. 김상태 신임 대사는 1985.5.15. 대만에 도착, 5.16. 주무송 외교부장을 예방하고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제출한바, 김 대사는 주 외교부장에게 외무부장관과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회장의 안부를
전함.
국가이익과 경제발전을 위해 기술 협력 및 무역 확대 등 가능한 협력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고 말함.

3. 김 대사는 1985.5.21. 장경국 총통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장 총통은 최근 양국 간 문화·경제협력의
계속적인 증대 및 강화는 강한 우호관계의 표시임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이 전두환 대통령의
영도하에 국민 복지와 안보를 위해 불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함.
또한 장 총통은 한국이 전 대통령의 영도력으로 각 방면에 걸쳐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찬양한 후 앞으로 양국이 경제, 문화,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주 외교부장은 김 대사에게 친구로서 모든 일에 최선의 협력을 하겠다고 전제하고 한·대만 양국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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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칠레, 1985

| 85-002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 / 17 / 1~19(19p)

1. 주칠레대사는 1984.10.30. 주재국에서 이임 인사를 마치고 12월 초에 방한 예정인 칠레 외상을 공항에서
영송한 후 출발함이 좋을 것으로 보며 귀국 일자는 12.1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보고함.
2. 주칠레대사는 칠레 외무부 의전장과 접촉, 신임 대사의 신임장 제정문제를 협의한바, 의전장은 12월이
매우 바쁜 달이라고 하면서 신임 대사가 12.15. 이전에 부임하는 경우 연내에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보증할 수는 없으나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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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장은 신임 대사가 12월 말에 부임하는 경우 통상 주재국은 1월 및 2월이 하계휴가 기간이므로 동 기간이
신임장 제정에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함.

3. 서경석 신임 대사는 1985.1.18. Del Valle 칠레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바, Del Valle 외상은
한·칠레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자신과 피노체트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외상은 자신의 방한계획이 1984년 말 칠레-아르헨티나 평화조약 서명 문제로 연기되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방한 일자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1월, 2월이 휴가 시즌이고 피노체트 대통령이 휴가
중이므로 3월 초 신임장 제정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4. 서 대사는 1985.3.12. 주재국 피노체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최근 주재국의 지진 피해에 대
해 위로를 표시하며 한국 정부가 지진피해 구호금으로 3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언급한
바, 피노체트 대통령의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칠레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같은 태평양 연안국가로서, 소련이 배후 조정하는 전체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는 반공국가이며, 한국은 공산주의와 실제로 싸운 경험이 있다고 지적함.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남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현재의 한·칠레 간의 긴밀한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함.

지진피해
구호금 제공 관련 전두환 대통령의 각별한 배려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함.
칠레 외상을 방한 초청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Del Valle 외상에게 금년 5월 중 한국을 방문토록 재가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한 문제는 Del Valle 외상 방한 시 협의토록 하겠으며 양국 간의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함.

대사파견 - 콜롬비아, 1985

| 85-002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2015-2 / 18 / 1~51(51p)

1. 외무부는 1985.9.30. 박건우 미주국장을 주콜롬비아대사로 임명하고 이용훈 주콜롬비아대사를 본부
근무로 발령함.
박건우 신임 대사는 11.15. 콜롬비아에 부임함.

2. 박건우 신임 대사는 1985.11.25. Ramirez Ocampo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전달하고 금번 4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함.
Ocampo 외상은 지난 방한 시 한국 외무부장관의 영접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콜롬비아의 화산 폭발 재난에

한국 외무부장관을 만나지 못해 섭섭히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함.

3. 박 대사는 1985.12.12. 대통령궁에서 Belisario Betancur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한국전쟁 발발 시
파병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심화 필요성을 강조함.
박 대사는 Betancur 대통령의 평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찬양하면서 화산 재난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 및 민간단체의 구호금 및 구호품 전달 상황을 설명한 다음 양국 간의 통상,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Betancur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구호금 및 구호품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시 한국의 자
유와 평화를 위해 파병하였으며 그 후 양국은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고 앞으로 더욱 유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함.

- 동 대통령은 6월 Ramirez 외상이 방한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직접 보고 왔으며 특히 동 외상으로
부터 한국의 컴퓨터 산업 분야의 발전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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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신속히 구호금을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함.

또한
동 외상은 우호국인 한국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언급하면서 유엔 총회 참석 시 바쁜 일정으로

대사파견 - 프랑스, 1985

| 85-003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아프리카2과

MF번호

2015-2 / 19 / 1~89(89p)

1. 프랑스 외무성은 1985.4.18. 윤억섭 신임 주프랑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외무부는 5.1. 윤석헌 주프랑스대사를 본부 근무로, 윤억섭 제2차관보를 주프랑스 특명전권대사로 발령함.

2. 프랑스 외무성 의전장은 1985.6.19. 윤 대사를 예방, 신임장 제정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윤 대사는 신
임장 사본 및 소환장 사본을 각각 전달함.
76

3. 윤억섭 대사는 1985.7.3. Mitterrand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대통령과의 환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은 한·프랑스 관계 관련 여러 가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 한반도 문제에 언급, 북한 문제로 한·프랑스 간에 한때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고 Fabius 수상의
방한 시 이에 대해 설명한 적도 있었지만 북한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임에 틀림이 없으며 오늘날
세계는 급변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함.
윤 대사는 한·프랑스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1986년도 수교 100주년을 기해 더욱 발전되고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 한반도 문제에 대해 윤 대사는 북한의 오랜 무력 적화 통일정책을 설명한 후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 우방의 성급한 행동으로 북한의 도발을 고무시켜 한반도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하고 프랑스의 협조를 당부함.

4. 윤 대사는 1985.9.3.~9. 겸임국 코모로를 방문, 9.3. 코모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코모로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유엔 가입을 전폭 지지하고 한국에서 유조선 한 척을 구입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한국이 코모로산 바닐라를 수입해 줄 것을 요청함.
5. 윤 대사는 1985.11.24.~29. 겸임국 지부티에 출장, 지부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지부티
대통령은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 지지 입장을 끝까지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양국 상공회의소
간 교환방문을 제의하는 한편, 인사교류 촉진 방안으로 KAL 노선을 젯다에서 지부티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제기함.

대사파견 - 과테말라, 1984-85

| 85-003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2 / 20 / 1~118(118p)

1. 과테말라 외무성은 1984.10.24. 문창화 신임 주과테말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문 대사는 12.14. 과테말라에 부임, 12.18. 과테말라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문창화 대사는 1985.1.4. 과테말라 국가수반인 Oscar Humberto Mejia Victores 장군에게 신임장 및
전임 대사의 소환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문 대사는 전두환 대통령의 Victorias 국가수반의 건강과 과테말라 국민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을 전한바, 동
수반은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에 만족을 표하고 향후 여사한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부여를 통고하는 공한을 보내 옴.
4. 문창화 대사는 1985.2.15.~20. 겸임국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를 방문, 2.19. Roberto Suazo Cordova
온두라스 대통령에게, 2.20. Jose Napoleon Duarte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각각 신임장을 제정함.
양국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문안 인사 전달을 요청하고 한국과의 우호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시함과
동시에 한국의 발전상, 특히 경제 발전상을 찬양하면서 한국이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고 도와줄
것을 간곡히 희망함.

- 문 대사는 엘살바도르 외무장관에게 앰뷸런스 2대, 의약품 및 승용차 3대의 원조를 제공키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통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겸임국인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정부는 각각 1984.10.22. 및 10.24. 문창화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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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교황청, 1984-85

| 85-003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2 / 21 / 1~31(31p)

1. 교황청은 1984.10.29. 강영훈 신임 주교황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강 대사는 1985.1.7. 로마에 부임, 1.11. 교황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강 대사는 John Paul II 교황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교황은 1984년 방한 인상이 선명하며
한국 사람들의 근면한 모습, 훌륭하게 건설 발전되어 가는 서울 풍경, 한국 조야의 열렬한 환영 등이
눈에 선하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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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사는 교황 방한 시 103위의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을 성인 반열에 올림을 선포함으로써 한국 천주교인
들에게 비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하고 한민족 전체를 격려하였다고 언급함.

교황은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이 자신의 관심사의 하나라고 소개하고 한국에 하루속히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는 한편 한국 천주교회의 활발한 활동에 많은 감명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의 사명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대사파견 - Baghdad(이라크) 총영사, 1981-86

| 85-0033 |

생산연도

1981~1986

생 산 과

인사계/중동과/의전과

MF번호

2015-3 / 1 / 1~174(174p)

1. 정부는 1981.6.3. 김재춘 주오사카총영사를 주이라크총영사로 내정하고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을
통해 이라크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주사우디대사는 1981.7.7. 이라크 정부가 김재춘 신임 총영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다고 보고함.

2. 김재춘 총영사는 1981.7.21. 바그다드에 도착, 7.30. Seadoun Hammadi 외상에게 총영사 위임장
원본을 제출함.
Hammadi 외상은 한국의 초대 상주 총영사 부임이 곧 양국 관계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부임을 환영한

말함.

3. 정부는 1983.4.20. 김재춘 총영사를 중동국장으로, 이창범 중동국장을 주이라크총영사로 내정하고
이라크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이라크 정부는 5.21. 이창범 신임 총영사 임명에 동의함을 통보함.
4. 이 총영사는 1983.7.20. 바그다드에 도착, 8.1. Aziz 부수상 겸 외상을 방문하고 영사 위임장을 전달한바,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외상은 양국 우호관계에 만족을 표한 후 특히 이라크 무역상의 방한으로 정부 각료 및 혁명위위원 등 지도층이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관계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동 외상은 한국의 대이란 무기 공급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한·이라크 간 우호협력 관계가
발전되어 가고 있는 차에 이라크와 전쟁 중인 이란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국제 도의에 어긋나며
이는 양국 및 한·아랍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이 총영사는 한국으로서 이라크에 적대하는 이란 측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것으로 날조된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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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공관 창설 중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외무성이 도와주겠다고 말함.
 외상은 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과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동

대사파견 - 이탈리아, 1985

| 85-003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3 / 2 / 1~34(34p)

1. 정부는 1985.1.20. 이남기 연구위원을 신임 대사로 내정하고 이탈리아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주한 이탈리아대사는 3.22. 외무부에 구두로 이남기 대사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알려 옴.

2. 이남기 신임 대사는 1985.5.14. 외무성 의전장을 통해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과 소환장 사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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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대사는 1985.5.30. Alessandro Pertini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정치 및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남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함.
이 대사가 남북한 경제 및 적십자회담의 진전 상황과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설명한바, 동 대통령은 한국의
정책이 현명하고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노력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울러 한국
국민의 번영을 기원함.

대사파견 - 요르단, 1985

| 85-003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동과/의전과

MF번호

2015-3 / 3 / 1~21(21p)

1. 요르단 외무성은 1985.3.30. 박동순 신임 주요르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에 동의함을 통보함.
정부는 4.11. 김재성 주요르단대사를 본부 근무로, 박동순 의전관을 주요르단대사로 발령함.

2. 김재성 대사는 1985.4.17. 후세인 국왕을 이임 인사차 알현하고 그동안 국왕의 지도와 협조로 임기를
무난히 마치고 귀국하게 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국왕의 건강과 요르단의 안정 및 번영을 기원함.
국왕은 한·요르단 간 관계 강화를 위한 김 대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1983.9월의 한국 방문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안부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요르단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환영하고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어 온 데 만족을 표하면서 이의 확대 심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함.
또한 외상은 주재국 개발계획에 참여한 한국 건설 회사들이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고, 한국인의 근면성과
책임감 및 결의 등은 좋은 귀감이 되고 있음을 지적함.

4. 박 대사는 1985.6.3. 섭정인 하산 왕세자에게(후세인 국왕은 영국 방문 중) 신임장을 제정한바, 하산
왕세자는 전두환 대통령의 안부에 사의를 표하고 후세인 국왕 및 자신의 안부도 전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상호 협조하자고 언급함.
5. 박 대사는 1985.6.27. 후세인 국왕을 예방한바, 국왕은 1983.9월 방한 시 전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전 대통령의 영도하에 이룩한 한국의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의 발전은 모든
개도국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박동순 대사는 1985.5.18. Masri 외상을 예방하고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제출한바, 외상은 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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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케냐, 1985-86

| 85-003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5-3 / 4 / 1~249(249p)

1. 정부는 1985.4.11. 강석재 주케냐대사를 외교안보연구원 국제경제부장으로, 후임에 최동진 주영대사관
공사를 주케냐대사로 발령함.
2. 최동진 신임 대사는 1985.7.10. 모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모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케냐 방문에 대한 조속한 답방을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한국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남·남
협력의 차원에서 케냐에 이전하여 줄 것을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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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가능한 한 많은 케냐의 젊은이들을 방한 초청,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주기를 당부함.

3. 최 대사는 1985.9.24.~10.1. 겸임국 보츠와나에 출장, Masire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정중한 안부 인사 전달을 요청하고 양국 간의 관계 심화를 희망함.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한국의 여건 조성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보츠와나가 남아공 침략
정책의 희생물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도 남아공의 여사한 정책전환 유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추구해
줄 것을 희망함.

- 대통령은 자신의 방한 문제는 오랜 현안이나 한발대책 마련 등의 국내 사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나 적절한 기회에 방한을 희망함.

4. 최 대사는 1985.11.15.~21. 겸임국 모리셔스에 출장, C. S. Moollan 총독 대리(대법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총독 대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쌍방 간의 대화를 통해 성취되기를 바라고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추진에 지지를 표명함.
5. 최 대사는 1986.2.2.~8. 겸임국 스와질랜드에 출장, Ntombi 섭정 왕후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섭정 왕후는 한국 정부의 의료·기술 협력, 자동차 등 물품원조에 사의를 표함.
6. 최 대사는 1986.10.12.~20. 겸임국 레소토에 출장, Moshoeshoe II 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국왕은
한국의 도움, 특히 의료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 레소토에 한국 상주공관 설치를 요망함.

대사파견 - 레바논, 1984-85

| 85-0037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5-3 / 5 / 1~16(16p)

1. 레바논 대통령궁 및 외무성은 1984.10.19. 김현진 신임 주레바논대사에 대한 레바논 정부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주레바논대사에게 전화로 통보함.
2. 김현진 신임 대사는 1984.12.31. Bachid Karame 수상 겸 외상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전달한바,
동 수상은 김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최근 유엔 주재하의 레바논-이스라엘 간 군사회담 및 국내
안보문제에 대한 주재국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한국의 이해를 촉구함.
83

오랫동안 계속되는 내전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관심을
표명함.
김 대사가 대통령의 신년사, 국정연설 요지 및 북한의 최근 경제 및 적십자회담 거부 사실 등을 설명한바,
동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전 대통령이 제의한 대북
제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희망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김 대사는 1985.1.26. Gemayel 레바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대통령은 주재국이

대사파견 - 모리타니, 1984-85

| 85-003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의전과

MF번호

2015-3 / 6 / 1~29(29p)

1. 정부는 1984.11.22. 김성식 주모리타니아대사 후임에 이두복 대사를 임명하고 신임장 및 소환장을
주모리타니아대사관에 송부함.
외무부는 12.12. 모리타니아의 쿠데타 발생으로 인하여 구국 군사위원회 의장 겸 국가원수 마우이야 울드
시드 아흐메드 따야 대령 앞 신임장 및 소환장을 재제작, 송부함.

2. 이두복 신임 대사는 1985.1.17. Taya 모리타니아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국가
84

원수는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주재국 정부의 기본 방침임을
밝힘.
동 국가원수는 자신이 수상 재직 시 북한 대사에게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한 바 있음을 강조하고 남북한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재국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언급함.

또한
동인은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과 한국의 대주재국 어업 및 건설 진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을 밝히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농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요청함.

대사파견 - 말라위, 1984-85

| 85-0039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15-3 / 7 / 1~50(50p)

1. 정부는 1984.12.6. 강석홍 주말라위대사 후임에 박남균 주휴스턴총영사를 발령함.
박남균 주말라위 초대 상주 대사는 1985.1.16. 말라위에 부임, 1.23. Dr. H. Kamuzu Banda 말라위 공화국 종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Banda 대통령은 1.23. 신임장 제정식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각별한 문안 인사를 전해 주도록 당부하고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으나 시카고대학 시절부터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계속 발전하기를 희망함.
잉여 농산물을 타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어 주재국이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식량 곤란을 겪지 않고 있는
점을 자신의 큰 업적으로 설명함.

-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이 모잠비크 대통령은 물론 최근 방문한 가나인들에게서도 높이 평가되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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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대통령은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주재국은 식량 자급은 물론

대사파견 - 나이지리아, 1984-85

| 85-0040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 / 8 / 1~31(31p)

1. 임동원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4.10.31. 나이지리아 외무성 의전국장 Oba 대사를 면담, 아그레망
발급 건 진행상황을 문의하고 자신의 이임을 11.10.경으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후임자에 대한 조속한
아그레망 발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
2. 임 대사는 1984.11.7. 이임 인사차 부하리 국가수반을 예방한바, 동 국가수반은 양국 관계가 단기간 내에
많은 발전을 이룩한 데 만족을 표하며 대사의 노고를 치하함.
86

 국가수반은 또한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은 많은 고위층 인사들을 방한 초청, 한국 발전상과 경험을
동
소개하여 상호 이해를 심화시킨 임 대사의 노력의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함.

3. 나이지리아 정부는 1984.12.13. 노창희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노창희 신임 대사는 1985.1.29. 나이지리아 외무성 Oba 의전국장을 방문, 신임장 사본을 전달한 후
4.19. 부하리 정부수반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부하리 정부수반은 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양국 관계, 특히 통상·경협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함께 급속히 발전함에 만족을 표하고 보다 긴밀한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대사는 전두환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전 대통령이 부하리 국가원수의 방한을 고대하고
노
있다고 말함.

- 부하리 수반은 상기 방한 언급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음.

대사파견 - 노르웨이, 1985-86

| 85-004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2과/의전과

MF번호

2015-3 / 9 / 1~75(75p)

1. 노르웨이 외무성은 1985.10.7. 송성한 신임 주노르웨이대사에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겸임국
아이슬란드 외무성은 11.14. 송성한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송성한 대사는 1985.12.2. 노르웨이 외무성 Jan Oestern 의전장을 방문, 신임장 사본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함.

안부 인사를 전하고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성취 의지와 88 서울 올림픽 준비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국왕의 방한을 제의함.
국왕은 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하도록 당부하고 한국의 올림픽 주최를 찬양하면서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함.

4. 송 대사는 1986.1.20.~24. 겸임국 아이슬란드를 방문, 1.22. Finnbogadottir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
한바, 동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안부 인사에 사의를 표하고 송 대사의 부임을 환영함.
5. 송 대사는 1986.1.21. Hallgrimsson 아이슬란드 외무장관을 예방,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한바,
동 외무장관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개도국의 모델로 찬양하고 한국과의 실질관계 증진을 희망함.
동 외무장관은 한국의 민주적인 남북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아이슬란드는 88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으며 88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언급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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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 대사는 1985.12.17. Olav 노르웨이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송 대사는 전두환 대통령의

대사파견 - 니제르, 1985

| 85-004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 / 10 / 1~25(25p)

1. 니제르 외무성은 1985.3.29. 유종현 신임 주니제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키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외무부는 5.1. 유종현 대사가 최봉름 대사 후임으로 주니제르대사로 발령되었음을 주니제르대사관에 통보함.

2. 유종현 신임 대사는 1985.6.13. Habibou 외상대리(법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6.14. 쿤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88

쿤체 대통령은 한국 상주 대사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러우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아프리카 지역이 극심한 한발로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는바, 한국도 계속 한발 구호 및 대책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함.
- 1983년 버마 랑군에서 발생한 한국 고위직 관리들의 참사에 동정을 금치 못하며 한반도가 평화적인 방법으
로 통일이 달성되기를 기원함.
-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관계, 특히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니제르 관계 장관과 수시 협의해
주기를 바라며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대통령과 면담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말함.

대사파견 - 파푸아뉴기니, 1985

| 85-004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

MF번호

2015-3 / 11 / 1~21(21p)

1. 파푸아뉴기니 외무성은 1985.4.10. 우문기 신임 주파푸아뉴기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통보해 옴.
2. 우문기 신임 대사는 1985.6.18. 파푸아뉴기니 Dibela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총독은 전두환
대통령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찬양하면서 그간 한국의 개발 지원에 사의를
표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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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포르투갈, 1985

| 85-004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15-3 / 12 / 1~30(30p)

1. 포르투갈 외무성은 1985.4.18. 노영찬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정부는 5.1. 김기수 주포르투갈대사를 본부 근무로, 노영찬 의전장을 주포르투갈대사에 발령함.

2. 노영찬 신임 대사는 1985.6.25. 이아네스 포르투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면담한바, 이아네스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정중한 문안 인사를 전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1984.6월 수아레스
수상 방한 시 한국 정부 및 국민으로부터 받은 환대에 대해서도 깊은 사의를 표함.
90

또한 대통령은 양국 간의 경제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표하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관계와 남북대화, 한국의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 서울 올림픽 준비상황, 북한의 중·소 관계에 관해서도 언급함.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는 삼성의 합작투자, 주재국 개최 박람회 한국 업체 참가 등으로 상당히
동
증진되었으나 앞으로 보다 많은 경제인 교류를 통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함.
 대사는 한국의 대아프리카국과의 관계 관련, 포르투갈 구식민지 국가들 중 기니비사우와는 최근 공식관계가
노
수립되었으나 앙골라,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등과는 아직 공식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동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포르투갈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대사파견 - 페루, 1985

| 85-004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15-3 / 13 / 1~11(11p)

1. 페루 외무성은 1985.11.8. 김재훈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정부는 11.25. 윤찬 주페루대사를 본부 근무로, 김재훈 대사를 주페루대사로 발령함.

2. 외무부는 1985.12.3. 윤찬 대사의 소환장 및 김재훈 신임 대사의 신임장을 주페루대사관에 송부한바,
주페루대사관은 12.9. 소환장 및 신임장을 수령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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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사우디아라비아, 1985-86

| 85-004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근동과

MF번호

2015-3 / 14 / 1~61(61p)

1.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85.10.19. 최호중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자국 정부
관행에 따라 구두로 통보함.
정부는 11.4. 최광수 주사우디대사를 주유엔대사로, 최호중 대사를 주사우디대사로 발령함.

2. 최호중 신임 주사우디대사는 1985.12.22. Saud 외무장관(왕자)을 예방,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한 후, 외무부장관의 안부와 지난 11월 말 사우디 방문이 실현될 수 없었던 점에 유감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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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동 장관의 방한을 희망하고 있다고 알림.
동 장관은 최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 및 대사직 수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함.
최 대사가 남북한 대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및 추진현황을 설명한바, 동 왕자는 북한의 서울 올림픽 개최
방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대립보다는 협력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함.

3. 최 대사는 1986.1.27. Fahd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국왕은 양국이 국제정치 이슈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함으로써 상호 협력 체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 등 제반 양국관계도 긴밀한 관계로
발전되어 왔음에 만족을 표명함.
국왕은 양국 관계의 계속 발전을 위해 최 대사의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작년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우드 외무장관과 함께 방한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함.

국왕은
미·소 양대 강대국이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같은 입장에 놓여 있고
대외정책을 같이하고 있는 한국·사우디와 같은 나라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함.

4. 겸임국 북예멘 정부는 1986.1.18. 최호중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최 대사는 4.24. Ali
Abdullah Saleh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살레 대통령은 최 대사가 초대 대사로 임명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이미 주예멘 상주대사관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이 조속히 상주대사관을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함.
 대사는 한국이 분단 상황에서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예멘도 살레
최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 아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싱가포르, 1985-86

| 85-004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3 / 15 / 1~59(59p)

1. 정부는 1985.11.4. 김경철 주싱가포르대사를 본부 근무로, 이장춘 주유엔공사를 주싱가포르대사로
발령함.
2. 이장춘 신임 대사는 1985.12.27. Dhanabalan 외상을 예방, 전두환 대통령의 남북한 정상회담 제의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최고 의지의 표명임을 지적하면서 남북한 직접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관한 한국의 기본 정책을 설명함.
견해를 표시하고, 남북한이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다행스러울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영남이 북한 지도자 가운데 상당히 유연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오래전부터
북한방문 초청을 받고 있으나 아직 방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폐쇄성으로부터 개방되지 않는
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

3. 이 대사는 1985.12.30. Wee Kim Wee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이 대사는 전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양국 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함.
Wee 대통령은 전 대통령에게 안부 문안을 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직 주한대사로서 한국에 대하여 극진한
친근감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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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외상은 남북대화에 관심을 표시하면서도 한반도의 통일이 빠른 장래에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회의적인

대사파견 - 시에라리온, 1984-85

| 85-004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 / 16 / 1~74(74p)

1. 시에라리온 외무성은 1984.10.26. 이경훈 신임 주시에라리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정부는 11.16. 최종석 주시에라리온대사를 본부 근무로, 이경훈 대사를 주시에라리온대사에 발령함.

2. 이경훈 신임 대사는 1984.12.21. 오거스틴 스티븐스 외무장관 대리를 방문,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제출하고 신임장 조기제정 문제와 친선유대 증진에 관하여 환담함.
이 대사는 1985.1.2. 주재국 카누 외무장관을 예방한바, 외무장관은 역동적이고 크게 발전하는 한국을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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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란다고 언급함.

3. 이 대사는 1985.1.4. 스티븐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전두환 대통령의 안부를 전한바, 동
대통령은 전 대통령에게 각별한 문안을 전해 줄 것을 당부함.
이 대사가 대통령에게 방한 초청 사실을 상기시키고 공식 방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바, 동 대통령은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대사파견 - 스리랑카, 1984-85

| 85-0049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3 / 17 / 1~47(47p)

1. 스리랑카 외무성은 1984.10.22. 김이명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정부는 11.16. 정민길 주스리랑카대사를 본부 근무로, 김이명 대사를 주스리랑카대사에 발령함.

2. 김이명 신임 대사는 1984.12.29. 스리랑카에 부임, 12.31. 하미트 외상에게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제출한바, 동 외상은 양국의 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명함과 동시에 금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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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5.2.9. 김이명 대사를 주몰디브대사에 임명함.

4. 김 대사는 1985.4.29. 몰디브를 방문, 가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대통령은
1984.10월의 방한을 되새기면서 전 대통령 영도하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거듭 경의를 표함.
동 대통령은 전년도 한국의 수출이 280여 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금년도는 3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설명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전 대통령의 몰디브 방문을 희망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겸임국 몰디브 정부는 1984.12.31. 김이명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대사파견 - 세네갈, 1985

| 85-005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 / 18 / 1~132(132p)

1. 세네갈 외무성은 1985.4.6. 이시영 신임 주세네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정부는 5.2. 장명관 주세네갈대사를 본부 근무로, 이시영 대사를 주세네갈대사에 발령함.

2. 겸임국 기니비사우 외무성은 1985.6.6. 이시영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이시영
대사는 6.15. Vieira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동 대통령은 전 대통령에 대한 안부 및 금번 방한 초청과 호의적 배려에 감사하는 뜻을 전해 달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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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남남 협력 차원에서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의 구체적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대통령은 특히 북한 대사가 최근 자신을 찾아온 기회에 방한 결정을 알린바, 북한 대사는 북한과 동지
동
관계인 동 대통령의 방한에 불만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고 전함.

- 기니비사우는 우호협력 관계를 가지려는 모든 국가와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며, 방한 결정은
동 대통령 자신이 내린 주권국가의 결정임.
- 북한이 많은 약속을 하고도 이행한 것은 별로 없었음에 크게 실망함.

3. 이 대사는 1985.6.18. Ibrahima Fall 세네갈 외상을 예방하고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수교한 후 환담한바, 동
외상은 양국 국가원수의 교환방문 후 양국 관계는 대폭 강화되었으며 신임 이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동 외상은 한국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며 1985.11월초 방한을 희망한다고 말함.
이 대사는 기니비사우 대통령이 방한 예정임을 언급하고 동국 정부 요청으로 부득이 세네갈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도 제정하기 전에 기니비사우를 방문, 동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4. 이 대사는 1985.8.7. 아브두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안부와 따뜻한 우의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양국 정상 교환방문 후 돈독해진
양국 관계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신임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관계와 긴밀한 남남 협력관계가
타국에 본보기가 되도록 더욱 구체화될 것을 희망함.

대사파견 - 수단, 1985

| 85-005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마그레브과

MF번호

2015-3 / 19 / 1~58(58p)

1. 수단 외무성은 1985.4.1. 박영우 신임 주수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정부는 5.1. 유종하 주수단대사를 본부 제2차관보 직무대리로, 박영우 여권관리관을 주수단대사에 발령함.

2. 박영우 신임 대사는 1985.6.9. Ayoub 외상을 예방, 신임장과 소환장 사본을 전달하고 외무부장관의
인사를 전한바, 동 외상은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함.
동 외상은 주재국의 심각한 한발 구호 노력에 적극 참여, 지원하여 줄 것을 희망함.

장군은 양국 관계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 급속히 발전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동 장군은 작년 방한 시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직접 볼 수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훌륭한 인력과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수단은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말함.

- 특히 방한 시 한국의 대기업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하고 기존 진출 한국 업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수단 진출에 참여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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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 대사는 1985.7.6. 국가원수인 Sowar El Dahab 과도 군사위 의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동

97

대사파견 - 태국, 1985

| 85-005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3 / 20 / 1~22(22p)

1. 정부는 1984.11.16. 권태웅 주태국대사를 본부 근무로, 김좌수 주교황청대사를 주태국대사에 발령함.
2. 김좌수 신임 대사는 1985.1.15. 타위판 태국 외무성 의전국장을 방문,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하고
국왕에의 신임장 제정이 조속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김 대사는 1985.3.4. Bhumipol Adulyadei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김 대사는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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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중한 안부와 왕비에 대한 영부인의 안부를 전하고 양국 간의 발전을 위하여 국왕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함.
동 국왕은 전 대통령의 1981년도 태국 방문 시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상기하고 전 대통령과 특별히 친숙한
관계임을 강조함.

- 동 국왕은 근간에 많은 태국 공무원과 국민이 한국에서 경제개발, 농어촌개발, 공업기술 및 새마을
운동 등 여러 분야를 배우고 와서 태국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한국의 협조를 당부함.

대사파견 - 튀니지, 1984-85

| 85-0053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5-3 / 21 / 1~45(45p)

1. 튀니지 외무성은 1984.10.10. 함태혁 신임 주튀니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정부는 11.16. 채의석 주튀니지대사를 본부 근무로, 함태혁 대사를 주튀니지대사에 발령함.

2. 함태혁 신임 대사는 1985.1.3. 에셉 튀니지 외상을 예방, 신임장 사본을 전달하고 외무부장관의 안부를
전한바, 외상의 언급 사항은 다음과 같음.
튀니지 부임을 환영하며 음잘리 수상의 성공적인 방한에 뒤이어 앞으로 한·튀니지 양국 간에 실질 협력관계가

중 착실히 실현되기 바람.

한국의
역대 외무부장관과는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어 한국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원경
장관을 만나 상호협력 방향 설정에 관하여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함.

3. 함 대사는 1985.1.4. 부르기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부르기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함.
튀니지는 그간 한국과는 정치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가 유지되어 왔는바, 최근 경제관계도 긴밀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철강, 강관, 조선, 방직 등 주요 분야에서 합작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전두환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 바람.

본인은
건강이 아주 좋으며 활동에 아무런 불편이 없어 어제도 국무회의를 주재하였으므로 본인이 건강하다는
것을 함 대사가 본 대로 전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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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될 전망인 만큼, 대사의 활약을 기대함.

특히
양국 간에 몇 가지 주요 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대사 임무기간

대사파견 - 영국, 1984-85

| 85-0054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3 / 22 / 1~77(77p)

1. 정부는 1984.11.16. 강영훈 주영대사를 주로마교황청대사로, 김영주 특임공관장을 주영대사에 발령
하였으며, 김영주 신임 대사는 12.17. 런던에 부임함.
2. 김영주 신임 대사는 1985.2.14. 영국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한바, 환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여왕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바, 김 대사는 근년에 경제가 많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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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경제 면에서 한·영 관계도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장래는 밝다고 답변함.

여왕은
일전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 중 한 사람이 한국 방문 후 한국이 크게 발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한바, 김 대사는 한국전 당시 한국과 함께 싸웠던 영국 참전용사들이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함.

3. 겸임국 아일랜드 외무성은 1985.2.12. 김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구두로 통보해 온바,
김 대사는 1985.5.8.~11. 더블린에 출장, 5.9. Patrick Hillery 아일랜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김 대사는 1985.2.12. Peter Barry 아일랜드 외상을 예방한바, 동 외상은 한·아일랜드 양국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역관계라고 한 후 현재 불균형 상태에 있는 무역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의 아일랜드산
상품 수입의 증대를 요청하고 한국 기업의 아일랜드 내 투자에도 관심을 표함.
김 대사는 양국 간의 무역규모 하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며 따라서 양국이 무역량을
늘려 나감은 물론 무엇보다 양 국민 간의 이해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대사파견 - UN, 1985

| 85-005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3 / 23 / 1~18(18p)

1. 주유엔대표부대사는 1984.4.17. 유엔에 대한 대표 파견 절차에 관한 유엔 사무국 공한 내용을 보고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신임장은 언제나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작성
신임 대사(대표)는 관계 유엔 사무소의 Director-General 또는 Executive Director를 접촉하고 신임장 원본을
제출함.

- Director-General 또는 Executive Director는 유엔사무총장을 대신하여 신임장을 접수함.

Perez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 신임 인사 및 외무부장관의 임명 통지서를 수교하고 환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Cuellar 사무총장은 자신은 한국 문제를 매우 주요한 국제 문제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간 대화 통로로서의 역할 제공 등 가능한 지원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함.

- Waldheim 전 사무총장의 1979.5월 남북한 방문과 Cordovez 사무차장의 1984.7월 남북한 방문을 상기
시키고 이산가족의 일부 교류실현은 매우 긍정적이며 이러한 추세의 계속을 위해 유엔으로서도 가능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말함.
최 대사는 사무총장에 대한 한국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을 재확인하고 설명한바, 사무총장은 방한
하고 싶으나 사무총장의 방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이나 구체적 계기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양해를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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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1985.10.4. 최광수 대사를 주유엔대사에 임명하였으며, 최광수 신임 주유엔대사는 1985.11.27.

대사부임 - UNICEF(유엔아동기금) 대표부,
1984

| 85-005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국제연합과

MF번호

2015-3 / 24 / 1~34(34p)

1. James P. Grant UNICEF 사무국장은 1984.7.27. 주유엔대사 앞 서한을 통하여 Antonio Hidalgo 주한
UNICEF 상주대표 후임으로 Hallvard K. Kuloy 현 주버마대표를 임명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임명동의를 요청함.
2. 정부는 1984.8.22. Hallvard K. Kuloy의 주한 UNICEF 대표 임명에 동의함을 UNICEF 사무국에 통보하
도록 주유엔대사에게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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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uloy 신임 주한 UNICEF 대표는 1984.11.5. 외무부장관을 예방한바,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장관은 그간 UNICEF와 한국이 만족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한국은 관련 분야에서 진전을
이룩하였다고 말하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한국이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복지 부분에
UNICEF의 계속적인 협력을 당부함.

Kuloy
대표는 한국이 그간 급속히 발전하여 UNICEF가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하고 어느 면에서
한국에서 UNICEF의 활동 분야가 좁아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간의 한국-UNICEF 협력 사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징표라고 언급함.

외무부장관은
뉴욕 방문 중 UNICEF 사무국장 Grant를 만나 유익한 대화를 가졌다고 언급한바, Kuloy 대표는
Grant 사무국장이 현재 Child Survival Revolution 계획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특히 아동 사망률
이 높은 나라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함.

- 동 대표는 모유 먹이기 운동, 방역 사업 등 Child Survival Revolution 추진방법 등을 설명함.

대사부임 - 오스트리아, 1983

| 85-0057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3 / 25 / 1~37(37p)

1. 오스트리아 외무성은 1983.1.18. 현 주인도대사인 Georg Hennig(45세)를 주일대사로 임명 발표하고,
1983.7.13. Hennig 주일대사에 대한 한국 겸임 아그레망을 구두로 요청함.
정부는 7.29. Hennig 대사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함.

2. Hennig 신임 주한 오스트리아대사는 1983.11.1.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경제, 통상,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함.
- 앞으로도 양국이 세계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계속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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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10.9.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 관련, 심심한 애도와 조의를 표함.
- 오스트리아는 과거 수년간 유엔 한국문제 토의 시 유엔헌장에 따른 평화적 해결 방안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객관성을 견지함.
- 한국은 지난 수년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여러 난관을 훌륭히 극복하여 왔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은
매우 유익하게 발전되어 괄목할 만한 무역량이 양국을 연결시켜 주고 있음.
- 문화 부문에서도 지난 수년간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유대관계가 형성되었고 현재도 교류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어 양대 문화권이 더욱 긴밀한 협조의 길을 트고 있는 중임.
- 1984년 초 오스트리아 외상의 방한은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됨.

대사부임 - 오스트리아, 1985

| 85-005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2과

MF번호

2015-3 / 26 / 1~137(137p)

1. Georg Hennig 주한 오스트리아대사(일본 상주)는 1985.4.9.~11. 한국을 방문, 이임 인사차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을 예방함.
2. Georg Hennig 대사는 1985.1.28. 주일대사에 Peter Moser 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주한 상주대사로
임명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한국 정부는 2.13. 아그레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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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ser 신임 대사는 1985.5.11. 외무부장관을 예방,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하고 5.13.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Moser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오스트리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세 평화와
이해를 유지하려는 모든 노력을 환영하므로, 남북한 간 대화 재개는 희망적이고도 필요한 사태 발전으로서
오스트리아의 전적인 관심과 이해를 얻고 있음.
- 이 자리는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순간으로써 오스트리아는 최초의 주한 상주대사를 파견하는 것임.
- 양국 간의 경제 및 문화관계는 매우 고무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근년에 양국 외무장관이 공식방문을
교환하였으며 지난해 오스트리아의 부수상 겸 통상장관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바, 이러한 유익한
상호교류는 장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시작에 불과함.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한 초대 상주 대사를 파견함으로써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는
열의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며 양국 외교관계에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임.
- 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랫동안 우호와 협력의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최근 수년간 특히 정부 고위인사의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더욱 강화되어 왔는바,
대사 재직 시 양국 간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기를 바람.

대사부임 - 방글라데시, 1984-85

| 85-0059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남아과

MF번호

2015-3 / 27 / 1~210(210p)

1. Matiur Rahman 주일 방글라데시대사(한국 겸임)는 이임 인사차 1984.8.13.~18. 한국을 방문,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2. 방글라데시 정부는 1984.8.17. Rahman 대사 후임으로 A. K. N. Ahmed를 신임 주한대사(동경 상주)로
임명하기 위하여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1985.1.11. 아그레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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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장관은 양국 관계가 긴밀해져 만족스럽게 여기며, 특히 금년 6월로 예정된 에르샤드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말함.

- 대사는 에르샤드 대통령 역시 방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동 방한은 성공적이 될 것이며 양국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이 장관이 10월 IMF/IBRD 연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6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바, 동 대사는 캐나다 토론토 회의 시에는 참석자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승차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배려한 바 있다고 말함.

4. Ahmed 대사는 1985.5.14.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및 전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대사는 방글라데시가 국가 건설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있어서 한국을 포함한 우호국가의 이해, 지원 및 협력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면서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함.
 대통령은 에르샤드 대통령의 방한이 양 국민의 번영에 기여할 보다 긴밀한 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전
마련하게 되기를 희망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Ahmed 신임 대사는 1985.5.11.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예방,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하고 환담

대사부임 - 벨기에, 1985

| 85-006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1과

MF번호

2015-3 / 28 / 1~126(126p)

1. 벨기에 정부는 1985.7.12. Van Roey 주한대사 후임으로 Yves Vercauteren을 주한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8.8. 아그레망을 부여함.

2. Vercauteren 신임 대사는 1985.11.29.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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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는 모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옹호해 왔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양국 간의 경제
관계에서는 정치·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우호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는바, 양국
간 교역량 증대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음.
- 벨기에 수상과 외상, 대외 무역상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내년 4월에는 전 대통령이 벨기에를 공식
방문할 예정인바, 동 방문이 양국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함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확신함.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양국 관계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치하하며 앞으로 양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제
분야에서 균형된 관계발전이 계속되기를 바람.
- 양국 정부와 국민 간의 이해를 진작시키고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주요 인사 교환방문을 포함한
제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람.

대사부임 - 버마, 1984-85

| 85-006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남아과

MF번호

2015-3 / 29 / 1~157(157p)

1. 미얀마(구 버마) 정부는 1984.11월 이임한 U Kyi Maung 대사의 후임으로 U Thein Aung 외무성 의전
실장을 주한대사(동경 상주)로 임명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1984.12.3. 아그레망을 부여함.

2. U Thein Aung 신임 주한 버마대사는 1985.2.21.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그간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하게 증진되어 왔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신임 대사의 부임으로 양국 관계가 앞으로 더욱 증진 발전되고 양국 모두에게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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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와 협력에 바탕을 두고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버마를 대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과 특권으로 여기며 양국 간의 우의와 친선관계가 시간이 감에 따라 꾸준히 발전되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함.
- 양국 간에 현존하는 우호적인 유대가 본인 재임 동안 더욱 견고해지리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원은 물론 대통령의 귀중한 조언과 협력이 있기를
희망함.

대사부임 - 덴마크, 1985

| 85-006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3 / 30 / 1~78(78p)

1. 덴마크 정부는 1985.3.18. Jorgen Holm 주한 덴마크대사 후임으로 Hans Jorgen Assing 외무성 통상
3국장을 주한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3.26. 아그레망을 부여함.

2. Hans Jorgen Assing 신임 대사는 1985.8.14. 외무부장관을 예방,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함.
108

3. Assing 대사는 1985.8.21.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 신임장을 제정함.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국의 지속적이고 경이적인 성장과 더불어 양국 간 협력은 의료 분야로부터 조선, 첨단기술, 연수생
교환, 시범 농업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유익한 결과를 실현하고 있음.
- 1984.5월 여왕의 부군 헨릭 공이 방한, 대통령을 예방하였고 최근에는 상공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덴마크를 방문한 바 있으며 슐튀터 덴마크 수상이 금년 10월 공식 방한을 고대하고 있음.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국전쟁 당시 덴마크가 병원선을 보내 준 것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여
왔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덴마크의 메디컬 센터와 협동운동을 통한 지원은 한국의 의료 및
농업분야 발전에 고무적 역할을 함.
-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지난 4년 동안 3배나 증대되었다는 사실도 역시 유념할 만한 일이며, 슐튀터
수상의 공식 방한이 더욱 긴밀한 양국 관계의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함.

대사부임 - 핀란드, 1985-86

| 85-006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3 / 31 / 1~130(130p)

1. 조선일보는 1985.5.3. 핀란드 정부가 한국에 상주 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함.
핀란드 최대 일간지 헬싱긴 사노맛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들은 5.4. 6월 초에 상주 대사관을 서울에 개설키로
3일 결정되었다고 보도함.

2. 핀란드 정부는 1985.8.14. Unto Kalervo Tanskanen 현 외무성 고문을 주한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정부는 9.16. 아그레망을 부여함.

수 없게 됨에 따라 Juha Paivio Puromies 대사를 주한 상주대사로 임명키로 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2.13. 아그레망을 부여함.
4. Puromies 신임 대사는 1986.2.5. 외무부장관을 예방,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하고 2.6.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초대 주한핀란드 상주대사로 임명된 것을 큰 명예로 생각하며 양국 간의 우의와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
- 한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핀란드 제2위 교역 상대국이 되었으며 핀란드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발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한국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의 일례로서 유럽에 알려진 최초의 한국 어문법이 핀란드의 언어학자인
람스테트에 의해 1939년 집필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음.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핀란드 정부의 초대 주한 상주대사로서 신임장을 제정하게 된 것은 핀란드 정부가 양국 관계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의 정도를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는 핀란드
정부의 열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믿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핀란드 정부는 1985.11.12.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한 Tanskanen 대사가 건강 문제로 부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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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부임 - 프랑스, 1984-85

| 85-0064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3 / 32 / 1~77(77p)

1. Baeyens 주한 프랑스대사는 1985.2.6.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프랑스 정부가 동 대사 후임으로 Jean
Bernard Ouvrieu 외무성 제1참사관(현직 국제원자력기구 집행위 프랑스 대표)을 내정하였다면서
동 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2.26. 아그레망을 부여함.

2. Ouvrieu 신임 대사는 1985.8.21.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110

요지는 다음과 같음.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방한은 양국 관계의 현실적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미테랑 대통령은 전 대통령을
방문 초청함.

1986년은
양국 간 평화, 우호, 통상, 항해조약 체결 100주년을 맞는 해이며 양 국민으로서는 우의의 근거와
양국 관계 발전의 논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3.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6년은 양국 간에 수교 100주년을 맞는 경사스러운 해이며 프랑스는 지난 세기에 있어서 한국인에게 최초로
기독교 사상과 서양 문명을 접할 수 있게 해 준 나라임.

지난
1세기간 다져진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수교 100주년을 계기로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함.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정착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정당한 노력을
프랑스 공화국이 계속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함.

대사부임 - 독일, 1984-85

| 85-0065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3 / 33 / 1~139(139p)

1. 독일 정부는 1984.10.2. Jurgen Kleiner 외무성 인사과장을 신임 주한 독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10.18. 아그레망을 부여함.

2. Jurgen Kleiner 신임 대사는 1985.2.10. 외무부장관을 예방,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하고
2.21.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독 양국은 100년 이상의 외교 관계 속에서 자유에 대한 압박 및 전쟁들로 인해 많은 변화와 고난으로

수 있었기에 양독 간의 단계적인 관계 개선이 가능했던 것임.

한국이
금세기 말 이전에 지구 상에서 고도로 발달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독일의 산업은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3.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양국은 국토 분단의 고통을 겪으며 평화적 통일이라는 공통의 열망을 갖고 있으며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각기 동·서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함.

양국이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 나라 국민성이라 할 수 있는 성실과 근면, 그리고
창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고 있음.
 세기에 걸친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가 평화, 자유 및 번영이라는 공동목표에 기초를 두고 서로
한
유사한 역사적 배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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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철된 역사를 체험하여 왔는바, 오늘날도 양국은 민족의 의지에 반하여 각기 분단됨.

한국이
북한 공산 집단의 침략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동족 상잔을 겪었던 반면 독일은 이 같은 불행을 피할

대사부임 - 가나, 1980-85

| 85-0066 |

생산연도

1980~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4 / 1 / 1~143(143p)

1. 가나 정부는 1981.12.7. Ilfred Giisie 주일 가나대사를 주한대사(겸임)로 임명코자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나, 주가나대사는 1982.2.6. 가나 혁명정권이 미국, 서독, 일본, 인도, 나이지리아, 기니아 등
7개국 주재대사를 소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보고함.
가나 외무성 의전장 대리는 2.11. Ilfred Giisie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철회하는 구상서를 곧 보내겠다고
하고 후임 대사가 임명되는 대로 다시 아그레망을 요청하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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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나 정부는 1985.4.26. 주일대사로 내정된 James Leslie Mayne Amissah 외무성 아프리카 국장을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고자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6.4. 아그레망을 부여함.

3. Amissah 신임 대사는 1985.10.2. 외무차관을 예방,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제출하고 10.4.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가나공화국 롤링스 국가원수 겸 임시국가방위위원회 의장의 안부를 전하며 가나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실질협력을 모색키 위한 노력이 전 대통령의 영도하에 획기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만족
스럽게 생각함.

최근
가나의 투자법 공포와 더불어 양 국민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관계는 더욱 더 그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바, 한국 정부 관리 및 민간업계와 협력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함.

4.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가나가 롤링스 의장의 탁월한 영도하에 정부와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음을 충심으로
경하함.

양국이
개도국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남남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가일층 증진될
것으로 확신함.

대사부임 - 온두라스, 1985

| 85-006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미과

MF번호

2015-4 / 2 / 1~156(156p)

1. 주과테말라대사는 1985.2.19. 겸임국 온두라스 외무차관이 공한으로 Jose Delmer Urbizo Panting
대만 상주 온두라스대사를 주한대사(겸임)로 임명코자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정부는 3.21.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주과테말라대사는 1985.3.21. 공한으로 Urbizo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 사실을 통보하고 3.29.
온두라스 외무성 의전장과 임명 발표 시기를 협의한바, 동 의전장은 온두라스 정부가 한국 및 대만
정부에 대한 대사 임명을 철회했다고 말함.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7.9. 아그레망을 부여함.
4. 주과테말라대사는 1985.7.12. 겸임국 온두라스 외무성 의전장에게 Sierra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한바, 동 의전장은 상부로부터 지시에 따라 Sierra 대령은 군부 내 사정으로 군무 계속
종사가 결정되어 아그레망 요청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함.
5. 온두라스 정부는 1985.7.25. Anibal Enrique Quinonez Abarca 주일대사를 주한대사(겸임)로 임명코자
아그레망을 요청해 온바, 정부는 9.10. 아그레망을 부여함.
6. Quinonez 신임 대사는 1985.11.29.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해 온두라스 정부와 국민은 분쟁과 폭력이 팽배하고 있는 중미지역에서 평화와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정치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함.
전 대통령은 답사에서 양국이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음에 만족을 표하고, 특히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무대에서 온두라스 정부가 보여 준 각별한 우의는 이와
같은 유대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온두라스 정부는 1985.5.6. Cesar Augusto Elvir Sierra 대령을 주한대사(일본 상주)로 임명코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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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부임 - 인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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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4 / 3 / 1~75(75p)

1. 인도 정부는 1985.6.18. Sudhir Tukaram Devare 외무성 차관보를 신임 주한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7.9. 아그레망을 부여함.

2. Devare 신임 대사는 1985.10.2. 외무부차관을 예방,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하고 10.4.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신임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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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6차에 걸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마침으로써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했으며 교육, 사회, 공업,
기술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함.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1985.7월 인도를 방문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유익한 의견을 교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경제 통상 교류가 급성장하여 지난 수년간 무역량이 배가되어 근 10억 달러에 이름.

그러나
양국 간에는 무역 불균형 문제가 있는바, 교역 품목을 다양화하고 잠재력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발함
으로써 시정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양국 간의 협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지고, 내년 초 상호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전
인도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3.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국민과 함께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함.

우호와
상호 이해로 특징되는 양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문화교류를 통해 발전되어 왔는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양국 관계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하며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장애도 양국의 공동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함.

대사부임 - 이스라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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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동과

MF번호

2015-4 / 4 / 1~147(147p)

1. Amnon Ben-Yohanan 주한 이스라엘대사(동경 상주)는 1985.6.24.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이임 예방한
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Ben-Yohanan 대사는 재임기간 중 주한 대사관 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섭섭하나 후임 대사 재임 중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대사는 중동 평화문제의 다음 단계로서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중요한 인접국이며 지금까지 양국 간에
동
유별난 충돌도 없었던 요르단과의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장관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재개가 실현되지 못한 사정은 한국으로서도 섭섭한 일이나 여건이 좋아지는
이
관계 증진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원한다고 말함.

2. 이스라엘 정부는 1985.7.1. Yaacov Cohen 주베네수엘라대사를 신임 주한 이스라엘대사(동경 상주)로
임명키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8.8. 아그레망을 부여함.

3. Cohen 신임 대사는 1985.11.29.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 신임장을 제정한바,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스라엘 정부의 목표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이스라엘-아랍 분쟁이 상호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웃 아랍 국가들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며 이집트와 더불어 다른 아랍 국가들이
평화 대열에 동참하게 되기를 진실로 희망함.

4. 전두환 대통령은 답사에서 이스라엘의 중동평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포괄적이고 정당한
평화가 관계 당사자의 꾸준한 노력으로 조속히 성취되어 이 지역 모든 국가가 세계평화와 복지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면서 평화로이 살 수 있기를 기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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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을 평가하며 인접국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사부임 - 이탈리아, 1985

| 85-007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4 / 5 / 1~92(92p)

1. Emanuel Costa 주한 이탈리아대사는 1985.6.4. Graziella Simbolotti 주중 이탈리아대사관 공사를 후임
대사에 임명하는 데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7.9. 아그레망을 부여함.
이탈리아 정부는 7.20. Simbolotti 공사를 주한 신임 이탈리아대사로 임명함.

2. Simbolotti 신임 대사는 1985.9.25.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예방,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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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최근 양국은 협력을 확대하여 왔으며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은 실질협력 관계 증진의 초석이 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협력을 적극 추진함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믿으며 본인은 임무 개시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협조하에 동 과업을 추진코자 함.

이탈리아
정부는 국제적 중심지의 하나로서 점증하는 대한민국의 중요성과 한국 정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치를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러한 역할이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유익할 것임을 확신함.

3.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국과 이탈리아는 여러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바, 특히 양 국민이 평화 번영을 향한 공통된 염원을
가지고 있으며 찬란한 문화유산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양국
관계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우호협력 관계가 양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더욱 굳건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되기를 희망함.

대사부임 - 노르웨이, 1985-86

| 85-007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2과

MF번호

2015-4 / 6 / 1~90(90p)

1. 주한 노르웨이대사관은 1985.12.27. 노르웨이 정부가 Lars Tangeraas 외무성 의전차장을 신임 주한
노르웨이대사로 임명키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1986.1.31. 아그레망을 부여함.

2. Tangeraas 신임 대사는 1986.5.7.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 신임장을 제정한바,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노르웨이 정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사태 발전을 주시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의 평화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의 통상관계는 조선 분야를 포함하여 급격히 신장되어 왔는바, 노르웨이
정부는 양국 간의 경제·통상 및 조선 분야에서의 관계가 장차 더욱 더 강화될 수 있기를 기원함.

3.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노르웨이와 한국이 1959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여 온 것을 만족
스럽게 생각하며 노르웨이는 활발한 조선 분야 협력을 통하여 북구제국 중 가장 큰 한국의 교역 상대국이 됨.

신임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이러한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가일층
증진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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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노르웨이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궁극적 목표가 조속히 성취되기를 기원함.

대사부임 - 네덜란드, 1985-86

| 85-007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4 / 7 / 1~66(66p)

1. 주네덜란드대사는 1985.11.12. Hoytink 주한네덜란드대사가 12월 중으로 경질될 것이며 후임으로는
현 주프랑스대사관 차석인 J. TH. H. C. van Eb Benhorst-Tengbergen 전권공사가 내정되었다고 보고함.
2.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1985.12.18. 외무부에 대해 A. B. Hoytink 대사가 임기를 종료하고 동일 한국을
떠났으며 신임 대사 도착 시까지 C. van Rij 3등서기관이 대사대리직을 수행하며 1986.1.7. 이후에는
W. O. Servatius 1등서기관이 대사대리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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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nhorst-Tengbergen 신임 대사는 1986.4.1.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 신임장을 제정한바, 신임장 제정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3백 년 전 네덜란드 동포 중 몇 분이 한국을 서구에 최초로 알린 일이 있으며 오늘에 있어서도 한국은 상상의
대상으로서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음.

1985년에
수상을 포함한 다수의 네덜란드 고위인사들이 방한했다는 사실은 폐허였던 나라가 30년에 이룩한
발전상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하겠음.

불과
한 세대 후인 오늘에 이르러 한국은 세계의 존경과 감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많은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4. 전두환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최근 양국 간 고위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됨에 따라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도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
특히 루버스 수상의 공식 방한은 상호 협력의 정신 아래 번창해 나갈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
하겠음.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우호협력 관계가 양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더욱 굳건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함.

영사부임, 1985

| 85-007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5-4 / 8 / 1~23(23p)

1.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5.6.26. 영국 정부가 William Boyd McCleary 씨를 주한 영국영사로 임명하는
영국 여왕 명의의 영사위임장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한국 정부의 영사인가를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7.3. 외무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8.14. 장관 명의의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2.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85.12.2. 동 대사관 Yves Vercauteren 대사의 주한 총영사 겸임 발령에 따른
영사위임장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한국 정부의 영사인가를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12.11. 대통령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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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를 받아 12.21. 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주한 이스라엘 명예영사 임명동의 문제, 1985

| 85-007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중동과

MF번호

2015-4 / 9 / 1~31(31p)

외무부 중동과가 1985.4.18. 작성한‘주한 이스라엘 명예(총)영사 임명 동의문제에 관한 검토’
제하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검토 배경
이스라엘 측 요청
120

- 1962.4월 이스라엘 측의 집요한 요청으로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 한국의 대아랍 관계 감안, 소극적 관계 유지
- 외교관계 수립 후 7년간 주이스라엘대사 임명 보류
- 1978.2월 이스라엘 정부는 예산 사정을 이유로 주한 상주대사관을 폐쇄하고 주일대사로 하여금 겸임토록 함.
미국 측 관심 표명

- 1984.7.27. 및 1985.2.28. 미 하원 솔라즈 의원은 주미대사 면담 시 이스라엘의 주한 상주공관 재개
요청에 대해 선처 요청
- 1985.3.21. Michael Armacost 미 국무차관, 한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을 좀 더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기를 희망

2. 주한 명예(총)영사 임명 동의 시, 아랍 측 반발 및 예상 문제점
아랍권의 항의 야기
대이스라엘 관계 증진의 시초로 해석, 대한국 제재 가능성
문제의 장기화 소지 불가피
한국의 아랍권 미수교국 관계개선 노력 저해
주한 상주공관 유치 노력 저해 가능성
북한의 한·아랍 관계 이간을 위한 적극 악용 필연적

3. 한국 입장 및 대책
아랍 측 반발 및 대한국 의심 야기 가능성이 크므로 명예영사 임명 동의는 시기상조
이스라엘 측 요청 및 미국 내 유태계 로비 영향력을 감안, 장기적으로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재개 포함 주한
사무실 개설 문제의 긍정적 검토 필요

미국
및 이스라엘 측에 한국의 대아랍 관계 설명, 이해 촉구(원유, 수출, 건설, 인력수출 등), 관계 개선 시 북한의
적극 악용 가능성 및 현재의 한·이스라엘 실질 협력에 지장이 없음을 해명할 필요

명예영사 접수 - 아프리카지역, 1985

| 85-0075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4 / 10 / 1~40(40p)

1. 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 정부는 강영규 전 주코트디브아르대사를 주한 명예총영사로 임명키로
결정하고 1984.10.16. 및 11.30. 주한 코트디브아르대사관(도쿄 상주) 공한을 통해 정부의 동의를
요청해 옴.
외무부는 12.28. 강영규 대사의 주한 코트디브아르 명예총영사 임명에 동의하는 공한을 주한 코트디브아르대
사관에 전달함.

2. 기니비사우 외무성은 1984.12.13. 외무부 앞 구술서 및 12.14. 주세네갈대사관 앞 구술서를 통해 왕기용
요청해 옴.
외무부는 1985.1.21. 왕기용 동원수산 부사장의 주한 기니비사우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기니비사우 정부에 통보하도록 주세네갈대사에게 지시함.

외무부는
비에이라 기니비사우 대통령 방한 이전에 동 명예영사가 임명되도록 교섭할 것을 주세네갈대사에
지시함.
주세네갈대사는 1985.1.25. 한국 정부의 임명 동의 사실을 주세네갈 기니비사우 대사관에 통고하였으며
2.1. 기니비사우 대통령 및 외상에게 조속 임명을 촉구한바, 기니비사우 측은 지급 조치하겠다고 말함.

주세네갈대사는
4.1. 기니비사우 정부가 왕기용 부사장 명예영사 임명장을 대사관으로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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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수산 부사장을 주한 기니비사우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동의를

명예영사 접수 - 구주지역, 1985

| 85-0076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5-4 / 11 / 1~70(70p)

1.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4.11.7. 경상남북도, 전라남도의 영사업무를 관장할 부산 주재 영국 명예부영사로 곽
희우 씨(왕상은 협성해운 회장의 비서)를 임명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외무부는 1985.1.14. 동 임명에 동의함.

2. 핀란드 정부는 1985.4.17. 김영원 진도산업 회장을 인천 주재 핀란드 명예영사(관할지역: 경기도)로
임명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122

외무부는 5.23. 동 임명에 동의함.

3.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은 1985.7.29. 부산 시장의 추천을 받아 김중원 한일합섬공업 사장을 부산 주재
네덜란드 명예영사로 임명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외무부는 9.5. 동 임명에 동의함.

4. 아일랜드 정부는 한·아일랜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서울 주재 명예(총)영사관 설치를
구상하고 전·현직 주일(주한 겸임) 아일랜드 대사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한국 정부에 명예(총)영사
후보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1985.1.17.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을 후보자로 추천함.
주한 아일랜드대사관은 8.20. 박 회장을 주한 명예영사로 임명코자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외무부는 9.18. 동 임명에 동의하고 11.13. 영사 인가장을 박 회장에게 전달함.

명예영사 접수 - 미주지역, 1985

| 85-007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4 / 12 / 1~41(41p)

1. 코스타리카 정부는 1985.6.4.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을 명예영사로 임명하였음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외무부는 9.9. 동 임명에 동의함.

2. 주수리남대사는 1985.5.15. 수리남 정부가 현 명예영사로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후임으로
조욱래 대전피혁 및 효성알루미늄 사장(조석래 회장 동생)을 주한 명예영사로 임명키 위해 한국 정부의
임명 동의를 요청하여 왔다고 보고함.

가능한 한 5.26.까지 통보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하고 수상 방한 시 조욱래 신임 명예영사에게 6.4. 임명장
을 수여할 예정임을 보고함.

외무부는
6.21. 명예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3.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5.1.29. 겸임국 앤티가 바부다 부수상 겸 외상이 1.18.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구성건축연구소 대표인 강석환 씨를 동국의 명예영사로 임명코자 하는 데 따른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해 왔다고 보고하였으며, 정부는 7.30. 임명에 동의함.
앤티가 바부다 정부는 11.11. 강석환 씨를 주한 명예영사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주바베이도스대사관에 송부하면서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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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정부는 Udenhout 수상 방한 시 신임 명예영사에게 임명장을 부여할 계획이라 함.
주수리남대사는 Udenhout 수상 겸 외상이 방한차 1985.5.27. 출발 예정이라면서 조욱래 명예영사 임명동의 건을

123

무관접수 - 남미, 1976-84

| 85-0078 |

생산연도

1976~1984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2015-4 / 13 / 1~50(50p)

1.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79.2.23. 외무부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주한 무관부를 개설키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왔으며,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1.2. 신임 무관으로 한국에 부임하는 Eduardo
Dachequi 해군 대령의 인적사항을 보고함.
2.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82.10.15. 주재국 육군사령부가 Marcos Roberto Mansilla 육군 대령이 주한
상주 무관으로 임명되었음을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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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3.2.16. 주볼리비아대사관은 Siles 대통령이 2.9. Rico Toro 대령의 아그레망 요청서류에 서명하였으며
주재국 외무성 의전실에서 주한 대사대리에게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고함.
외무부는 2.23. 무관 임명에 동의함을 주한 볼리비아대사관에 통보함.

4. 주볼리비아대사관은 1983.6.24. 주재국 육군 총사령관이 6.23. 주한 무관 Toro 대령이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모친의 중병을 이유로 6.19. 볼리비아로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예편 조치하였다고 보고함.
볼리비아 정부는 10.18. 신임 주한 무관으로 Rolando Arzabe Claver 대령을 내정함.

5. 주한 칠레대사관은 1982.6.15. 공한을 통해 Atiliano Jara 대령이 1982.6.14. 출국하고 후임으로 Jorge
Carrasco 육군 준장이 6.8. 부임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6. 주콜롬비아대사는 1979.5.30. Carlos Camacho Leyva 국방장관을 부임 인사차 예방, 참전국의 국방
장관으로서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한국 국방장관의 뜻을 전하고 콜롬비아 국방무관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주재국 참모대학에 한국군 장교 1명의 입교를 요청함.
콜롬비아 국방장관은 무관 파견 관련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한국 장교의
입교를 즉각 승인함.

7. 주페루대사관은 주재국 정부가 1985.11.23. 주한 상주 무관부를 설치키로 결정하고 국방무관 공군
대령 Carlos de la Melena Guzman 및 보좌관 1명을 내정하였다고 보고함.
8.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1983.10.4. 주재국 외무성이 Rafael Gillermo Belmonte Hernandez 육군 대령이
주한 무관에 임명되었음을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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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5-4 / 14 / 1~309(309p)

1. 외무부는 1985.1.29. 대통령 보고를 통해 1964년 제정, 1977년 개정한 ‘주한 외교관 차량관계규칙’이
시행과정에서 주한 외교관의 외산차량 수입 또는 매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면서
현행 차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2.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외교관 재임기간 중 차량매도 제한기간의 연장

- 수입 후 매 2년마다 매도 가능토록 한 현 규정을 3년으로 연장
외교관 이임 시 매도 제한 기간의 조정

외교관 계급별 수입차종의 제한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제한이 없으나 외교관의 활동 및 기능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차종을 수입
토록 유도하고 계급별 차종수입 허가기준을 외무부 지침으로 설정, 유연성 있게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수입(구입) 허용대수의 조정 (국산차 구입 장려)

- 공관장은 1세대당 2대, 기타 외교관은 1세대당 1대 수입(구입)에서 외교관 1세대당 2대 구입을 허용하되,
최소한 1대는 국산차로 구입토 록하고 공관장은 종전대로 2대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2. 외무부 의전장은 1985.1.29. 주한 외교단장 Federico Carnauba 브라질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 2.1.부터
시행될 개정된 외교관 차량규칙에 대하여 사전 통보함.
3. 외무부는 1985.2.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규칙’을 개정, 2.1.부터
시행함을 국가안전기획부장,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치안본부장, 서울특별시장,
관세청장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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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차량인 경우 수입 후 1년, 두 번째 이상인 차량은 수입 후 2년 경과 시 매도 가능한 현 규정을,
부임 후 1년 이내 수입된 첫 번째 차량은 이임 시 언제든지 매도 허용하고 두 번째 수입한 차량은 이임
시라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타 특권자에게 매도 또는 재수출하는 것으로 개정

서부사하라(폴리사리오) 문제, 1985

| 85-008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5-4 / 15 / 1~30(30p)

1. 주프랑스대사관은 1985.2.12. 서부사하라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모로코 정부는 Hassan 국왕 즉위 기념식을 서부사하라 El Ayun에서 성대히 거행키로 결정하고 최근 전 외
교단에 동 기념식 참석 초청장을 발송함.

알제리는
Hassan 국왕 기념식이 El Ayun에서 거행되는 것이 그간 UN, OAU 및 비동맹회의에서 채택한 결의
안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므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임.

현재
프랑스는 동 El Ayun 행사에 불참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여타 EC 국가들도 프랑스와 동일한 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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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가능성이 있음.

2. 외무부는 1985.2.12. El Ayun 행사 참석문제와 관련 주요 공관의 입장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모로코
대사관에 지시함.
2.28. 모로코 정부는 Hassan 국왕 즉위에 즈음한 외교단 접견식을 3.3. 마라케쉬 별궁에서 개최키로 하고
외교단에 초청장을 발송함.
 주모로코대사는 마라케쉬 별궁에서 개최된 Hassan 국왕 즉위 2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함.
3.3.
Hassan 국왕은 연설에서 모로코의 주권은 북쪽의 Tanger로부터 서부사하라 남단의 Laguira까지 포함하여
불가분이며 결코 협상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함.

3. 모로코 외교단장인 Belloum 대사(중앙아 대사)는 1985.4.4.자 공한을 통해 5.10. 서부사하라 Layoune
관광을 계획하고 각국 대사들의 참여를 요청함.
주모로코대사관은 동 여행에 주모로코대사관 김종록 참사관의 참가를 건의함.

4. 주모로코대사관 김종록 참사관은 1985.5.10.~12. 주재국 외교단 22명과 함께 서부사하라 일대를
시찰하고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재국은 당초 전 외교단을 망라, 금번 시찰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EC 제국 등 일부 국가들이 폴리사리오를
지원하고 있는 알제리를 의식, 이를 기피하자 주로 제3세계 국가들로 금번 시찰단을 구성함.

주재국은
1,400km에 달하는 서부사하라의 대폴리사리오 전선 유지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들여 이 지역에
10만 병력을 유지하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한 경제 재건 계획 추진을 확고히 함.

대인도 관계강화 검토,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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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4 / 19 / 1~11(11p)

주인도대사관은 1984.8.3. 한·인도 관계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외무부에 건의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인도 관계 강화의 중요성
북한이 최근 제3세계권을 겨냥, 정치 및 경제 분야 등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에게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불가피한 실정임.

인도는
소련 및 공산권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인도를 통하여 이들 미수교국과 비정치

2. 정치 관계 강화의 한계성
인도는 최근 들어 한국의 국력 신장 및 국제적 지위 신장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 증진이 북한과의 관계 증진보다
실질적으로 유익하다고 인식해 가고 있으나, 그와 같은 인식만으로 인도의 기본적인 대한반도 정책이 변화
되기는 어려울 것임.

1983.3월
뉴델리 개최 제7차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이 비동맹 밖에 머물고 있는 한
인도와 한국의 정치관계 강화에는 한계가 상존할 것임.

3. 경제관계 강화를 통한 등거리 정책의 변질 도모
한·인 경제관계가 실질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인도가 표면상으로는 등거리 정책을 표방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여 등거리 정책의 변질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함.

4. 정상외교를 통한 획기적 전기 마련
1983.10월 버마사건으로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실현되지 못하였는바, 인도 측이 대통령의 조속한 방인을
희망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너무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방인하게 될 경우, 인도 측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5. 종합적인 경제협력 추진
한국은 1978년부터 인도와의 교역에 있어 출초를 기록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무역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인도
측은 이를 시정키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한국으로서는
단순한 통상 차원만이 아닌 전반적인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을 인도 측에
제시, 한국이 인도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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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의 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있음.

대미국 의회활동 및 경제외교 강화 방안,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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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5-4 / 21 / 1~162(162p)

1. 외무부는 1985.11.23. 대미 의회활동 및 경제외교 강화 방향을 수립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미대사관 조직 강화

- 의회 담당공사 신설을 통한 의원 접촉 분담
- 대미 의회업무 실무 인력 대폭 보강
- 대미 경제업무 실무 인력 보강
- 미국인 전문가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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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본부 활동 강화 방안

- 외무부가 대미 경제 외교 현안의 교섭창구 역할 담당
- 본부의 정책 입안 및 분석기능 강화
- 대미관계 전문인력 양성
건의 사항

- 재외공관 및 본부 직원 정원 증가: 13명
- 미국인 전문가 고용을 위한 예산 확보
- 주미대사관 청사 재배치
- 의회 및 경제·통상문제 전문가 연수 추진
- 의회 관련자료 전산화 예산 확보

2. 주미대사관은 1985.11.28. 미국지역 공관 경제활동 강화 방안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미 각 공관 간의 유기적 정보교환 체제 강화
대미 로비의 입체적 추진
경제홍보 강화 및 친한 단체 육성
공관 경제외교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3. 외무부는 1985.12월 ‘주미대사관의 대의회 활동 및 경제외교 인력보강 방안’을 수립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미대사관 인력 및 조직 강화
총영사관 경제업무 강화
건의 사항

- 주미대사관 실무 인력 증원 3명
- 주미 4개 중점 총영사관에 경제전담 직원 배치 4명
- 미국인 전문가 고용을 위한 예산 확보
- 의회 관련 자료 전산화 및 예산 확보
- KDI 및 KIET 연구위원 각 1명 주미대사관 파견
- 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로비 활동 강화

인도네시아의 대한 정책, 1985

| 85-008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4 / 22 / 1~50(50p)

1985.1.9.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주재국의 대남·북한 정책을 비교 검토한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남북한 기본관계
인도네시아는 한국 문제를 포함한 정치, 군사적인 동북아 안정이 자국 국가개발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비동맹회의 등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영향력 행사를 희망함.

한반도
통일은 한국의 국내 문제이므로 인도네시아는 개입하지 않으며, 다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결정에 따라야 함.

2. 지역 문제
대통령의 태평양 연안국 정상회담 구상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이라는 영역이 있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므로 동 구상에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음.

아세안은
캄푸치아 문제 국제회의 개최를 지지하며 여타 정치적 해결 방법도 존중함.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동국 내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주장함.

3. 세계적, 국제적 관계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소 협상 재개 노력을 환영하며 군축회담도 재개되기를 희망함.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창설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비동맹의 순수성 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인도네시아·
한국 간 쌍무관계를 고려, 한국의 비동맹 가입 문제에 신중히 대처하고 있음.

4. 경제 관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7번째 교역 대상국이며 수출입 공히 중요함. 한국은 동국산 원유를 일산 2만 배럴로
증가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농산물 수출시장임. 한국은 완제품 수입에 고율관세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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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주한 유엔군 철수에 동의함. 그러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일본 사회당·자민당의 남·북한 교차 교류 동향
및 대책, 1985. 전2권. V.1 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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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1.15. 일본 사회당 우파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당 개혁추진 그룹의 활동상황, 주요
주장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하였으며, 1.17. 주일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사회당 개혁추진 그룹은 사회당 정책심의회 서기 겸 외교부회의 사무국 담당 마루야마 등 사무국 간부 3명으로
구성된 정책 그룹으로 정권구상 연구회 등 우파와 이념을 같이하면서 현실주의적 정책 채택을 주장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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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파 그룹임.

금번
배포된 문서는 사회당의 그간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역사 인식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 권위에
무조건 추종해 온 결과라고 비난하면서 북한 일변도의 사회당 정책을 비판하고 있음.

2. 국회사무처는 1985.2.25. 외무부에 일본 사회당과의 교류창구 설치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이와 관련, 주일대사관은 3.7. 국회의 대사회당 교류창구 설치는 시기상조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사회당의
대북한 관계 추이 및 대한 관계 개선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85.6월 ‘일본 사회당의 대한 접근에 대한 분석’ 제하 자료에서 일본 사회당의 대신민당
교류 제의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되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사회당 주도로 대한 정책 전환 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가 성급히 응할 경우 사회당의
정책 선전에 이용 당할 가능성이 있음.

자민당의
대북 교류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사회당과의 교류 시작은 자민당의 대북 접근 명분을 제공하여 북한과의
교류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회당 측 열기가 식은 후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외무부는 1985.7.8. ‘일본 자민당, 사회당의 남·북한 교차 교류 동향 및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방일로 일본 정부 및 자민당은 한·일 우호관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명분하에 대남·북한
관계의 균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일본의
기존 대북한 정책 기조를 견지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자민당의 대북한 교류를 억제토록 함.
일본의 대북한 관계 진전을 한·중국 관계 진전에 적극 활용함.
사회당과의 사적 접촉은 허용하되 공적 접촉은 대한 기본노선(북한 승인, 한국 불승인) 변경이 전제되어야 함.

5. 일본 외무성은 1985.7.30. 사회당 도이 다카코 부위원장이 7.31.~8.2. 방한할 예정이라고 주일대사관에
통보하면서, 외무성은 최근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변화와 관련, 금번 동 부위원장의 방한에 한국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7.30. 주일대사관은 도이 다카코 부위원장의 비자 신청에 대해 본국으로부터 연락이 오기까지 행정 절차상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함.

도이
부위원장은 금번 방한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임.
131

중이므로 11월 중 의원단 파일은 곤란하며, 양당 간의 교류문제는 개헌 투쟁 쟁점이 흐려질지도 모르므로
일단 유보하기로 하고 이를 일 사회당 측에 전달키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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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민당은 1985.10.14. 일본 사회당 이시바시 위원장의 11월 중 친선교류 제의에 대하여, 국회가 개원

일본 사회당·자민당의 남.북한 교차 교류 동향
및 대책, 1985. 전2권. V.2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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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민당 이민우 총재를 비롯한 총재단은 1985.11.9. 이상옥 외무부차관과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 차관은 사회당이 북한 노동당과 우당 관계를 맺고 일·북한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3자회담 지지, 북한 인사의 방일 주선과 일본 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바, 사회당의 대한 자세가 변경되지
않은 한 신민당의 사회당과의 교류는 국가 이익상 및 대일 외교 수행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중히 다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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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언급함.
 총재는 사회당이 현재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려 하면서 한국의 야당과 손을 잡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신민당으로서 이를 일방적으로 거절할 필요는 없으며,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한국의 국익을 대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사회당의 당 강령 변경 움직임도 있는 단계인 만큼,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2. 외무부는 1985.11.15. 일본 사회당과의 교류문제에 대한 외무부 당국자 논평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회당의 대한 기본노선과 정책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정당이 일본
사회당과 교류를 하는 것은 대남 통일선전 책략에 이용 당할 위험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교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음.

3. 신민당은 1985.11.18. 총재단 회의에서 11.23.~24.로 예정되었던 일본 사회당과의 교류를 위한 실무자
대표단 파견을 당분간 보류키로 결정함.
4. 외무부는 1985.11.22. ‘일본 사회당 원로들의 대한정책 전환에 관한 의견서’ 제하의 평가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년 12.16. 당 대회에 앞서 대한 정책에 대한 당내 여론을 재차 환기하려는 의도임.
동 의견서가 사회당의 1986년도 운동 방침에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함.
당 대회에서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논란 경계

5. 외무부는 1985.12.5. 신한민주당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일본 사회당이 종래의 북한 일변도 정책을 변화
시킬 움직임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동 당과의 교류 문제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설명함.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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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3.16. ‘고르바초프 등장 후 소련의 대중국, 대한반도 정책 전망’에 관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북아에서 미국 세력 증대 및 미·일·중국 간 대소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
북한과의 우호협력 조약에 입각하여 선린우호 관계 유지, 한반도 문제의 이해관련국으로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 소외 배제, 3자회담 반대 입장

한국과는
실리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 국제행사 등 비정치 분야 교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나 가까운

2. 대통령실은 1985.7.4. ‘소련 외무차관의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요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카피차 소련 외무차관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언급 요지 (6.26. 소련을 방문 중인 가스톤 시거 백악관 안보보좌관
면담 시)

- 북한은 소련과의 사전 협의나 지원 약속 없이는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
- 소련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을 진실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단순한 선전 목적의 거론인지 알 수
없음.
- 소련은 남북대화가 결실을 거두고 북한이 반대하지 않으면 통상사무소 개설이나 기타 교차 접촉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소련은 88 올림픽이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기를 바람.
미 국무부의 실무적 평가

- 소련의 남북한 직접 대화 지지는 처음 있는 일임.
- 통상사무소 설치 등의 언급도 흥미로우나 현실적으로 소련의 정책적 변화로 보기는 어려움.
- 서울 올림픽 장소 변경 언급은 북한을 의식한 발언으로 간주함.

3. 외무부는 1985.8.23. ‘한국의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위원회(CCAMLR) 가입에 대한 소련의 반응’에
관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련은 한국이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가입을 위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한국의 위원회 가입을 수락할 것임.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과 관련, 북한이 남극조약에 가입을 희망할 때 남극조약 당사국에 의하여 가입이 허용
될 수 있다면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

동독
정부도 한국의 위원회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베를린 주재 호주대사관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하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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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대한국 태도 변화 기대는 난망시됨.

중공·소련 문제 협의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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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5 / 3 / 1~59(59p)

1. 전두환 대통령은 1985.6.7.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일·중·소 등 열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소련과 중국(구 중공)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6.25. 외무부는
중·소 문제 협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함.
7.12. 국방대학원은 중. 소 문제 연구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교수를 참석토록 조치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국가안전기획부는‘중·소 문제 연구협의회’대신‘중·소 문제 협의회’
7.13.
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임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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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수시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방부는 동 회의 개최 시 경제 부처 및 경제문제 연구기관의 참여가 요망됨을 통보함.
7.16.

2. 외무부는 1985.10.25.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 문제 협의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제1차 회의를 11.19. 개최키로 함.
명칭: 중·소 문제 협의회
개최 시기: 매 분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구성: 외무부, 국방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장급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경제부처 및 경제문제 연구기관의 관계관도
참석토록 함.

3. 1986년도 1/4 분기 중·소 문제 협의회를 1986.3.5. 개최함.

포르투갈어 사용 아프리카국과의 삼각협력,
1983-84

| 85-0088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5 / 4 / 1~43(43p)

1. 주포르투갈대사는 1983.6.27. Gaspar da Silva 주재국 외무성 협력담당 부장관을 면담한바, 동 장관은
한국이 포르투갈과 협력하여 포어 사용 아프리카 제국과 삼각 협력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주재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주포르투갈대사는 주재국이 아프리카 포어 사용국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83.7.5. 아프리카 미수교국 진출을 위한 삼각협력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가급적 직접 교역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재무부는 아프리카 미수교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고 사회주의 체제하의 정치적
9.6.
불안 등으로 한국기업 진출이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83.9.12. 미수교국 진출을 위한 삼각 협력 방안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 주포르투갈
대사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간 레벨의 교역 장려, 가급적 직접 교역을 추진
농업 및 가공식품 분야 진출
국별 공업화 정도에 따라 그 나라 특성에 알맞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발견하고 중·소규모 민간업체의 현지 투자
및 사업 촉진을 장려

포르투갈을
전진 기지로 이들 아프리카 미수교국들이 필요로 하는 경공업 제품 수출을 삼각 무역으로 점차
확대하거나 포르투갈에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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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경제기획원은 민간 레벨의 교역을 장려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제3국과 합작 등의 형태로 공동 진출하되

한·호주 정무일반, 1985

| 85-008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5 / 5 / 1~105(105p)

본 문건은 1985년도 한·호주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호주대사는 1985.2.11.~14. 빅토리아 주를 방문하고 출장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방문기간 중 주 총독, 수상, 대법원장 등 주정부 주요 인사와 호주 IOC 위원, 호주 노총위원장, 적십자사
사무총장 등 사회단체 간부를 방문, 동 주와의 우호 및 통상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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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hael Clancy 주한 호주대사관 참사관은 1985.4.18. 오윤경 외무부 국제법규과장을 면담, 한국-호주
간 법원 판결의 상호 집행문제에 관한 Aide Memoire를 전달함.
3. 주호주대사관은 1985.6.27. 중장기 정세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호크 수상의 노동당 정부는 1987년까지 계속 단독 정권 유지 전망
대북한 관련,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잠재성 및 노동당 정권의 전방위 외교노선에 따라 조심스런 접근 유지
예상

한·호
양국 간 정기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시드니에 문화·홍보 센터 설립 운영

4. 주호주대사관은 1985.9~10월, 인권문제와 관련 한국 내 복역 중인 서승, 서준식, 황인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법무부에 조회하여 이들의 죄명 등을 통보함.
5. McLenan 호주 정보분석청 차장은 1985.11.17.~21. 방한하여 11.20. 외무부차관을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보분석청은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같은 기구이며 규모는 작으나 전략적, 정치적 및 경제적인 주요 interest에
관련되는 제반 정보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 주 임무임.
1988년은 한국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실현되는 시기인 만큼 한반도의 금후 수년은 안정과 민주화 및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매우 중요한 시기임.

한·소
관계는 KAL기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 현안 문제가 남아 있으나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경기에
소련이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작년부터 교류가 재개되고 있음.

북한의
올림픽 공동주최 주장은 IOC 헌장에 위배되므로, IOC와 한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한·벨기에 정무일반, 1985

| 85-009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5 / 6 / 1~22(22p)

본 문건은 주벨기에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1985년도 한·벨기에 정무 일반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벨기에대사는 1985.1.14. R. Mollet 국제군인체육회(CISM) 사무총장과 면담한바, 동인은 88 서울올림픽
개최와 관련, 동구 제국은 대체로 반대 입장이나, 강경 국가군과 온건 국가군으로 양분되고 있으며
소련, 동독, 체코, 불가리아는 강경국으로,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는 온건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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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회당은 현재 북한에 관한 한 아무런 접촉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벨기에의 긴밀한 우방인
한국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착실한 민주 발전을 이룩할 것을 열망한다고 언급함.
3. 주벨기에대사관은 1985.10.4. 주재국 외무성 발행(1984.12월) ‘An Asian Policy for Beligium’ 책자 중
대한반도 정책 관련 부분, 벨기에 외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문 등 한·벨 정책협의회 참고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4. 주벨기에대사는 1985.10.5. 주재국 Leopoldsburg 시에서 개최된 한국전 참전부대 창설 35주년
기념행사에서 Miss Therese Cambier와 Mr. Ande Tobback에게 수교훈장 숭례장과 부상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벨기에대사는 1985.2.27. Gerard Deprez 벨기에 남부 기독사회당 당수와 면담한바, 동 당수는

한·중국 정무일반, 1985

| 85-009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5 / 7 / 1~21(21p)

본 문건은 1985년도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석승인 주한 대만대사관 공사는 1985.2.8.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 김대중 귀국과 관련
2.5. 외무부차관의 주한 아시아국 대사관에 대한 브리핑 시 대만만 초청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고,
양국 간 외무부 국장급 선에서 상호 방문을 추진해 볼 것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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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6.5. 대만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국무총리 앞 선물과 관련, 국무총리 명의 답신 및 답례
품을 주대만대사관에 송부함.
주대만대사관은 6.7. 상기 국무총리의 답신 및 선물을 주재국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전달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국방부는 1985.8.27. 대만 특전사령관 및 일본 항공막료장 일행의 방한 초청 계획을 통보하면서
동 계획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외무부는 9.5. 일본 항공막료장 초청에는 의의가 없으나 대만 특전사령관 방한 초청 건은 최근 중국 군용기
불시착 사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 건이 완전히 타결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정일권 국정자문위원은 1985.12.24. 유국화 대만 행정원장을 예방한바, 유 행정원장은 한국의
대공산권 문호개방 정책 선언 이후 장관급 등 고위 공직자의 대만 방문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한·대만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고위 공직자가
보다 많이 대만을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함.

한·카나다 정무일반, 1985

| 85-009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5-5 / 8 / 1~54(54p)

본 문건은 1985년도 한·캐나다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Donald Campbell 주한 캐나다대사는 1985.1.18. 이상옥 외무부차관을 면담하고, Clark 외상의 방한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민 관련, 캐나다는 국내 경제사정 악화로 이민자 수를 제한하고 있고 캐나다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특히 고용창출) 투자이민을 유도할 방침임을 밝힘.

외무성 아태 차관보 방한 일정 주선을 외무부에 요청함.
3. Drake 캐나다 외무성 차관보는 1985.5.1. 외무부 제1차관보와 면담한바,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3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 개최 시기는 금년 10월 IBRD/IMF 서울 총회를 고려하여 9월 중 개최하자는 데
의견 일치함.

Drake
차관보는 Clark 외상의 7월 중 방한은 아세안 국가 및 소련 방문 등 일정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Mulroney 수상도 국내 문제로 인해 금년 내 방한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4. 주캐나다대사는 1985.7.3. Hadwen 외무성 동아국장과 면담한바, 동 면담에 동석한 Sheppy 한국
담당관은 태평양협력 HRD(인적자원개발계획) 사업추진과 관련, 말레이시아가 HRD 계획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여타 아세안국들도 동 계획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으므로 7.11.~13.
개최되는 확대 외상회의에서는 동 사업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5. 외무부는 1985.12.9. Merilyn White 캐나다 외무성 한국담당관이 11.20.~29. 방한하여 다음 일정을
가졌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외교안보연구원 방문, 남북한 관계 및 동북아 정세 의견교환
미주국장 주최 오찬
민정당 이종률 의원, 민한당 홍사덕 의원 접촉
경기원, 해협위, 청와대 경제비서실, 태평양특별반 관계관 면담 및 주한 미대사관 방문, 판문점 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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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rton 주한 캐나다대사관 1등서기관은 1985.4.17. 장재룡 북미과장 앞 서한을 통해 Drake 캐나다

한·감비아 정무 일반, 1985

| 85-009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5 / 9 / 1~12(12p)

본 문건은 1985년도 한·감비아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세네갈대사관은 1985.7.12. 감비아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감비아 공식 방문 초청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85.7.22. 주세네갈대사의 감비아 출장 시 금년 유엔 총회 및 앙골라 비동맹회의 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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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도록 지시함.
3. 주세네갈대사는 1985.12.20. 세네갈·감비아 정부 간 위원회 참석차 감비아 대표단장으로 다카를 방문
중인 Sallah 감비아 외무차관과 면담한바, 동 차관은 최근 다카에서 북한 측이 정식 경로를 통한 연락 및
사증 획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건성 및 농업성에 직접 공한을 발송, 원조 제의를 한 바 있다고
언급함.
4. 주세네갈대사는 1985.12.26.~29. 감비아를 출장한바, 출장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Jabang 외상은 Jawara 대통령 방한, 앙골라 비동맹회의에서의 선두 발언, 공동 제안국 등 강력한 지지를 감안,
1986년도 경제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요청함.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기증도서 전달식 거행
1986년 비동맹 정상회의 대비, Jabang 외상 부부 및 Sallah 차관의 재방한을 건의
대감비아 정파의사 2~3명 재파견 방침 결정
농수산 또는 보건 분야 무상 원조 계속 방침 결정
1986년도 연수생 10명 접수 등

이스라엘의 튀니지 소재 PLO본부 공습 관련 대응,
1985

| 85-009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5-5 / 10 / 1~91(91p)

1. 외무부는 1985.10.1. 이스라엘의 튀니스 소재 PLO 본부 공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함.
IMF, IBRD 총회 주최국으로서 중립 견지 내지 국제 분쟁에 대한 개입 자제
추후 필요할 경우, 외무부장관 명의 튀니지 외상 앞 메시지 발송

2. 외무부는 1985.10.2. 이스라엘의 PLO 본부 폭격에 대한 주재국의 반응 및 언론 동향을 보고하도록
중동지역 공관장에게 지시함.
외무부는 10.4. 아랍권의 반발을 감안하여 정부 또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 발표는 현 단계에서 고려치 않으나
규탄함.

3. 외무부는 1985.10.10. 소련, 중국(구 중공), 일본, 프랑스 등 다수 서방국가들이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가 10.3. 이스라엘 규탄 결의를 채택한 점 등을 감안,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PLO 본부 공습을
비난하며 이는 튀니지의 주권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 및 국제법에 대한 침해 행위”라는 내용의
주튀니지대사 명의 공한을 주재국 외상 앞으로 발송토록 지시함.
주튀니지대사관은 10.12. 상기 공한을 불어로 작성, Souidi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에게 수교함.

4. Whitehead 미 국무차관은 레이건 대통령 특사로서 1985.10.21. 튀니지를 방문, 부르기바 대통령,
음잘리 수상, 에셉시 외상 및 발리 국방상을 면담, 이스라엘의 PLO 본부 공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레이건 대통령은 폭격 사건을 개탄함.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 시 미국은 기권함으로써 튀니지 측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하고, 이로써 튀니지와의 우호,
유대 관계를 반영함.

양국은
앞으로 중동평화 실현에 계속 노력하는 데 합의하였고 미국은 튀니지의 경제 발전과 안보 강화를 위한
원조에 적극 노력할 것을 재확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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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IBRD 참석 아랍권 인사 면담 시, 이스라엘의 행위를 국제법 위반 및 튀니지 주권 침해 행위인 것으로

한·이탈리아 정무일반, 1985

| 85-009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5 / 11 / 1~25(25p)

본 문건은 1985년도 한·이탈리아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이탈리아대사관 백 참사관은 1985.1.22. Teucci 주재국 외무성 아주과장을 방문, 주불 북한대표부의
명칭 변경과 관련 주재국 측 입장을 문의한바, 동 과장은 아세아 전문가 회의에서 불측이 자진하여
본건에 관해 해명을 하지 않는 한 동 회의 의장으로서 관례상 문의하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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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불승인, EC 공동보조 방침을 충실히 견지하고 있으며 양국간 기본관계는 돈독하다고 언급함.
2. 주이탈리아대사는 1985.2.23. Forte Di Pietralata 부대에서 거행된 한국전 참전 부대인 이탈리아 이동
병원 68부대의 귀국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한국에 주둔하였던 부대원(40여 명)에게 훈장을
수여함.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참전 부대원 60여 명이 참전협회를 결성, 한국과의 유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감안,
이들의 방한을 비롯, 국내에 기념탑 건립을 외무부에 건의함.

3. 외무부는 1985.3.5. 주이탈리아대사관이 건의한 참전용사 방한 초청 및 국내 기념탑 건립을 재향군인
회에 검토할 것을 요청함.
재향군인회는 3.20. 1985년도에는 가용예산이 없어 초청이 불가하나 1986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함,

4. 1985.7.9. 외무부는 1986.5월초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제12차 서방 7개국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동
회담에 참석하는 이탈리아 크락시 수상을 방한 초청할 계획을 수립하고 동 실현을 위해 적극 교섭
하도록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지시함.
주이탈리아대사는 9.5. 수상실 Visconti 외교담당 보좌관을 면담한바, 동 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초청에 사의
를 표하고 수상의 수락 여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통보하겠다고 말함.

외무성
Sammacca 의전장은 9.5. 크락시 수상의 방한 초청에 감사하며 수상이 선진 7개국 정상회담 이후에
방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5. 주이탈리아대사는 1985.12.3. Fabio Fabbri 상원 원내총무(사회당)를 면담한바, 동인은 양국 의원 간의 빈
번한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상 등을 직접 살펴보기를 희망하면서, 88 올림픽의 동
구제국 참여를 위하여 이탈리아가 동·서 화해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한·일본 정무일반, 1983-85

| 85-0096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5 / 12 / 1~85(85p)

본 문건은 1983~85년 한·일본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내무부는 1984.9.5. 주한 일본대사관 광보관 투석 사건(8.29.)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함.
주동학생 김종일 등 18명을 인지, 계속 수사 중이며 그중 김현배 등 5명은 즉심에 회부, 구류 조치하였음.
일본대사관에 기동대 1개 중대 및 사복 7명, 일본 광보관에 종전 1개 소대에서 2개 소대와 사복요원 4명으로
병력을 증강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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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에 사의를 표함.
3. 주일대사관 이기주 공사는 1985.1.16. 고토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과 면담,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해
협의한바, 고토 국장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북한 노동신문 대표단이나 일·조 협회 대표단의 방일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 없다고 말하고,
설사 일본 정부가 동 대표단의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일·북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나,
대북한 관계 격상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

김대중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김대중의 귀국 문제, 귀국 시기 등에 관해 문의함.

4. 외무부는 1985.2.2. 한국 비행기의 일본 영공 침범에 대한 사실 관계를 국방부에 조회함.
국방부는 2.22. 조난 선박의 구조를 위해 일본 방공식별 구역 내 비행한 사실은 있으나 영공 침범 사실은 없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주한
일본대사관 수다 1등서기관은 3.30. 한국 비행기의 일본 영공 침범에 관한 일본 측 조사 결과를 외무부에
전달함.

5. 외무부는 1985.12.27. 일본 내각 100년사 원고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힘.
나카소네 수상은 서문에서 역사의 교훈을 겸허히 배운다는 말로써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밝히고 있음.
한국과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교과서 문제 당시 관방장관 담화 내용과 같음.
한국 관계 기술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4.9.12. 주한 일본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최근 홍수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만 달러

한·리비아 정무일반, 1985

| 85-009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5-5 / 13 / 1~138(138p)

본 문건은 1985년 한·리비아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건설부는 1984.12.1. 외무부에 한·리비아 친선협회 설립에 대한 리비아 측의 공식 입장, 한·리비아
친선협회 설립의 필요성 등을 현지 공관을 통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2.13.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대표 Mr. Abdulssayed의 국내 활동에 대한 보안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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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함.
동 대표는 보사부, 국회, 대학 등 각계와의 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는바, 외교 창구 일원화를 위해 본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킴은 물론 해당기관에도 동 건에 관한 적극적인 이해를 촉구토록 함.

한·리비아
친선협회는 리비아의 선전 도구화될 위험이 농후한바, 당분간 동 협회의 발족을 지연토록 하고
부득이 발족되는 경우, 신분이 확실한 인사들이 관여토록 유도함.

국민사무소의
국내 침투대상인 명지대학 아랍어과 및 주변 인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함.

3.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는 1985.3.26.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리비아 입국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한
외무부 직원의 태도에 항의하는 한편 사증 발급에 관해서는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간 현안인 한·리비아 항공회담 개최가 상당 기간 연기됨.
Naji 주한 리비아국민사무소 영사는 3.25.부터 한국 근로자의 리비아 입국사증 신청 시 경찰 신원증명을
첨부할 것을 치안본부 및 외무부에 통보함.
외무부는 4.2. 상기 공한을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로 반송함.

4.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영사 Naji Shalgham은 1985.4.13. Korea Herald에 게재된 리비아 비방 기사를
이유로 한국 근로자의 리비아 입국사증을 4.16.부터 전면 중지한다고 해외건설협회에 통보함.
양측은 협의 끝에 Korea Herald가 리비아 국민사무소 희망에 따라 4.20. 관련 해명기사를 게재키로 상호
양해함.

리비아
외무성은 4.27. 주리비아대사관 앞 공한에서 한국 근로자가 서울에서 리비아 입국사증 발급신청
시 요구하는 경찰증명서 제출 면제를 주한 국민사무소에 지시하였음을 통보함.

5. 국회사무처는 1985.4.26. 외무부에 한·리비아 의원친선협회가 조속히 결성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주리비아대사관은 5.22. 주재국은 IPU(국제의원연맹) 회원국이 아닐 뿐더러 어떠한 국회와도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국 간 의원친선협회 구성 추진은 가급적 지연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외무부에
건의함.

6. 리비아 군 수사당국은 1985.11.27. 본국 휴가차 출국수속 중인 대우(주) 소속 직원을 군사기밀 탐지
혐의로 연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함.
Omran Hamouda 외상 임시서리는 12.3. 상기 조사가 일단락되었으므로 한국인의 출국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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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비아대사관에 통보함.

한·마카오 정무일반, 1985

| 85-009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5 / 14 / 1~49(49p)

1. 주홍콩총영사는 1985.6.5. 마카오를 방문, 마카오의 중국(구 중공)대표로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이며
마카오 중화총상회 회장 겸 입법위원인 마만기를 면담한바, 동인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음.
남북한 적십자회담, 경제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가 되기 바람.
한·중국 간 교역은 비록 간접 방식이나 앞으로 질적, 양적으로 증가될 것임.
한국의 직교역 희망 의사를 6.6. 전인대상무위 참석차 북경 방문 시 유관당국에 전달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알려 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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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은 1985.6.28. 마카오를 방문, 마만기 중화총상회 회장을 면담한바,
마 회장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금번 북경에 가서 한국의 직교역 희망 의사를 국가 지도층에 반영하였는데, 한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우호적인 것으로 이해하나 현 상황하에서는 일정 기간 간접 교역을 계속해야 될 것임.

한·중국
관계는 공개적으로는 홍콩 신화사 내의 이재문으로 연결시키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협조하겠음.

3. 주홍콩총영사는1985.10.4. 마카오 소재 카모에스 공원 내에 건립된 김대건 신부 동상 제막식에 참석함.
동 제막식에는 김수환 추기경, Da Costa 마카오 천주교 주교, 마카오 총독 등 요인 외에 한국인 천주교 신도
150여 명과 홍콩 주재 한국 특파원 등 약 200명 이상이 참석함.

4. 김재춘 신임 주홍콩총영사는 1985.12.18. 마카오에 출장, 마카오 원동대학 Convention Hall 개막식
참석 및 주요 인사를 신임 예방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2.18. Costa 마카오 총독 주최 오찬에 참석한바, 동 총독 내외는 지난 방한 시 한국 정부의 환대에 거듭 사의를
표함.
12.18. 마만기 중화총상회 회장을 예방한바, 마 회장은 한·중국 관계 개선은 시간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나 자신의
가능한 모든 지원 제공 용의를 표명함.

12.19.
마카오 천주교 Costa 주교를 예방하고 김대건 신부 동상 제막식에서 보여 준 동 주교의 협조에 재차 사의를
표한 후 한·마카오 관계 강화를 위한 동 주교의 계속지원을 요청함.

한·멕시코 정무일반, 1985

| 85-009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5 / 15 / 1~45(45p)

본 문건은 1985년 한·멕시코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Gonzales 주한 멕시코대사(동경 상주)는 1985.3.28.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면담한바, 동 대사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양국 간 계속적인 무역역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의 시정을 위한 양국 간 노력이 필요함.
한·멕 비자면제 협정은 관광 목적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으나 Businessman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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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ex 사절단,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3개 사절단, 그리고 Sepulveda 외상 방한 등 5개의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한다고 통보함.
3. 주멕시코대사는 1985.10.28.~30. 멕시코 제2의 도시인 과달라하라를 방문, 과달라하라 시 주최 한국의
날(10.29.) 기념행사에 참석함.
10.30. 멕시코 주재 상사단이 참여한 한국 상품 카탈로그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동일 오찬에는 Plata 과달라
하라 시장 등 주요 인사를 초청, 한국의 발전상 및 올림픽 준비상황을 홍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Fuentes 주한 멕시코대사대리는 1985.10.7. 조갑동 미주국 심의관을 면담, 1985~86년 중 멕시코 정부는

한·스웨덴 관계, 1985

| 85-010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5 / 16 / 1~69(69p)

본 문건은 1985년 한·스웨덴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nders Jonsson 주한 스웨덴대사관 2등서기관은 1985.2.28. 김대중을 방문, Palme 수상의 김대중
앞 서신을 전달함.
Palme 수상의 서신은 과거 김대중이 동 수상 앞으로 보낸 서신에 대한 답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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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스웨덴대사관은 1985.2.6. 교포 한영우가 한글판 간행물 ‘오늘의 한국’을 발간, 현지 교포 및 유학생
등 한인사회에 배포 중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한영우가 평통위원이며 오랫동안 문화원의 대표와 현지어 홍보 간행물의 발행인을 맡아 왔던 점을 감안, 동인에
대한 회유책을 계속함.

3. 주스웨덴대사관은 1985.2.27. 현재 평통자문위원으로 있는 조장원, 천순옥, 한영우 대신 송요승, 이상헌
및 오인석을 평통자문위원으로 추천함.
주스웨덴대사관은 3.7. 한영우가 한국 및 주재국 정부 고위인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경거망동한다는
이유로 동인을 평통자문위원에서 해촉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4. 주스웨덴대사관은 1985.5.7. 현지 한인회에서 회장 비난 및 부회장단 사임 등 불화가 발생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주스웨덴대사관은 교민 대다수가 교민 화합을 중요시하고 있어 현재의 교민 문제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민 사회 스스로에 의해 현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보고함.

5. 이정오 과기처장관이 1985.9.5.~7. 스웨덴을 방문하였으며, 방문 기간 중 한국에너지연구소와 스웨덴
Studvik Energitekni사 간에 핵에너지 연구 및 개발에 관한 협력 약정을 체결함.
6. 주스웨덴대사관은 1985.9.21. 현지 한인회가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였으며, 한영우의
선동으로 야기되었던 한인사회의 불화는 해소되었으며 한인회의 기능도 정상화되었다고 보고함.

한·시에라리온 정무일반, 1985

| 85-010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5-5 / 17 / 1~49(49p)

본 문건은 1985년 한·시에라리온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는 1985.7.20. Abdul Karim Koroma 신임 시에라리온 외상에게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전을 타전함.
2.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은 1985.8.8. 주재국 유일 정당인 All Peoples Congress(APC) 총재에 피선된
민주정의당은 8.14. Momoh 총재 앞 노태우 당대표위원 명의의 축하서한을 송부함.

3. 수산청은 1985.9.16.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에 대한 원양선원 송출 허용 필요성을 외무부에 문의함.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은 9.29. 송출 선장 등의 고용 조건이 현지 수산회사의 고용조건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기존
한국 선장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동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송출을 불허함이
바람직하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1985.9.30. 시에라리온 대통령에 당선된 Momoh APC 당 총재 앞으로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전달하도록 주시에라리온대사관에 지시함.
5. 외무부는 1985.11.28. Momoh 대통령 취임에 즈음한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전달하도록 주시에라리온
대사관에 지시함.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은 11.29. 동 축전을 외무성 Bangura 의전장을 통해 전달함.

6.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은 1985.12.1. 주재국 외무장관에 유임된 Abdul Karim Koroma 장관에 대해 외무
부장관 명의의 축전을 건의함.
외무부는 12.3. Koroma 외상 앞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전을 타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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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h 장군에게 민정당 총재 명의로 축전을 발송해 줄 것을 건의함.

한·태국 정무일반, 1985

| 85-010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5-5 / 18 / 1~36(36p)

본 문건은 1985년 한·태국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태국대사관은 1985.4.16. 주재국 Thalerng Thamrong-Navasawat 농업협동성 차관이 5월 초 방한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태 양국 간 제2단계 구상무역의 원만한 이행 및 한국의 대태국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동 차관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주한 태국대사관은 4.23. Thalerng 차관이 5.1.~5.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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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렁 태국 농업협동성 차관은 1985.5.2. 농수산부차관과 면담한바, 탈렁 차관의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이 타피오카 펠렐 관세를 20%에서 7%로 인하한 데 대해 감사하며, 이런 조치는 태국 농민에게는 물론이
고, 한국의 축산 농가에게도 결국 값싼 사료를 쓸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호간 유익한 조치라고 봄.

사료업계가
가격 문제에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이해되나 이것은 결국 한국 측의 비료 수출과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다른 사료곡물(수수 또는 옥수수)로의 전환도 고려될 수 있다고 봄.

향후
양국은 농·수산·축산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함.

3. 국회사무처는 1985.9.17. 외무부에 8월 방한한 Ukrit 태국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예방 시 양국 의회 간
의원친선협회를 연내 결성 완료하고 의원 친선 사절단을 상호교환 방문키로 합의한 바 있음을 통보하면서,
의원친선협회가 연내 결성되도록 교섭하여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9.20. 태국 측이 의원친선협회를 연내 구성할 수 있도록 주태국대사관에 교섭을 지시함.
주태국대사는 10.25. Ukrit 국회의장을 방문, 태국 측의 조속한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위한 Ukrit 의장의 노력을
요청함.

한·터키 정무일반, 1983-85

| 85-0103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5 / 19 / 1~89(89p)

본 문건은 1983~85년 한·터키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터키대사는 1983.6.24. 이임 인사차 에브렌 대통령을 예방하고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대통령의 방터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함.
2. 터키 참전용사협회는 1983.6.28. 주한 터키대사관을 통해 대통령의 동 협회 명예회원 증서 및 패를
외무부는 7.11. Yalta 터키 참전용사협회 회장이 대통령을 동 협회 명예회원으로 추대한 것을 수락할 것을 건의
한바, 대통령실은 7.21. 이를 수락함.

3. 외무부 구주국장은 1983.8.18. Tunabas 주한 터키대사를 초치, 터키대표의 제38차 유엔 총회 기조연
설 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 발언하도록 협조 요청함.
주터키대사는 8.19. Yavzalp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유엔에서의 강력한 지지를 요청한바, 동 차관은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유엔에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4. 주터키대사관은 1984.3.22. 이선념 중국(구 중공) 국가주석의 터키 방문(3.13.~19.) 결과 및 양국 간 외상
회담에서 언급된 한반도 문제에 관한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이미 완화되고 있으며 한국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하여 해결함이 바람
직함.

중국은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된 지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장 고조 지역이 될 것으로 보지
않음.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반응이 아주 호의적이었고 북한에 대한 지지 발언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에 대하여도 언급하지 않음.

5. Tunabas 주한 터키대사는 1984.10.23. 이임 인사차 외무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터키-소련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소련과 터키는 모두 17회의 전쟁을 치렀으며 1947년 소련이 터키 일부를 속령화하려고 시도하여 미국이 개입한
일도 있었음. 현재 소련 내에는 5천만 명의 터키 민족이 거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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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에 송부함.

한·영국 정무 일반,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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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1983~85년 한·영국 간 일반적 정무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영대사는 1983.1.26. 주재국 외무성 Lord Belstead 국무상과의 면담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방한은 한·일 관계를 위하여 중요한 일이었으며, 특히 한국이 동 수상 취임 후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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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홍콩
문제와 관련, 영국은 영국, 중국(구 중공) 당사국 쌍방에 납득이 가는 한도 내에서 홍콩 자체의 안정과
번영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함.

10월
영국 총선 실시 여부 논의와 관련, 국내 각 정당의 전당대회, 국회 활동 등 사정을 감안하는 경우 가능성이
있는 관측임.

2. Spreckley 주한 영국대사는 1984.11.6.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1월 중 Harding 외무성 차관보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등 주요 인사의 방한이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1985년 초에는 1~2명의 각료급 인사 방한이 예상되며 Tebbit 상공상도 방한하기를 바라고 있음.

한국의
무역자유화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영국은 무역 불균형 문제보다는 한국의 시장을 영국에
인식시킨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음.

3. 주영대사는 1985.4.3. Howe 외상을 예방하고 동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Howe 외상은 영국 회사가 포항제철의 확장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경협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주영대사가
북한의 IMO(국제해사기구) 가입 신청이 6월 이사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 Howe 외상은 영국은 host country로서 이 문제에 관해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언급함.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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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ultz 미 국무장관 및 Weinberger 국방장관은 1985.1.31. 상원 외교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증언한바, Shultz 장관의 한국 관계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시 레이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소련의 잔악성을 똑바로 알았다고 하였음.
그러나 핵무기 감축이 우선 중요하다는 신념하에 군축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함.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공 사례 등 이 지역의 경제 약진은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음. 그러나 소련의 군사력
증강, 한반도 긴장의 미해결 등 이 지역 장래에 위험을 안겨 주는 문제들이 있음.

방향 등을 설명한바, 동 의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Solomon 인권소위 공화당 간사는 한국의 금번 해금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자신이 속한 소위에 보고하겠다
고 말함.

조찬에
참석치 못한 Solarz 아태 소위원장은 김대중을 포함한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에 대한 제한을 철폐한
것은 일대 용단이라고 평가함.

3. 주미대사관은 1985.3.5. Solarz 소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한국 문제에 관한 하원 아태 소위 및 인권
국제기구 소위 합동청문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Solarz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잔여 14명의 정치활동 규제자에 대한 해금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환영받을 조치라고 언급함.

금번
청문회는 당초 김대중 귀국 시의 공항 사건에 초점을 두었음.
전면 해금 조치가 미국 내 비판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킴으로써 청문회에서는 김대중 및 인권 문제에
관하여는 거의 질문이 제기되지 않음.

김대중과
동행 귀국한 훼이헌 및 폴리에타 의원도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극히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김포공항 및 김대중 등에 관한 질문이나 언급은 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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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미대사는 1985.3.5. 하원외무위 소속 의원들과 조찬을 갖고 한국 정부의 해금 계획 등 향후 국정

서 Berlin 주재 한국 공관원의 동 Berlin 출입문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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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백림총영사관은 1985.2.8. 한국 공관원의 동백림 출입은 금지된 반면 1971년 백림 시에 관한
4대국 협정이 체결된 이래 북한 공관원의 서백림 출입은 허용되고 있는 불공평한 실정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반응 및 공관 평가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 서백림 주둔 미군사령관 및 현지 외교단 반응
주서백림 미군사령관 John Mitchel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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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lie Chekpoint에서 취체는 서백림 시당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동독 주재 북한 외교관의 출입을
통제할 근거는 밀수, 마약소지 등 관세법 위반 혐의 외에는 없음.
주서백림 미국 군사사절단 Nelson Ledsky 공사

- 한국 총영사의 동백림 출입 문제에 관하여 소련 측과 협의해 보겠음.
Nayer 주서백림 인도총영사

- 한국 공관원의 동백림 출입금지 이유가 소련의 의향인지, 동독 자체의 판단인지, 북한의 압력인지를
타진해서 알려 주겠음.
Anderson 덴마크 군사사절단 부단장

- 동서독 관계가 1971년 이래 상당히 개선되었으므로 동독과 소련 측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2. 주서백림총영사관 평가 및 참고사항
동독은 동백림이 동독의 수도라고 주장하며, 동백림에 대한 출입을 동독이 담당하고 있고 동독은 출입국 제한
국가로서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및 이스라엘을 지정하고 있음(전 독일문제연구소 정보실장 제공 정보).

한국
공관원이 다른 나라 공관원처럼 연합군사령관이 발행한 신분증만을 소지하고 동백림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공관원의 동백림 출입이 실제로 금지된 적은 없었다고도 할 수 있음.

- 다만, 전임 김봉규 총영사가 동독 측에게 입국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었던 사례가 있었
으며 이병용 통일원차관이 1984년 동·서 백림 운행 전차로 동백림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동백림역에서
입국이 거절된 바 있음.

임명진 주베네수엘라대사 겸임국 아이티 출장,
198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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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5.8.2. 겸임국인 아이티의 최근 정세 파악 및 유엔 총회에 대비한 사전 교섭을
위해 8월 말~9월 중 아이티 출장을 외무부에 건의함.
8.12. 외무부는 주베네수엘라대사의 9.2.~6. 아이티 출장을 승인함.

2.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5.9.2.~6. 아이티 출장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인사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Duvalier 대통령 영부인

Estime 외상

- 제40차 유엔 총회 관련, 금년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겠음.
Lafontant 내무국방상

- 금년 IMF 총회 기회에 아이티 대표단과 함께 방한을 고려 중이며 서울 올림픽에는 꼭 참석 예정임.
Jean Fortin Chery 외무성 경제국장

- 매년 한국 정부가 초청, 훈련하고 있는 아이티 연수생 수를 늘려 주기 희망하며, 대통령 영부인이 운영
하는 육영재단에 대한 원조도 각별히 고려해 주기 바람.

3.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5.9.12. 아이티 출장 후 다음 사항을 외무부에 건의함.
대통령 영부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 동인이 요청한 품목을 작년 수준에서 무상원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아이티 기술연수생 초청자 수를 1986년에는 8명 이상으로 증원
농업 이민 시범농장 건설과 관련, 1985.2월 사전 조사단의 현지 방문 결과를 기초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이민 사업 실행을 적극 검토
1986년 이후 적당한 시기에 대통령 영부인의 방한 초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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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상주공관 설치 결정을 환영함.
- 새마을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이티에서도 유사한 국민운동 시행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그간 육영재단 업무로 바빠 방한 기회가 없었으나,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고 싶음.

이규현 주노르웨이대사 겸임국 아이슬란드 출장,
1985.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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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11.22. 주노르웨이대사는 1985.1.12.~19. 겸임국 아이슬란드 출장을 승인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4.11.30. 외무부는 주노르웨이대사의 아이슬란드 출장을 승인함.

2. 주노르웨이대사는 1985.1.13.~20. 겸임국 아이슬란드 출장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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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Hermansson 수상과 면담한바, 동 수상은 한국과의 기존 유대가 강화되기를 희망하면서 북한과는 전혀
거래도 없지만 앞으로도 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
 Geir Hallgrimsson 외무장관은 한국의 적극적인 남북한 대화 추진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88 서울올림픽,
1.15.
IMF/IBRD 연례합동회의 등 한국이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및 행사에 아이슬란드가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고 다짐함.
 Mathiesen 상무·금융장관은 금년 10월 IMF/IBRD 연례합동회의 참석차 한국 방문 시 협조해 주기를
1.15.
요청함.
 David Oddsson 레이캬빅 시장은 서울 올림픽 준비 진척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수촌 아파트
1.15.
건설, 관광객 수용시설 등에 대해 문의함.

3. 주노르웨이대사는 아이슬란드 출장 후 다음 사항을 외무부에 보고 및 건의함.
아이슬란드에 대한 북한의 책동은 주목할 만한 것이 없으며 아이슬란드 국민도 북한의 책동에 영향 받을 우려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음.

앞으로
아이슬란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노르웨이대사가 매년 2회 겸임국에 출장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음.

주아이슬란드
한국 명예총영사는 사업가로 국내의 신망이 높으며 평소 한국 소개 활동은 물론이고 대사 출장 시
접촉계획 수립, 오·만찬 초청 등 제반 준비를 적절히 하는 등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바, 적절한 시기에
동인에게 훈장을 수여를 건의함.

Thorsteinsson, Petur 주한아이슬란드대사
(아이슬란드 상주) 방한, 1985.4.23-28

| 85-010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5 / 27 / 1~52(52p)

1. 주노르웨이대사는 1985.3.23. Thorsteinsson 주한 아이슬란드대사(아이슬란드 상주)가 겸임국 순방
계획의 일환으로 4.23.~28.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2. Thorsteinsson 대사는 방한 기간 중 외무부장관·차관, 상공부차관, 국정자문회의 의장, 서울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 등을 면담하였으며 잠실 올림픽 경기장, 현대조선 시찰 및 경주 방문
후 이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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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국 순방 기간 중 4.12.~16. 평양을 방문함.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면담 시, 강석주는 남북대화,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아주 진지한 태도였으며
정말로 한국과의 대화 및 긴장 완화를 원하는 것 같았음. 이러한 태도 변화는 그들의 낙후된 경제 및 중국의
압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됨.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제에 관해 강석주는 김정일이 위대한 지도자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업적도 많다고
말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Thorsteinsson 대사는 1985.4.23. 외무부장관을 면담한바, 동 대사의 주요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Gitonga, Phillip G. 일본상주 주한케냐대사 방한,
1985.9.9-20

| 85-011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5 / 28 / 1~75(75p)

1. 주일대사관은 1985.7.26. Gitonga 주한 케냐대사(도쿄 상주)가 8.13.~23. 방한할 예정이며 방한 기간
중 외무부장관 예방 및 경제기획원, 상공부 관계관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Gitonga 대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한 일정을 9.9.~18.로 변경함.

2. Gitonga 대사는 1985.9.10. 외무부 아프리카국장을 면담한바, 동 면담 시 Gitonga 대사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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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목적은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많은 민간회사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협력증진 방안을 의논하겠음.

한국은
기술수준에서 매우 앞선 나라이며, 케냐는 아직도 낙후된 국가로서 외환부족, 한발문제로 시달리고 있음.
기술이전 등 단기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 계속적인 한국의 지원을 기대함.

한반도에서
누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으며, 남북한 간의 대화가 계속되어 평화적으로
한국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

3. Gitonga 대사는 방한 기간(9.9.~20.) 중 외무부장관,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전경련 부회장, 무역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면담하고 대우실업, 판문점 및 땅굴, 제일모직, 삼성물산, 현대종합
상사 등을 시찰 또는 방문함.

김성구 주피지대사 겸임국 출장, 1985

| 85-011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5 / 29 / 1~40(40p)

1. 주피지대사는 1985.1.21.~25. 겸임국 솔로몬 아일랜드 출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출장자: 김성구 대사, 채한석 부영사
신정부 수상, 부수상, 외상 및 기타 다수의 각료를 접촉하여 새로운 대화 통로를 개설함.
Gibson 수석수산관은 1.24. 한국 어업협회가 제시한 조건을 비공식적으로 수락한다고 하면서 입어교섭을 매년
새로이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계약 체결을 제의함.

신정부의
수상, 부수상, 외상 등 주요 인사들은 모두가 북한과 수교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대한국

- Kenilorea 수상, Tovua 외상이 방한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방한 초청 가능성 검토
-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2~3만 달러 정도의 소액 원조(어업 장비, 농업 장비,
기타 솔로몬 정부가 필요로 하는 품목 등)를 건의

2. 주피지대사는 1985.2.17.~22. 겸임국 바누아투 출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출장자: 김성구 대사, 박승무 1등서기관
Molisa 외상은 2.18.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남북한 간 직접대화가 좋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2.18. Lini 수상 방문 시 한국의 태풍 피해 구호금 1만 달러를 전달함.
Lini 수상은 한국 정부의 방한 초청을 원칙적으로 수락한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외무성을 통해 한국
측에 통보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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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교 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판단됨.

주피지대사는
다음 사항을 건의함.

Moncef JAAFAR 주한 튀니지 대사(일본상주)
방한, 1984-85

| 85-011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5-5 / 30 / 1~101(101p)

1. Jaafar 주한 튀니지대사(도쿄 상주)는 1984.4.18. 방한하여 4.19. 외무부장관과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튀니지는 중동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PLO와 이스라엘 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음.
한국이 PLO의 자결권을 인정한 것은 온당한 일이며 공식성명 이상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여 주면 좋을 것임.
외무부장관의 튀니지 방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연 4~5회 서울 출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튀니지 관계 심화를 위하여 서울 주재 명예영사 임명을 추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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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2. Jaafar 대사는 동국 수상의 방한 문제 협의차 1984.9.21.~22. 방한하여 9.21. 외무부장관과 면담한바, 동
대사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10월 음잘리 튀니지 수상의 한국 방문이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바람.
튀니지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코자 함.
튀니지는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 협조를
희망함.

3. Jaafar 대사는 양국 관계 업무 협의 및 튀니지 사회문제장관 방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1985.6.19.~23. 방한하여 6.21. 외무부장관을 예방한바,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음잘리 튀니지 수상이 방한하였으므로 한국의 국무총리가 튀니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장관도 한·튀니지 공동위 개최 기회나 또는 별도 시기에 튀니지를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함.
튀니지 수상은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가 여부가 불투명할 당시에도 IOC 위원 자격으로 소련의 참가를 권유한
바 있음.

윤영교 주뉴질랜드 대사 겸임국 서사모아 출장,
1985

| 85-011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5 / 31 / 1~70(70p)

1. 주뉴질랜드대사는 1985.4.26. 겸임국 서사모아의 6.1. 독립기념행사 참석 등을 위해 5.31.~6.7. 동국 출장을
외무부에 건의함.
5.2. 외무부는 주뉴질랜드대사의 서사모아 출장을 승인함.
5.13. 외무부는 주뉴질랜드대사의 겸임국 출장과 관련, 다음 내용의 훈령을 하달함.

2. 주뉴질랜드대사는 1985.6.14. 겸임국 출장 결과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5.31. Tofilau Eti Alesana 수상 면담 시 3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와 수상으로 재선된 데 대하여 노신영 총리와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이 미화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물자 원조 제공 용의가
있음을 표명

5.31.
Safara 국회의장과 면담한바, 동 의장은 랑군에서의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국회도서관 비치용으로 한국에 관한 도서를 기증하여 줄 것을 요청함.

수상,
외무차관, 국회의장, 농수산장관, 건설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바, 이들은 북한이 남침 적화통일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대북한 단교정책은 계속 지속하겠다고 약속함.

1977년부터
한국 명예영사로 재직한 Carruthers 명예영사가 1985.2월 사임을 표명한바, 적임자가 선정되는
대로 후임 명예영사 임명을 건의할 예정임.

3.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85.9.17. 김진호 참사관의 겸임국 서사모아 출장(9.8.~11.)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서사모아 외무차관, 아주국장 등과의 면담 시 동인들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북한은 1983.12월 단교 이후 관계 재개 교섭을 제의해 오고 있으나 서사모아 외무성은 이를 무시하고 있음.
서사모아 정부는 유엔 총회 시 주유엔 서사모아대사대리가 참석, 짤막한 연설만 할 예정인바, 한국 지지 내용을
동 기조연설에 포함할지는 검토 중에 있음.

16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신정부 인사에 대한 1985.3월 총선 승리 축하
- 한-서사모아 간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 대북한 단교정책 계속 견지 요청
- 한국의 경제원조 지원 약속
- 신정부의 주요 대내외 정책 파악

주케냐 대사 겸임국 출장, 1985-88

| 85-0114 |

생산연도

1985~1988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2015-5 / 32 / 1~85(85p)

1. 주케냐대사는 1985.2.4.~9. 겸임국 모리셔스 출장 후, 외무부에 송부한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Jugnauth 수상은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함.
Gayan 외상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강화 차원에서 당분간 방북할 생각이 없다고 밝힘.
2.5. Golver 청년스포츠장관 주재하에 1984년도 원조차량 기증식을 거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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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모 친선협회 주최 만찬에는 국회의원 6명 포함 유력인사 30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진행됨.

한·모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건의함.

2. 주케냐대사는 이임 인사차 1985.5.2.~4. 겸임국 모리셔스 출장 후, 다음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수상 및 외상은 한국의 상주공관 개설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함.
Gayan 외상은 기술연수 제공 관련 공예기술 및 상품 마케팅 분야 훈련 제공을 강력히 요망함.
김철남 유도사범에 대한 유도복 50벌 지원을 건의함.

3. 주케냐대사는 1986.4.23.~5.3. 겸임국 스와질랜드 및 보츠와나에 출장함.
스와질랜드(4.23.~30.)

- 4.25.~27. 거행된 Mswati 3세 국왕 즉위식 등 행사에 참석함.
- Bekhempi 수상은 5~6월에 자신의 방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고 언급함.
보츠와나(4.30.~5.2.)

- 5.1. Knawako 상공장관과 양국 간 무역협정에 서명함.

4. 주케냐대사관 최종무 참사관은 1987.11.2.~4. 보츠와나에 출장, 업무 협의를 가진 후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989년 선거에 Masire 대통령의 재집권은 용이할 것임.
원조는 의약품보다 농업 기자재가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됨.

5. 주케냐대사는 1988.1.21.~23. 신년 하례 행사 참석차 겸임국 보츠와나에 출장함.

나까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수상 구주
순방, 1985.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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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 / 33 / 1~52(52p)

1. 1985.7.9. 외무부는 7.12.~21.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구주순방 중 체재국 주요 일정, 토의 사항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유럽 주재 해당공관에 지시함.
2. 주프랑스대사관은 1985.7.17. Lafosse 외무성 한일과장을 접촉, 일본 수상의 방불에 대한 불측 평가를
외무부에 보고함.

한 데 불만을 가지고 있음.

문화
면에서는 일 수상 자신이 많은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불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효과를 가져옴.

3. 주교황청대사관은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1985.7.17. 교황을 예방하고 다음과 같은 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중요한 과학기술 개발에 관한 문제
부강한 나라의 개발도상국가 발전에 대한 원조에 관한 문제

4. 주벨기에대사관은 나카소네 수상이 1985.7.18. 벨기에 도착, 7.19. Delors EC 집행위원장 면담,
Baudouin 국왕 예방, 국왕부처 주최 오찬, 벨·일 수상회담을 개최한 후 7.20. 귀국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5. 주이탈리아대사관은 나카소네 수상이 7.16. 주재국에 도착, 크락시 수상과 확대 회담, 수상 내외 주최
만찬, 7.17. 하원 및 상원의장 면담, 대통령 예방, 교황 알현 등의 일정을 가졌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6. 주일대사관은 1985.7.25. 나카소네 수상의 구주순방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나카소네 수상은 금번 순방 시 일본의 시장개방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인식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
으나 실질 문제 해결에 대해 원칙만을 고수함으로써 서구 측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금번 순방을 통해 일본은 미국의 보호하에 있는 국가라는 서구의 기존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관찰됨.
나카소네 수상은 문화 면에 많은 관심을 보인바, 이러한 제스쳐가 문화 애호 성향이 강한 프랑스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효과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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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 수상은 일본의 점진적 시장 개방 원칙 등을 천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
프랑스는 일본이 무역 불균형 등 실질 문제 해결에 대해 확고한 답변을 회피하고 일반적인 원칙만을 되풀이

호주·중공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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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5 / 34 / 1~119(119p)

1. 주호주대사관은 1985.12.14. 중국(구 중공)경제 개방정책의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외관계 기본 정책

164

- 근대화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 환경의 조성
- 광대한 국경선에 대한 안전 보장
- 독자적인 외교정책의 수행
- 평화공존 5개 원칙의 수행
경제정책

- 1~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
- 기존 기업에 대한 기술 혁신
- 대내교역 개발
- 교육 및 과학기술의 발전
- 외국의 공업기술 및 자본도입을 위한 분위기 개선
전망

- 개방주의 정책 수행에 따른 경제적 실적 및 개방주의 추진 세력의 정치적 기반 강화 등에 비추어 실용
주의적 방법을 통한 정책 재조정을 통하여 현 개방 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개방정책의 성공 여부는 행정조직의 능률화, 행정관리들의 능력 개선, 자원 배분의 개선, 외자도입
정책의 지속 등의 성공적 운영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
중국의 대호주 외교정책

- 중국은 호주를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진 방대한 국토의 근대화된 선진 경제체제의 국가로 간주
- 핵전쟁 방지 및 군축 문제 등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협의 대상자로 간주
- 또한 아세안 및 인도차이나 등의 안정 추구를 통하여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협력자로 간주

2. 주시드니총영사관은 1985.6.28. 호주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오찬 석상에서 연사로 초청된
중국 당중앙위원회 위원 겸 사회과학원장인 Ma Hong이 행한 ‘2000년대를 향한 중국’ 제하의 연설문을
외무부에 송부함.

미국·중공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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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2과

MF번호

2015-6 / 2 / 1~95(95p)

1.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1985.1.28. 동서문화센터 Diplomat in Residence 과정에 연수 중인 미국 외교관
Richard Widman의 말을 인용, 미국과 중국(구 중공)은 이미 오래전에 양국의 영사관 설치 계획에 합의
하였으며, 첫 단계로 상해와 샌프란시스코, 다음 단계로 묵댄과 휴스턴, 세 번째로 중경과 시카고,
네 번째로 우환과 호놀룰루에 각각 설치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주미대사는 1985.2.14. John W. Vessey 합참의장과 오찬 기회에 동인의 중국 방문 결과를 청취한바,
Yang Dezhi 중국군 참모총장 면담 시 Vessey 합참의장은 중국이 북한의 대남 도발 억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하자,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분쟁이 아니며 한반도 평화유지에 미국과 뜻을 같이하므로 협력하겠다고 답변함.

Yang
총장은 북한은 적도 아니고 동맹국도 아니므로 중국은 때에 따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함.

중국은
외국의 무기체계를 수입하지 않고 기술을 도입하여 스스로 무기를 생산하려 하고 있는바 이는 무기
소유 및 사용에 외국의 간섭을 예방하겠다는 의도임.

중국
군부의 실력자인 Zhang 참모차장을 방미 초청하였는바, 동인의 미국 방문 중 한국 대사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겠음.

3. 외무부는 1985.10월 부시 미국 부통령의 방중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10.13.~18. 중국을 방문, 등소평, 이선념 주석, 호요방 총서기, 조자양 총리 등 중국 지도자를 면담하였으며
길림시, 광주시 및 심천 경제특구를 시찰함.

중국은
미국의 대대만(구 자유중국) 무기판매 계속은 중국 통일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결국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경고함.

현재
미 의회에서 보호무역주의 동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레이건 대통령은 젠킨스 법안 같은 보호무역 조치
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

4. 주미대사관은 1985.11.5. 부시 부통령 방중 시 미·중국 간 협의된 한국 관련 내용을 파악,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1.1. 이선진 서기관이 Christopher Szymanski 국무부 중국과 부과장과
면담에서 청취한 내용).
조자양은 최근 북한-소련 관계 긴밀화에도 불구,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Mig-23기의
대북한 제공은 북한에 불리한 현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 때문이라고 말함.

부시
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이 훨씬 우세하다고 믿고 있으며 남북한 간 직접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함을 강조함.

호요방이
당 중앙위에서 대북한 업무 담당으로 지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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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자양(趙紫陽) 중공 수상 서구 순방, 1985.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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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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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6 / 3 / 1~74(74p)

1985.6월 외무부는 조자양(趙紫陽) 중국(구 중공) 수상의 서구 순방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
평가함(공관 및 외신 보도 종합).
1. 방문국
영국(6.2.~8.), 서독(6.8.~16.), 네덜란드(6.16.~19.)
166

2. 주요 협의사항
영국

- 경제협력협정 갱신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서명
- 영국 여왕 1986년 중 중국 방문 초청을 원칙적으로 수락
서독

- 경제협력협정 갱신, 이중과세방지협정, 재정협력협정 및 원자력협력 양해각서 서명
- 조자양은 교역 규모를 현재 22억 불 수준에서 1990년에는 40억 불 수준으로 확대 희망 표명
- 독일 통일 문제는 독일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 그리고 유럽 평화에 기여하는 선에서 해결되어야 한
다는 입장 표명
네덜란드

- 투자보장협정 서명
- 남북 문제와 경제 및 문화관계 증진에 대해 집중 논의

3. 한반도 문제 관련 조자양의 발언(영국 대처 수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 측 견해 요청 시)
북한은 3자회담과 남북 불가침 조약 체결을 성의를 가지고 제의
최근 호요방이 김일성을 만났을 때 중국은 한반도에서 대립 관계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4. 평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존의 대북한 지지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음.
중국은 현대화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도입을 위해 서구 제국과의 정치 및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Gorbachev, Mikhail 소련 서기장 프랑스 방문,
198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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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과

MF번호

2015-6 / 4 /1~96(96p)

1. 불·소 공동위원회가 1985.4.1.~4. 프랑스에서 Edith Cresson 프랑스 대외무역상과 Iakov Riabov
소련 부수상 공동 주재로 개최됨.
동 공동위에서 프랑스 측은 대소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고 소련 측이 의도적으로 프랑스 상품 수입을 억제하고
있는 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소련 측이 계속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프랑스 측은 시베리아산 천연가스 수입
감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외무부는 1985.10.7.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의 프랑스 방문(10.2.~5.)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방불 기간 중 미테랑 대통령과 3차례 회담, 파비우스 수상회담, 국회 연설, 파리 시 거행
환영행사 참석,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가짐.

군비
축소 및 경쟁 제한

- 고르바초프는 우주무기의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전략 방위 계획의 중지, 미·소 간 쌍방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의 50% 감축, 유럽에서 중거리 핵미사일의 감축을 위한 소련의 영국 및
프랑스와 개별적으로 직접 협상 등을 제의하였으나, 미테랑은 핵무기 감축을 위한 불·소 간 개별 협상에
소극적 반응을 보임.
인권 문제

- 불측은 소련에서 탄압받고 있는 인사 명단을 전달하는 등 소련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일 것을 촉구함.
(고르바초프는 반응을 보이지 않음.)
경제·통상 문제

- 불측은 만성적인 대소 무역적자 해결을 위한 소련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함.
분석 및 평가

- 1985.11월 제네바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축 문제에 있어 프랑스의 지지를 확보하려던 소련의 의도는
프랑스가 미국의 전략 방위계획에는 반대하기는 하였으나 양국 간 공동보조를 거부함으로써 일단
좌절됨.
- 군축 문제 등과 관련한 양국 간 이견으로 공동성명 발표가 없었으며 불·소 간 통상·경제협력 등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고르바초프의 프랑스 방문 성과는 의문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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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본 평화여객선 북한, 중공 및 소련 순방 계획

| 85-0120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6 / 5 / 1~21(21p)

1. 최근 국내외 언론은 일본의 평화 여객선이 1985.4월경 평화사절단 300명을 태우고 평화 증진을 위해
북한, 소련, 중국(구 중공)을 순방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바, 1984.12.5. 외무부는 동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상세 내용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2. 주일대사관은 1984.12.6. 평화의 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982년부터 우츠노미야 도쿠마 의원, 이와이 아키라 전총평 사무국장, 오다미노루(작가) 등이 중심이 되어
168

‘일본해·아시아 평화의 배 실행위원회’
를 조직, 북한, 중국, 소련의 관련단체와 접촉하면서 평화의 배 순방
계획을 추진해 옴.
 계획은 북한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이와이 전총평 사무국장이 방북 기회에 북한 측에 직접 입항 허가를
동
요청, 북한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실현되게 됨.

일정은
1985.4.26.부터 약 15일간이며 청소년 등 약 300명이 승선 예정임.
방문 코스는 니가타-나호트카-하바로브스크-원산-평양-천진-북경-나가사키이며, 방문지의 일반 시민과
교류집회를 개최 예정임.

본건은
일본의 좌익 인사가 선전 효과를 노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대외관계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주일대사관은 1985.5.2. 평화의 배 승선자 명부를 외무부에 송부함.

일본·중공 관계, 1985

| 85-012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동북아2과

MF번호

2015-6 / 6 / 1~66(66p)

1. 외무부는 1985.1.25. 중국(구 중공)·일본 원자력협정 추진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공관 보고 종합).
1984.12.27. 제5차 중·일 원자력회의에서 원자력협정 체결과 관련, 원자력 설비 및 기술의 평화적 이용 보장
및 제3국에의 이전 문제 등에 합의함.

원자력
설비 및 기술의 평화적 이용 보장과 관련, 미국은 중·일 원자력협정 합의 수준의 보장을 요구하며
미·중 원자력협정 재교섭을 중국에 요청함.

미국의
항의로 중·일 협정 합의가 유보됨으로써 사실상 동 협정 체결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설치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3. 1985.7.5. 가서명된 일·중 원자력협력 협정과 관련, 주일대사관은 협정 내용, 일 외무성의 평가 등을
외무부에 보고함(7.9. 문봉주 1등서기관과 시로다 외무성 원자력과 과장보좌 면담 시 파악 내용).
동 협정 내용은 일반적으로 일본이 타국과 체결한 것과 대동소이하나, 특이한 점은 원자력 기기, 핵물질 등의
반환청구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

일측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일측이 제공한 원자력 기술의 군사목적으로의 전환 방지 및 제3국으로의 기술유출
방지였으며, 이를 위해 중국 측의 협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일본이 수출한 원자력 기기 및 핵물질의 반환
요청 권리를 여하한 형태로든 협정에 반영했다는 것을 일측은 큰 성과로 보고 있음.

4. 외무부는 1985.10월 일·중 외상회담 시 논의된 한반도 관련 부분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아베 일본 외상 발언 요지

-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
- 한·중 간 교류가 일·북한 민간 관계 정도로 발전되는 것이 남북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
-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 증대 동향에 대한 중국 측 분석 문의
오학겸 중국 외상 발언 요지

- 남북대화 관련, 아베 외상 분석에 동감
-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개최가 긴장 완화에 유익
- 현재 한·중 관계는 간접교역 정도이나 장차 큰 변화가 발생,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중국은 새로운 방식
고려 가능
- 소·북한 관계는 변하고 있으나 중·북한 관계에는 영향 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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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나고야총영사관은 1985.4.25. 일본이 1986.1월 상해,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 심양에 총영사관을

나까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수상 미국
방문, 1985.1.1-4

| 85-012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6 / 7 / 1~141(141p)

1. 주일대사관은 1984.11.3. 미국 레이건 대통령 재선 이후의 미·일 관계 전망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의 미·일 평등 관계 구축 요구, 즉 책임·역할·위험의 분담 요구는 보다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본 시장의 개방, 금융 자유화, 대미 수출 자제를 통한 경제 마찰의 해소, 첨단기술 이전 등의
간접적 방위협력,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의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임.

대미
관계를 대외정책의 축으로 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종래의 미·일 우호협력 자세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170

나가고자 할 것임.

앞으로
나카소네 수상이 여하히 자신의 집권 기반을 정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 현안의 타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금후의 미·일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임.

2. 주일대사는 1984.12.7. 일본 외무성이 1985.1월 미·일 정상회담 시 한반도 관계에 대해 다음 사항을
언급하도록 수상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탐문 보고함.
최근 북한의 동향으로 보아 새로운 움직임이 있음.
남북한 간의 각종 대화는 환영할 만하나 전망은 지켜봐야 함.
대북 관계에 있어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앞서가는 것은 안 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
해야 함.

3.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84.12.8. 주미대사에게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북한 접근 자제를
촉구할 것을 미측에 요청하도록 지시함.
4. 외무부는 1985.1.4. 미·일 정상회담 (1.2. 로스앤젤레스)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측은 미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슐츠 국무장관과 아베
외상 간 구체적 협의를 추진키로 합의함.

레이건
대통령은 1.7.~8. 제네바 군축회담 시 우방국의 이해관계를 배려할 것임을 재확인함.
양측은 미·일 안보조약 테두리 내에서의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함.
양측은 회담을 통해 미·일 우호관계를 재확인 및 강화함.
제2기 레이건 정부의 첫 번째 외국정상과의 회담으로서 일본의 국제정치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양국 간 경제문제 해결에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일측은 나카소네 수상의 국내 정치기반 강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나까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수상 대양주
순방, 1985.1.13-20

| 85-0123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6 / 8 / 1~61(61p)

1. 주일대사관은 1984.12.12.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1985.1.13.~20.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및
피지를 방문하며 아베 외상, 야마자키 관방장관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1985.1.23.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대양주 방문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들은 원칙적으로 동의함.

태평양에서의
일 핵폐기물 방기 계획 동결 방침을 표명, 대양주 국가들의 우려를 완화
태평양지역 협력에 대한 대처 기반 조성
태평양 국가와의 새로운 우호관계 정립
선진국 정상회담에서의 일본의 발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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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국: 피지, 파푸아뉴기니, 호주, 뉴질랜드
나카소네 수상이 제시한 4개 원칙(아세안 주도, 경제·문화·기술 분야 대상, 민간 주도, 개방주의)에 방문

미국 민항기(TWA) 납치.인질사건, 1985

| 85-012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15-6 / 9 / 1~141(141p)

1. 외무부는 1985.6.19. 미국 TWA 소속 항공기 피랍 사건에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함.
TWA 항공기는 1985.6.14. 아테네 이륙 직후 153명의 승객과 함께 레바논 시아파 회교도 2명에 의해 피랍
되었으며 12명으로 보충된 납치범들은 약 40명의 미국인만을 인질로 삼고 이스라엘이 억류한 700여 명의
시아파 레바논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음.

레이건
대통령은 6.19. TWA 항공기 납치 사건과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범과의 일체 협상을 거부
한다고 발표하면서 인질의 무조건 석방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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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건 대통령은 이번 피랍 사건에 대해 다른 중동국가들의 공개 비난을 간접적으로 촉구함.

2. Cleveland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1985.6.20. 이상옥 외무부차관에게 전화, 국무부의 긴급훈령이라고
전제하고 베이루트 TWA 기 납치사건 관련, 금번 테러리스트를 규탄하는 성명을 한국 정부가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응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한국 정부도
참여해 주기를 희망함.
3. 외무부는 1985.6.24. 다음 요지의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함.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민간항공기 TWA 847기가 납치되어 승객들의 인질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개탄함.
한국 정부는 민간항공기의 납치와 무고한 승객의 억류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승객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함.

4. 외무부는 1985.7.1. 미국 민항기 인질 석방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7.1. 미국인 인질 39명은 국제적십자 측 인도하에 다마스커스에 도착, 미 공군 C-141 수송기편으로 프랑크
푸르트 라인 마인 공군기지에 도착함.

석방
배경

- 납치범들에 대한 국제적 인질 석방 압력 및 미국의 레바논 봉쇄 위협
- 납치범 소속 시아 과격파 Hezbollah에 대한 시리아와 이란의 인질 억류 비난
- 미국의 납치범에 대한 불보복 묵시적 보장
인질 석방의 영향

- 미국과 시리아와의 관계 개선 및 시리아의 대레바논 영향력 부각
- 이스라엘의 대미 관계 개선 노력 예상
- 시리아군의 베이루트 진주 가능성 제고

5. TWA 기 인질 석방과 관련, 1985.7.1.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슐츠 국무장관 앞으로 위로 메시지를 타전함.

소련의 남태평양 진출, 1985

| 85-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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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85.3.22. 소련의 키리바시 어업진출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Lange 수상은 주재국을 방문 중인 키리바시의 타바이 대통령으로부터 동국이 소련과 키리바시 수역 내
입어 협상을 진행 중임을 확인함.

Lange
수상은 소련이 남태평양 지역에 외교적 진출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키리바시 타바이 대통령에
게 소련 어선의 입어를 허가하지 말도록 조언하겠다고 말함.

2. 주피지대사관은 1985.3.23. 키·소 입어 교섭과 관련,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보도하고, 소련은 태평양 도서국과 미국 간의 입어 분쟁 및 최근 ANZUS 위기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타바이
키리바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입어 희망이 하등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고
소련은 키리바시가 원하는 금액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함.

3. 주피지대사관은 1985.8.28. 키·소 어업회담 관련, 키리바시는 8.18. 마닐라에서 소련과의 입어 협정에
서명했는바, 소측의 입어료는 연간 240만 달러, 입어 척수는 16척이며 협정은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
한다고 보고함.
4. Mara 피지 수상은 1985.9.19.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1986.6월부터 소련 여객선에 대한 피지 입항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함.
동 수상은 피지 면세상 협회, 관광 업계 등의 강력한 요청으로 각의에서 소련 여객선 입항금지 해제 결정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소 여객선 입항으로 피지 경제에 연간 3백만 달러의 공헌을 하게 된다고 설명함.

5.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85.11.19. 소련의 남태평양 진출에 대한 주재국 외무성의 평가를 외무부에
보고함(11.19. 주뉴질랜드대사관 김 참사관이 Bennet 외무성 남태평양 부국장과 면담을 통해 파악).
1985.8월 키·소 어업협정은 상업적인 것으로 현 단계로서는 동 협정 자체가 남태평양 안보에 위협을 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소련이 경제 원조를 미끼로 한 어로기지 확보 시도 또는 남태평양 제국과 미국과의 불협화를 역이용
하여 기타 국가와의 어업협정 체결 확대 시도 및 공산세력 침투기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협정에
의한 소련의 어로활동 내용을 주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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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언론은 키리바시가 200마일 경제수역 내에 소련 어선의 입어를 허용하기 위해 소련과 교섭하고 있다고

이란·소련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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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이란대사관은 1985.3.14. Chernenko 소련 서기장 사망에 대한 주재국 언론보도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소련은 이제 불안정한 시대로 돌입함.
Chernenko는 후르시초프에 비해 강경 노선을 택한바, 특히 대쿠웨이트 수교, 이집트와의 외교관계 재개로
인해 PLO와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또한 이라크로 하여금 미국과 수교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

Gorbachev의
향후 대외정책도 기본적으로 전임자들의 정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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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11월 이란·소련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이란의 회교 혁명정부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및 대이라크 무기 공급으로 대소 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
하고 있으나, 1984년 이래 양국 관계 개선을 노력하여 옴.

- 이란 외상의 대소 관계 개선 의지 표명 및 소련의 대이란 미사일 공급 등으로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서서히 점고되고 있음.
그러나 이란의 대소 관계 증진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확보와 회교 혁명 공화국으로서의 정체 유지에
저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계를 둘 것임.

3. 1985.11월 주이란대사관은 이란·소련 관계에 관한 주재국 동향을 수시로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1.11. 주이란 소련대사는 Velayati 외상에게 베이루트에서 납치된 바 있는 소련 외교관들이 최근 석방된 데 대하여
이란 측에 사의를 표명함.

- 소련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주재국과의 경제 등 관계 개선을 위하여 금년 내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음.
이란 대통령은 11.19. 제네바 미·소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회교 혁명 세력에 대한 억제 방안을 협의
하는 데 있다고 하였으며, 의회 외무위 위원장과 외무성 대변인은 동 정상회담 개최를 비난함.

11.25.
이란 혁명군장관은 이란이 소련제 탱크(T-55형)용 탄약 생산을 비롯, 각종 중포의 탄약을 생산 중에
있으며, 이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련제 T-55, T-62 및 T-72형 탱크는 이라크군으로부터 노획한 것이라고 부
언함.

미국·소련 정상회담. Geneva, 1985.11.19-20.
전2권. V.1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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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akes 미 백악관 대변인은 1985.7.3. 미·소 양국이 정상회담을 11.19.~20. 제네바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고, 동 정상회담의 성격을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규정함.
2. 주미대사관은 슐츠 국무장관이 1985.9.25. 주유엔 소련대표부에서 Shevardnadze 소련 외상과 회담을
갖고 군축문제 등 주로 양국 간 안보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보고함.
현지 언론은 금번 미·소 외상회담을 위하여 Shervardnadze 소련 외상이 군축문제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3. 1985.11.23. 주미대사관은 11.19.~20.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의 결과 및 현지 언론반응을
외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함.
합의 사항

- 1986년 Gorbachev 서기장의 방미,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의 방소
- 군축협상 촉진 및 IMF 분야의 잠정협정 모색
- 문화교류 협정 및 북태평양 항공 안전 협정 체결
- 뉴욕 및 키에브에 영사관 상호 개설
공동노력 분야

-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
- 화학무기 사용금지 및 현 재고 파기에 대한 공동이해 표명
- 국제 환경보존 및 암 퇴치
지역분쟁 및 인권문제

- 지역문제 및 쌍무문제에 관한 양국 간 합의체제 유지
- 상호 협조정신에 의거 인권문제 해결 중요성에 의견 일치
언론 반응 및 평가

- 양국 정상의 1986년 및 1987년 상호교환 방문계획은 군축문제,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인적 및 문화교류 증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조 강화 및 양국 간 현안문제 해결 등 쌍무 관계에 있어 큰
진전 달성
- 그러나, 군축문제에는 큰 진전이 없었고 미국의 SDI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소련의 입장이 확고하여 향후
미·소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상존
- 금번 회담 결과 Gorbachev는 자신의 국내 기반을 공고히 하며 대외적 특히 서방 세계에 평화적 이미지를
구축한 것은 큰 소득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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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9.25. 회담 시 아무런 새로운 제의가 없었다고 보도함.

미국·소련 정상회담. Geneva, 1985.11.19-20.
전2권. V.2 한반도 문제 협의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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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5.9.24. 전두환 대통령 앞으로 9.27. Chevardnadze 소련 외상과의 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송부하여 왔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금까지 미국은 군축, 지역문제, 인권 및 양자문제에 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소련은 이들 문제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세바르드나제
외상 면담 시에 미국으로서는 공개, 비공개를 막론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할 것인바,
향후 자유진영의 확고하고 현실적이며 계속성 있는 자세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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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5.10.2.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측은 11월 미·소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 것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서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10.10. 외무부는
다음 요지의 대미 요청 사항을 각서로 작성, 미측에 전달함.
한국 정부는 한반도 통일까지의 잠정적 조치의 하나로서 남북한 유엔 가입을 희망하며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음.

한국
정부는 미·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측이 소련 측에게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현실적 자세로
임하여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기 바람.

미·소
정상회담에서 미측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어떠한 협의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이 일치된 입장과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소련 측에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함.

3. 1985.10.17. 전두환 대통령은 9.24.자 레이건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회신 서한을 발송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유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군축, 아프가니스탄 및 캄푸치아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고 동시에 주변 4대 강국, 즉, 미국, 일본, 중국 및 소련이
남북한과 상호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함.

4. 1985.11.26. 외무부는 11.19.~20.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국 정상이 대화를 통해 이해를 높이고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노력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신뢰 회복의
기초를 마련함.

정상
간 상호 방문, 각료. 실무급 회담 정례화는 중요한 성과임.
한반도 문제는 향후 정례 외상회담, 동북아 문제에 관한 실무협의 등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5. 월포위츠 미 국무부 차관보는 1985.11.25. 방한, 대통령, 외무부차관 및 안기부장을 면담하고 11.26.
이한한바, 외무차관 면담 시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반도 문제는 미·소 외상회담에서 논의된바, 슐츠 국무장관은 남북한 유엔가입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한반도문제 해결에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한국 문제는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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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념(李先念) 중공 주석 카나다 및 미국 방문,
1985.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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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는 1985.7.17. John Monjo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리를 면담, 이선념 중국(구 중공) 국가주석의
방미 시, 다음과 같은 한국 측의 관심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그 반응을 타진해 주도록 요청함.
한·중국 간 경제교류 확대

- 중국 내에서 추진되는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사업에 한국 참여
- 대중국 한·미 합작 진출 가능성
- 한·중 간 직접교역 가능성 및 양국 간 교역 확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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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 남북한 직접대화의 중요성 강조
- 북한의 대소 관계 강화와 관련한 중·소·북한 관계에 관한 중국의 입장 타진

2. Hadwen 캐나다 외무성 동아국장은 1985.7.22. 주캐나다대사에게 이선념 중국 국가주석의 캐나다
방문기간(7.14.~21.) 중 Zhu Qizhen 중국 외무성 차관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 발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
동 차관은 약 2개월 전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한반도에서 평화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고무되었다고 언급함.
 차관은 북한은 현재 남북한 간에 진행 중인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등의 대화를 계속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동
있다고 언급함.
 차관은 랑군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음.
동

3. 외무부는 1985.8.8. 이선념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및 캐나다 방문 시 중국 주요 인사의 한반도문제 관련
언급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희붕비(姬鵬飛) 국무위원(7.29. LA 센추리 프라자호텔에서의 기자회견 시)

- 중국은 IOC 회원국으로서 서울올림픽 참가를 위해 준비 중임.
- 미·중 핵 협력협정은 중국의 핵 발전 설비에만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핵기술의 대북한 이전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또 그럴 의사도 없음.
- 한국과의 직접적인 교역 관계는 고려치 않고 있음.
주계정(朱啓禎) 외교부 부부장(7.25. 아마코스트 미 국무차관과의 회담 시)

- 북한의 3자회담 지지, 한·중 직접 교역 반대
- 미측의 한국 측 관심사항 전달에 무반응

평가

- 북한의 3자회담 지지 등 대북한 지지 태도 일관
- 대한국 관계에 대하여는 교역 등의 직교류 반대라는 종전 입장 견지

4. 1985.8.20. 주미대사관은 이선념 중국주석 방미 시 미·중 간 체결된 다음 4개 협정문을 외무부에
송부함.

미국연안 어업협력 협정
1986년 및 1987년 문화교류 시행 방안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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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협력 협정
교육교류 협력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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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73.9.27. 김동조 주미대사가 인솔한 중남미 친선사절단의 바하마 방문(1973.9.9.~11.)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의 외교관계 수립 제의에 대해 Adderley 외상은 찬성한다고 하면서 각의의 결정을 보아야 할 문제이므로
조속히 각의에 회부,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함.

남북대화,
6.23, 특별성명,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 요청에 대해 Pindling 수상 및 Adderley 외상은 깊은 이해와

180

관심을 표명함.

기술훈련생
초청 계획에 대해 동 외상은 깊은 관심을 표명함.

2. 함병춘 주미대사는 바하마와의 수교 교섭 및 제29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지지 교섭을 위하여
1974.9.10.~12.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바하마에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교 수립 제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회담을 하겠다고 함.
1974.8.28. 진종국 주제네바 북한대사가 방문, 수상 및 외상을 면담하고 UNC(유엔군사령부) 해체 등 북한의
주장을 설명함.

북한의
빈번한 방문에 대비하여 한국 측 입장을 바하마 정부 고위층에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계속
마련해야 할 것을 건의함.

3. 함병춘 주미대사는 1975.6.26.~29. 바하마를 방문, Pindling 수상, Adderly 외상과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상 면담

- 서방측 결의안에 유엔 동시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공동제안국으로 가담하겠음.
- 대안 없는 UNC 해체를 요구하는 공산 측 결의안이 다시 제출될 경우 반대하겠음.
- 국교 수립은 타당성 있게 처리하려고 하므로 국교 수립도 남북한과 동시에 할 것임.
수상 면담

- 한국 문제와 관련 공산 측 결의안에 반대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배석한 관방실장에게 지시함.

4. 이문용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1977.12.14.~16. 바하마에 출장한바, 동 출장 시 Russell 바하마 외무차관은
자국은 아직도 상당수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과는 점진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워싱턴에서 겸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5. 주미대사는 1985.3.7. Reginald Wood 주미 바하마대사와 면담한바, Wood 대사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수상, 외상 및 통상장관 등 관계 요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옴.
한국과의 수교에 앞서 주미대사가 바하마에 출장, 동국의 관계 요인들과 접촉
한국의 통상사절단이 방문하여 Free Trade Zone 내에 Trade Center 개설
이와 같은 양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정식 수교 단계로 발전시킴.

6. Pindling 바하마 수상은 1985.5.30. 한국 경협사절단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바하마 자유무역지대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수교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7. 1985.6.7. 이원경 외무장관 명의의 수교 제의 서한을 Clement T. Maynard 바하마 외상 앞으로 발송함.
8. 한국과 바하마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1985.7.8. 양국 수도에서 동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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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항만 부두시설의 건설 참여, 제조 분야에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한국과의 수교는 한국 측이

국교 수립 - 트리니다드토바고, 1962-8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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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2.9.3. 외무부는 8.31. 독립한 트리니다드토바고(이하 티엔티)에 대하여 동 일자로 정식 국가승인을
하고 축전과 국가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할 용의가 있음을 통고하는 전문을 주미대사관으로 발송함.
10월 외무부는 주영 및 주브라질대사관에도 상기 사실을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관계가 수립되도록
주재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11.28.
주영대사관은 티엔티는 독립 후 영국의 경제 원조를 거절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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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영 티엔티대사관 Mohammed 1등서기관은 1968.5.27. 본국 정부는 외교관계 수립 확장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문서로 회답해 주겠다고 말함.
1969.2.4. 주영대사는 Andrew Rose 주영 티엔티 고등판무관과 면담한바, 동 판무관은 수교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자국이 작은 섬나라이므로 재정상의 제약을 받아 외교망 확대를 할 수 없는 데 연유한다고 말함.

3. 김영주 주캐나다대사는 1975.2.25. 티엔티를 방문, Abdullah 외무차관과 면담한바, 동 차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분단국과의 수교에 관해서는 극히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신중히 대하겠다고 명백히 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문제는 사태의 발전을 좀 더 검토해야겠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언질을 회피함.

4. 1976.10월 주캐나다대사는 겸임국인 티엔티 및 바베이도스에 11.1.~6. 출장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10.15. 주캐나다대사의 겸임국 출장을 승인함.
주캐나다대사관은 11.8. 티엔티 외상이 국외 출장 중이어서 방문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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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1977-83

| 85-0132 |

생산연도

1962~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7 / 1 / 1~328(328p)

1. 1977.12.3. 한병기 주캐나다대사는 12.26.부터 약 10일간 트리니다드토바고(이하 티엔티)에 출장하여
동국과의 수교 가능성 타진과 통상 진흥 및 기술, 경제협력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12.7. 주캐나다대사의 출장을 허가한 데 이어 12.17. 다음과 같이 훈령함.

- 수교 교섭 추진, 총영사관 설치 필요성 및 가능성 조사
- 국내 정세 및 대외 정책 전망, 수산협력 등 관계 증진 방안 모색, 북한 동향 파악

수교 교섭에 현재로서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영대사는 1980.11.7. Steignoret 주영 티엔티대사와 면담한바, Steignoret 대사는 현 Williams 수상의
불간여 정책(한반도, 중동 등 이해관계가 먼 사항으로부터는 피하는 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국과의
수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함.
4. 티엔티에서 개최된 KOTRA 순회전시회(1981.6.1.~4.)를 계기로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조갑동 참사관이
티엔티에 출장한바, 조 참사관은 수교에 앞서 경제분야 관계 증진을 위해 티엔티에 KOTRA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상공부는 7.1. 외무부에 티엔티 정부가 남북한 공공기관 요원의 장기 체류를 원치 않음에 따라 무역관 설치가
좌절되었음을 설명하고 무역관 개설에 대한 티엔티 정부의 정확한 의사를 타진해 줄 것을 요청함.

5.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3.4.26. 현지 주재 Auguste 티엔티대사를 면담한바, Auguste 대사는 자국
외교정책상 남북한 중 어느 일방과의 수교는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한국에서 암모니아 등 티엔티
산품을 수입한다면 양국 간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6.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참사관은 티엔티에서의 한국 상품 종합전시회(1983.6.24.~30.)를 계기로 동국에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티엔티는 식민지 국가로서 열등의식이 잠재하여 수교 교섭을 너무 서두르거나 비위를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

삼성물산이
상담 중인 티엔티산 암모니아 수입의 조속 실현 독려 필요
티엔티의 아스팔트 수입 가능성 조사
기술협력 관계 협의를 위해 티엔티 측 기술협력 관계관 방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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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캐나다대사는 1978.1.19.~2.9. 티엔티에 출장, 국교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티엔티 정부는 한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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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5월 OAS(미주기구) 사무국은 5.29.~30. 트리니다드토바고(이하 티엔티) 수도 Port of Spain에서 ‘The
Application of Law and Regulation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에 관한 실무회의 소집을
통고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표 파견을 요청함.
외무부는 5.16. OAS 주관 회의에 박건우 외무부 미주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수교국과의 수교 교섭 대표단을
파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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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4.6월 상기 수교 교섭단은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바, 티엔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에 대해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최초의 공식사절단 접수 및 실질 경제협력 관계강화 희망을 표명함.
Chambers 수상, Ince 외상 및 정부 각료의 방한 약속 등 티엔티 측의 전진적 자세에 비추어 동국과의 적극적인
수교 추진이 필요함.

건의
사항

- Chambers 수상 방한 추진
- 소규모 경제기술협력 조사단 파견

3. 한·티엔티 외상회담이 1984.10.8. 뉴욕에서 개최된바, Ince 외상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의 수교 희망에 대해 귀국 후 수상과 협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음.
수상 및 외상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경제조사단 접수 가능 시기를 조사 후 통보해 주겠음.

4. 장선섭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5.4.28.~30. 티엔티에 출장, Mahabir 외상과 면담한바, 동 외상은
4.25. 각의에서 한국과의 수교 원칙에 합의했다고 하면서 정례 각의에서 결정되면 통보해 주겠다고
말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및 비동맹의 일원으로서 북한과의 관계 수립도 조만간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라고 말함.
외무부는 5.3. 티엔티와의 수교는 한국과 필히 단독 수교라야 함을 주바베이도스대사관에 지시함.
주바베이도스대사는 5.3. 티엔티에 출장, Mahabir 외상에게 한국과의 단독수교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

5. Chambers 수상의 방한(1985.7.19.~24.)을 계기로 한국과 티엔티는 1985.7.23.자로 외교관계를 수립
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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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에티오피아대사관 문기열 참사관은 1973.8.1. Ahmed Al-Moallemi 현지 북예멘대사를 면담한바,
동 대사는 본국 정부에 한국의 문호개방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북예멘의 비동맹 정책에 비추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2. 주카이로총영사는 1974.1.18.~27. 북예멘에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북예멘 측은 현 단계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앞서 경제관계에 관심을 표명함.
Numan 특별보좌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과의 수교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이집트의 선례에 따라 북한과는 외교관계, 한국과는 영사관계를 수립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보임.

3. 1974.6.12. 북예멘에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 Mohamed El Hamdy 대령을 수반으로 하는 7인의 지
휘위원회(Command Council)가 정권을 장악함(주카이로총영사관 보고).
4.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4.8.25.~29. 북예멘에 출장,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협의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Aini 총리는 한국이 외교관계 수립을 원한다면, 한국이 우선 북예멘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함.

Jamil
외무차관은 한국이 우선 통상대표부를 설치한 후 외교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며, Hadle
국무상은 한국이 경제원조나 협력을 선행시킬 수 없다면 대안으로 북예멘산 암염을 수입해 줄 것을 제안함.

5.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5.4.4.~11. 북예멘에 출장, 외교관계 수립을 교섭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북예멘 정부는 구체적인 경제원조 선행을 고집,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거부함.
소련, 중국의 대북예멘 원조에 비해 미국 및 사우디의 원조는 미약하고 소극적임.
건의 사항

- 북예멘산 암염 수입 실현
- 북예멘 외상, 국회의장, 상공회의소장 등 유력인사 방한 초청 등

6. 북예멘 상공회의소 Zikri 부회장은 1975.10.16.~20. 한국을 방문, 외무차관, 경제기획원 차관보, 상공
회의소 부소장 등과 면담을 갖고, 무역진흥공사, 현대조선소 등 산업시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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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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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6.3.23. Ahmed El-Ghashmy 북예멘 군 부사령관의 방한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3.26. 외무부는 El-Ghashmy 부사령관의 현 북예멘 정부 내 위치 및 영향력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사우디
대사관에 지시함.

2. 주사우디대사관 무관은 1976.6.21.~26. 북예멘에 출장하여 입수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86

북예멘에는 북한 외교관 4명 외에 30여 명의 북한 요원이 활동 중임.
사우디의 경제원조, 미국의 군사지원 등으로 북예멘 정부의 우경화는 촉진되고 있음.
대통령 및 참모차장 예방 시 두 인사 모두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찬양하고 한국과의 수교를 원칙적으로 희망
한다고 말함.

3. 주한 미대사관 Ashely 서기관은 1976.8.3. 외무부 유엔과장에게 북예멘 주재 미국대사의 보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Hamdi 북예멘 대통령은 평양 방문 계획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유엔 한국문제에 대한 북예멘의 투표 태도 변
경을 시사하는 것이고 한국과 북예멘 양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좋은 계기로 봄.

Asnag
외상은 금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문제와 관련 북예멘이 공산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공산 측 결의안에 찬성 투표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할 것임을 재확인함.

금년
가을 전까지 북예멘에 한국의 상주대사관 설치가 바람직함.

4. 주사우디대사는 1977.7.3. 리야드에서 북예멘 Al-Asnag 외상과 면담한바, 동 외상의 주요 언급 내용
은 다음과 같음.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북예멘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추진 중인 의료분야, 농업분야 및 Work
Shop의 원조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북예멘은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하며 어떠한 무력행사도 배격함. 이는 분단되어 있는 남·북 예멘의
통일정책과도 동일한 것임.

5. 주유엔대사는 1978.10.4.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Al-Asnag 북예멘 외상과 면담한바, 동 외상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과의 협력 관계 및 무역 증대를 희망함.
양국 간 관계 발전을 기대하며 정부 간 관계 돈독화를 희망함.
현재 양국 간 관계는 예비적 준비단계로 생각하며 주사우디대사관 및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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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예멘 공공사업성 차관 초청으로 Army City Project 건설협의차 김주남 건설부차관이 1978.2.15.~17.
북예멘을 방문하였으나, 북한 측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으로 김 차관 방문 사실에 대한 보도관제, 외무성
인사 접촉이 실현되지 못함.
2. 주유엔대사는 1979.1.16. 현지 북예멘대사 접촉 시 동인의 언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2~3명 정도의 한국 보안요원을 북예멘에 파견하여 북예멘의 사정을 파악한 후, 약간 명의 북예멘 보안요원

으로 상기 협력 사업이 시작되면 금년 여름 내 가능하리라 전망함.

3. 유양수 주사우디대사는 1979.1.27.~28. 북예멘 Sanaa에 출장하여 Asnag 외상 및 Khamis 정보부장과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국 간 수교에 대해 북예멘의 주요 원조국인 중국의 부정적 태도가 예견되는바, 한국 측이 납득할 만한 근
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Asnag 외상).

북예멘의
국가개발 5개년 계획에 한국이 1개 사업을 담당하는 등 우호를 표시해 줌으로써 수교 필요성이 납
득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희망함(Khamis 정보부장).

주사우디대사
건의 사항

- 교섭은 성급함 없이 장기적 자세로 추진함.
- 교섭 경로는 주사우디대사관과 북예멘 정부 간으로 일원화하고 양국 정부 기관 간의 기존 협력관계를
활용함.

4. 외무부는 1979.8.23. 북예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Al-Kibbsi 북예멘 외무차관을 방한 초청키로 하고
외무부차관 명의의 초청장을 주사우디대사관에 송부함.
5. 주사우디대사관 정성배 서기관은 1980.11.24.~28. Sanaa에 출장 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신내각 구성 및 신임 외상 취임 후 한·북예멘 수교 검토 가능성이 있음.
추후 경협 또는 원조 요구를 한국 측에 제기할 것이 확실시됨.
영사관계 수립 문제는 외무성 단독 결정 사항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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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국 내에서 훈련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함.

주사우디
한국대사를 북예멘에 파견, 북예멘 당국과 협의할 것을 희망하며, 양국 간 국교 수립은 여건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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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장휘동 공사는 1980.12.15.~24. Sanaa에 출장 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북예멘의 현 내각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립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 수립을 위한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관측됨.

그러나,
북예멘의 대소, 대중국, 대북한 등의 눈치작전을 감안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성급한 접근은 피하여야 할 것임.

북예멘은
부존자원이 없는 최후진국으로서 현년도 예산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각료들이 원조 또
188

는 차관 교섭에 열중하고 있음.

2. 주사우디대사관은 1981.11.17. 북예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경협 자금 배정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건의함.
북예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측이 성의를 어떤 형태로든지 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유용한 방편임.

성의
표시의 형태로서 연수생의 국내 기술훈련 실시, 소형 농기구(경운기 등) 또는 승용차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음.

3. 주사우디대사관 장선섭 공사는 1982.6.27.~7.3. Sanaa에 출장 후, 현재 미국에 대한 북예멘 내 감정이
계속 악화 상태에 있고 중국(구 중공), 소련 등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한국
과의 관계 수립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4. 주사우디대사관은 1982.9.17. 주재국 내 유력 실업인인 Mohammed Saeed를 SITRA 1982(서울국제
무역박람회) 기간 중 방한 초청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Saeed는 10.15.~16. 방한, 북예멘 주재 코트라 설치 등 한·북예멘 간 경제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함.

5. 주사우디대사관 장선섭 공사는 1983.4.21.~26. 북예멘에 출장 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동양화학은 일본 상사를 통하여 금년에 북예멘산 암염 10만 톤을 구입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4만 톤을 기 수입함.
 Thawr 외상은 한국과의 수교 문제는 친북한 세력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함.
Al

6. 외무부는 1983.12월 강경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예멘 방문 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1984년도에 30~50만 달러 정도 규모의 무상원조 제공 용의를 표명하기로 결정함.

국교수립 - 북예멘, 1985.8.22. 전5권. V.5 1984-85

| 85-0138 |

생산연도

1973~1985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5-7 / 7 / 1~177(177p)

1. 1984.1월 외무부는 강경식 대통령 특사의 북예멘 방문(1983.12.25.~28.)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선수교 후경협 원칙을 수정하고 상당한 경협을 제공해 가면서까지 대북예멘 수교 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침을 더 깊이 검토해야 함.

수교
여부에도 불구하고, 북예멘 측의 특사와 경협단의 서울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 개선에 도움
이 될 것임.

2. 외무부는 1984.2.4. 대북예멘 수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주사우디아라비아
강경식 특사 방문 시 초청한 북예멘 측 특사 및 경협 협의단 방한 시 수교문제 재협의
양국 간 경협 문제는 수교 후 전문가 간 협의 후 검토
상기 제의에 북예멘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수교 교섭 천연
우선 한국 측은 성의 표시로 2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제공, 수교 분위기 조성

3. 주사우디대사는 1984.3.10. Ahnad Ali Al-Muhani 북예멘대사를 방문, 강경식 특사가 구두로 초청한
북예멘 경협단의 조속 파한을 요청하는 구상서를 전달함.
주사우디대사관 최공천 공사는 1984.7.25.~29. 북예멘에 출장, 북예멘 경협단의 조기 방한을 교섭한바,
Saleem 기획성 차관은 경협단 파한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밝힘.

4. 외무장관은 1984.10.2.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Ahmed Al-Asbahi 신임 북예멘 외상과 면담한바,
Al-Asbahi 외상은 양국 간의 진정한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개 항의 협력 사업을 제의함.
자국 내 80~100㎞의 도로건설 사업을 위한 15년간의 장기저리 차관 제공
주택 4,000동 건설을 위한 15년간 장기저리 차관 제공
농업 전문가 파견

5. 북예멘 정부는 1985.7.25. 한국과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함.
양국은 8.13. 주사우디 한국대사와 북예멘 대사 간에 수교합의서에 서명하고 8.15. 동 사실을 양국 수도에서
동시 발표함.

국교
수립 후 우선 양국은 각기 겸임대사를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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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 통보함.

재외공관 설치 - Frankfurt(독일) 총영사관, 1984-85

| 85-0139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7 / 8 / 1~221(221p)

1. 주독대사는 1984.6.9. 외무부에 프랑크푸르트가 구주지역에서 국제상업 및 금융의 중심지로서 다수의
외국 총영사관이 설치되어 있고 많은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점, 독일 내 반한 내지 반정부 활동의
중심지역인 점 및 1984.6월 대한항공 정기 취항 등을 감안, 동 지역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건의함.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상기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설치 건의에 대한 부내 유관국의 의견을 구한바, 구주국,
경제국, 영사교민국 등 모두 동 총영사관 설치 제의에 동의

한편
상공부는 1984.2.3.∼17.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국회 상공위 시찰단이 영사확인 업무 편의를 위해 동
190

지역에 총영사관 설치 또는 무역관의 영사확인 업무 대행 등을 건의하여 왔음을 5.10. 외무부에 통보

2. 외무부는 경제 진출 지원 및 교민 보호 육성을 위하여 공관원 3명 규모의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설치
를 결정하고 1984.8.14. 대통령 재가를 받음.
3. 외무부는 1984.10.22.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공관 개설을 위한 주재국의 동의를 획득할
것을 주독대사에게 훈령함.
주독대사는 10.30. 독일 외무성 측은 관계 주정부와의 협의 절차 등을 포함, 6∼8주가 소요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

4. 주독대사는 주프랑크푸르트 한국 총영사관 설치에 이의 없음을 알리는 독일 외무성 공한을
1984.12.10. 접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5. 외무부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창설요원 2명을 1984.12.11. 발령하였으며, 동 직원들은 12.29.
현지에 도착, 공관 창설 업무를 시작함.
독일 Hessen 주정부, 동 직원에 대한 영사 신분증 1985.1.28. 발급

6. 공관 창설 요원은 1985.3.28.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430 평방미터 규모(5층 단독건물의 1∼3층)의 공관
청사 임차를 건의하였으며 외무부 승인을 거쳐 4.3.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4.4. 임시 사무실에서 동
청사로 이전 완료함.
7. 정창 총영사는 1985.4.16. 가족 동반, 프랑크푸르트에 부임함.
정 총영사는 5.20. 총영사 관저 후보 건물 임차 건의

재외공관 설치 - 아이티, 1981-85

| 85-0140 |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7 / 9 / 1~127(127p)

1. 주일대사는 주일 아이티대사가 1981.8.28. 주일대사관 이상진 공사를 방문, 동 대사의 1981.6월 방한 시
타진한 바 있는 양국 간 상주 대사대리 교환 안을 본국 정부에 건의하였던바, 아이티는 한국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리대사 대신 상주대사를 파견코자 하니 한국도 주아이티 상주대사 파견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측에 제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1982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해외 공관 신설은 가까운 장래에 불가한 실정임을
참고로 통보함.
3. 주베네수엘라 구충회 대사의 겸임국 아이티 출장(1981.8.31.∼9.4.) 시 Balmir 외상 서리는 동국
주벨기에대사를 주한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 신청 공한을 전달하고 한국의 주아이티대사관
설치 전망을 문의함.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예산 사정상 공관 신설은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하다고 설명

4. 아이티 측은 1981.10.9. 예산 사정을 이유로 상기 아그레망 신청을 철회한바, 이후 특사 및 겸임대사
방문 등 계기에 상주공관 설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1983.11.4. 동국 주멕시코대사를 초대 주한 상주
대사로 임명하고 1984.10.2. 주한 아이티 상주대사관을 개설함.
5. 외무부는 1985.1월 바베이도스, 도미니카(공), 주베네수엘라 대사에게 주아이티 상주대사관 설치를
검토 중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며 부내 의견도 수렴함.
주바베이도스대사는 시의 적절, 주도미니카(공)대사는 특별한 의견 없음,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조속 설치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

6. 외무부는 1985.2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아이티 상주공관 설치를 결정하고 3.5. 대통령 재가를 득함.
주한 아이티 상주공관 개설로 인한 상호주의 원칙상의 필요성, 북한의 침투 가능성 대비
대아이티 경제 진출 기반조성 및 농업이민 추진 등을 위한 경제적 필요성

7. 주아이티대사관 창설요원이 1985.9.4. 임명되어 외무부장관 명의 소개서한을 가지고 부임하였으며,
주아이티대사관은 1985.11.25.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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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설명하도록 1981.9.1. 주일대사에게 훈령하고 동 내용을 주베네수엘라대사(아이티 겸임)에게도

재외공관 설치 - 모리셔스, 1984-85

| 85-014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총무과

MF번호

2015-7 / 10 / 1~96(96p)

1. 외무부는 1984년 작성 ‘주모리셔스 상주공관 개설’ 제하 내부 검토자료를 통해, 모리셔스와 1971.7월
수교 이후 비동맹대책의 일환으로 1975.4월 동국에 상주공관 설치를 결정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공관 개설이 보류되어 있다고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인도양 도서국가에 대한 거점공관 육성 등 모리
셔스에 상주공관 개설 필요성을 적시함.
2. 외무부는 1984.8.28. 아프리카가 북한 외교 최후의 보루로 되어 있는 정세에 대응, 우리의 외교적 우위
192

확보와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니제르, 모리셔스, 스와질랜드, 차드 등에 상주공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한 데 이어, 9.27. 니제르에 1984.10월, 모리셔스, 적도기니, 차드에 1985~86년
중 상주공관을 개설한다는 계획에 대해 대통령의 정식 재가를 받음.
3. 외무부는 주모리셔스 공관 개설 요원을 임명, 주케냐대사(모리셔스 겸임)를 통해 1985.7.22. 모리셔스
외무성에 통보하였으며, 모리셔스 측과의 협의를 거쳐 8.28. 주모리셔스 한국대사관 개설 합의를
발표함.
4. 공관 개설 요원(대사대리)은 외무부장관의 소개서한을 휴대, 1985.8.30. 모리셔스에 부임하였으며,
8.31. 모리셔스 외상에게 동 서한을 전달하여 동 일자로 주모리셔스대사관이 정식 개설됨.
5. 주케냐대사는 1985.11.20. 외상 등 모리셔스 측 인사와 외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공관 개설 기념행사를
개최함.

재외공관 설치 - 니제르, 1973-85

| 85-0142 |

생산연도

1973~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5-7 / 11 / 1~164(164p)

1. 외무부는 1973.3.31. 주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대사에게 1973년 중 니제르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
할 계획임을 니제르 정부에 전달토록 훈령하였으며,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겸임국 니제르 출장 시 이를
동국 외상 및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고 4.3.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주니제르대사관 설치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 1973.5.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획득함.
제안 요지: 한국이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50만 달러)의 도자기 공장 플랜트 원조를 니제르에서 시행하게

3. 외무부가 1984.8월 작성한 주니제르 상주공관 개설 건의 자료에 따르면, 1974.4월 니제르에 군사
쿠데타 발생 및 1974.9월 북한과의 수교 등 정세 변화와 우리의 예산 및 인력 사정으로 상주공관 개설이
보류됨.
4.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현지 니제르대사가 북한이 니제르에 상주공관을 개설할 뜻을 통보해 왔다고
하면서 한국도 차제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1977.6.1. 언급하였음을 보고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상주공관 개설을 건의함.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국제회의 참석차 아비장을 방문한 니제르 외상을 6.8. 면담한바, 동 외상도 한국 상주
대사관이 북한에 앞서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연내에 상주공관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5. 상기 이후에도 니제르 측은 상주공관 개설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함.
주코트디브아르대사의 니제르 출장 중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1983.9.13.) 시 동 국장은 상주공관 설치가 극히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사정이 어려우면 1인 공관이라도 설치하는 문제를 건의, 실현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

니제르
외무성 정무국장은 1984.8월 주니제르 미국 대사대리 면담 시 한국이 상주공관을 설치하지 않는 데
대한 실망 표명

6. 외무부는 1984.8월 주니제르 상주공관 개설을 건의,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였으며 10.25. 주코트디브아르
대사를 통해 한국의 상주공관 개설 계획을 니제르 정부에 통보함.
7. 외무부, 주니제르대사관 창설요원 2명을 1984.11.14. 발령하였으며 동 직원들은 니제르 외상에게
수교할 외무부장관 명의 소개서한을 휴대하고 1985.1.9. 현지 부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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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바, 동 사업을 성공시켜 여타 아프리카 국가에 좋은 전시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상주 대사관 설치가 요청됨.

재외공관 설치 - 스와질랜드, 1974-86

| 85-0143 |

생산연도

1974~1986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 / 12 / 1~128(128p)

1. 주케냐대사는 1974.12월 동 대사 겸임 4개국 가운데 스와질랜드를 신년도 공관 신설 순위 세 번째로
적시, 보고하였으며 1979.12월 스와질랜드 방문 중 면담(12.18.)한 동국 수상이 한국 상주 대사관
설치를 요망하였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북한 외교의 보루인 아프리카에서 외교적 우위 확보 및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스와질랜드 등 아프리카 5개국에 상주공관 개설을 건의, 1984.9.27.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고 주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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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랜드 상주공관 설치 계획을 확정함.
3. 외무부장관은 1984.10.3. 뉴욕에서 개최된 한·스와질랜드 외무장관 회담에서 스와질랜드에 한국
상주공관 설치를 추진 중임을 언급함.
4. 외무부는 1985.9.4. 주스와질랜드 상주공관 창설요원(대사대리)을 발령하였으며 스와질랜드 측과의
협의를 거쳐, 동국에 한국 대사관을 개설키로 합의하였음을 10.31. 발표함.
5. 공관 창설 요원은 1985.10.30. 스와질랜드 외상에게 수교할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휴대하고 부임
하였으며 10.31. 스와질랜드 외상을 면담, 소개서한을 전달하고 공관 개설을 통보함.
6. 주스와질랜드대사관은 1986.4.30. 외상, 국회의장 등 스와질랜드 고위 인사와 외교단 등 참석하에
공관 개관행사를 개최함.

재외공관 설치 - 트리니다드토바고, 1985

| 85-014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총무과

MF번호

2015-7 / 13 / 1~70(70p)

1. 외무부는 1985.7.22. 대통령 앞 보고를 통해 트리니다드토바고의 George M. Chambers 수상 방한
(1985.7.19.∼24.)을 계기로 7.23. 동국과의 수교문서에 서명 예정이며 연내 상주대사관 설치를 추진
계획이라고 보고함.
2. 외무부는 1985.8.6.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상주공관을 개설키로 결정하
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유엔, 비동맹 및 국제기구에서의 지지 기반 확대
- 동국과 북한의 수교 지연 및 상주공관 설치 저지
경제적 측면

- 카리브 제1부국인 동국과의 경제협력 및 교역증대를 위한 외교적 기반 구축
-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 진출 및 카리브지역 연안개발계획(CBI)을 활용한 교역 확대

3. 외무부는 주베네수엘라대사의 겸임국인 가이아나와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국인 그레나다를 신설되는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관할로 겸임공관을 조정함.
4.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 창설 요원은 1985.11.28. 동국 외무성 의전장을 예방, 11.28.자로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였다는 공한을 전달하고 12.19. 주동운 초대 대사가 부임 예정임을 통보함.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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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측면

재외공관 설치 추진 - Kansas City(미국) 총영사관,
1980

| 85-0145 |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15-7 / 14 / 1~18(18p)

1. 외무부는 1980.2.21. 주미대사에게 1980년도 재외공관 증설계획의 일환으로 앵커리지와 기타 1개소
(캔자스시티 또는 덴버 중 한 곳)에 총영사관 개설을 추진 중임을 알리고 양 도시 중 어느 곳이 보다
적합할지에 관한 상세한 의견과 이 지역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데 대한 미 국무부의 비공식적인
반응을 보고할 것을 훈령함.
2. 이에 대해 주미대사는 1980.2.28. 다음 요지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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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증설지로 앵커리지와 캔자스시티가 적절함.

- 캔자스시티는 미국 중서부의 중심지이며 특히 농산물 집산지로서 농산물 교역을 위한 요지임.
- 캔자스시티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경우 미주리, 캔자스, 네브래스카 등 6개 주를 관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동 6개 주에는 미국의 유수한 정밀기계 공장과 항공기 제작회사가 있으므로 총영사관 설치 시 중서부
지역과의 교역 및 기술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국무부 관계관의 견해를 비공식으로 타진한바, 국무부으로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음.

3. 외무부 미주국은 아래 요지의 ‘주캔자스시티 총영사관 설치 건의안’을 1980.2.29. 기획관리실에
송부함.
설치 필요성

- 경제적 측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약 15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수입하는바, 주요 농산물 집산
지인 동 지역에 총영사관을 설치함으로써 농산물 수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유수한 정밀기계
공장 소재지인 동 지역과의 기술협력 증진 기대
- 홍보적 측면: 캔자스시티 총영사관이 관할하게 될 주들은 소위 farm states인바, 한국이 미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임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경우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지지 제고와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영사적 측면: 동 총영사관이 관할하게 될 6개 주에 거주하는 5,900여 명의 교포에 대한 보호, 선도 강화
설치 시기 등

- 시기: 1980년도
- 관할구역: 미주리, 캔자스,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사우스다코타 및 노스다코타 등 6개 주

재외공관 설치 추진 - Philadelphia(미국) 총영사관,
1978-80

| 85-0146 |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2015-8 / 1 / 1~79(79p)

1. 외무부는 1978.2.14. 주미대사에게 미국 보스턴,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등 지역에 각급 영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를 조사 보고할 것을 훈령함.
주미대사는 상기 3개 지역에 각급 영사관을 주재시키고 있는 국가 현황을 3.2. 보고한바, 필라델피아에는 6개
총영사관, 5개 영사관, 3개 명예 총영사관, 21개 명예 영사관이 주재하고 있음을 보고

2. 외무부는 1978.8.22. 주미대사에게 상기 3개 지역과 앵커리지에 영사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
중임을 알리면서 이들 지역 영사관 설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공식 입장을 우선 타진, 보고토록
주미대사, 비공식 타진 결과 국무부은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국무부 관계관의 의견을 8.30. 외무부에
보고

3. 제11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필라델피아 한인회 간부 일행은 1980.9.6. 외무부차관 면담 시
다음 요지의 주필라델피아총영사관 설치 진정서(대통령 앞)를 제출함.
필라델피아는 미국 제4의 도시로 문화, 경제, 역사, 공업 및 교육 중심지
필라델피아는 미국 3대 항만의 하나로 수출입의 관문
현재 자동차로 왕복 6∼8시간 거리인 뉴욕총영사관 관할인바, 영사업무 관계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
상주 인구가 필라델피아보다 훨씬 적은 도시(보스턴, 마이애미, 앵커리지 등)에 이미 총영사관 설치

4. 국가보위 비상대책 상임위원회는 1980.10.13. 해외교포 선도 방안을 작성하여 시행토록 한바, 주요
내용은 현 실태 및 문제점, 대책, 건의, 교민 선도 업무 분담 총괄표, 가칭 교민청 설치 시안 등이며
주필라델피아 및 주뮌헨총영사관 등 2개 총영사관 증설도 건의하고 있음.
5. 1980.12.19.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1981년도에 상주공관 개설이 필요시되는 지역에 관한 자료를 12.30.까지
제출해 줄 것을 부내 각 지역국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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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함.

재외공관 설치 추진- Samoa(미국) 영사관, 1977

| 85-0147 |

생산연도

1977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5-8 / 2 / 1~13(13p)

1. 주호놀룰루총영사는 1977.3.16. 미국령 사모아에 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건의함.
미국령 사모아에는 교포 27세대 147명이 거주 중이고 어선 107척(선원 2,500명) 및 공영토건이 진출하고 있음.
1973.11월 이래 수산관 1명이 파견되어 있고 1974.6월부터 동 수산관에게 일부 제한된 영사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수산관 1명으로는 교포사회 분규와 선원사고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대만(구
자유중국)은 1972년 이래 3명 규모의 영사관을 설치, 효과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대만의 예에 따라 경험 있는 우리 경찰관을 사모아 정부로 하여금 개인 자격으로 고용케 하여 선원 선도 및
198

사고 처리를 담당토록 하고, 교포 및 2,500명에 달하는 선원에 대한 영사업무 처리를 위해 영사관 설치를
추진함.

2.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7.3.25. 상기 주호놀룰루총영사 보고를 검토해 줄 것을 외무부 기획관리실에
요청하면서 향후 사모아에 대한 어업 및 건설 진출이 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비추어 동 지역에
영사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한공관 설치 - 오스트리아, 1970-85

| 85-0148 |

생산연도

1970~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8 / 3 / 1~36(36p)

1. 외무부는 1970.12.30. 우리가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로서 한국에 상주공관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국가 중 스웨덴, 오스트리아 및 스페인 주재 대사에게 주재국 정부와 계속 교섭하여 한국에
주재국의 상주공관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결과를 수시 보고토록 훈령함.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1.2.11. 예산 사정상 당분간 재외공관 증설은 불가능하다는 주재국 외무성 측의 반응을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상기 3개국 주재 대사에게 예산 사정으로 주한 상주공관 설치가 당분간 어려운
실정임은 이해가 되나 장차 상주공관 유치를 위해 명예영사관 설치를 가급적 제한할 방침임을 감안, 1971년
중 서울에 상주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할 것을 5.8. 훈령

1975.2.1.부터 서울에 상주한다고 통보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Pahr 오스트리아 외상은 1982.10.27.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의 신임장 사본을 접수하는 자리에서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한국에 상주공관을 설치하려는 오스트리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함. Pahr 외상은 주한 상주공관 설치 시기에 대한 의회에서의 질문에도 같은 요지로
답변하였다고 주오스트리아대사가 1982.11.19. 및 1983.11.22. 각각 보고해 옴.
4.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4.5.26. 외무성 아주국장이 5.24. 오찬에서 주재국 각의가 1985년 중 주한 상
주공관 설치 계획을 5.22. 승인하였으며 관저, 공관 건물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1985년 중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함.
5.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4.11.27. 주재국 측이 최근 주한 상주대사관 공관 및 관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985.4월 중 대사관 개설 예정으로 있으며, 초대 상주 대사로는 Peter Moser 현 로스앤젤레스총영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고함.
6. 주일대사는 주한 오스트리아대사(도쿄 상주)가 1985.1.28. 내방, 동국의 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신임 주한 상주대사로 임명하는 데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하여 왔다고 보고함.
7. 외무부는 Peter Moser 초대 주한 오스트리아 상주대사가 1985.5.14.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일대사는 1974.12.30. 도쿄 상주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이 12.23. 공한으로 동 대사관 상무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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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공관 설치 - 도미니카공화국, 1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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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 4 / 1~184(184p)

1. 주도미니카(공)대사는 주재국이 1982.9.21. 신임 주일대사를 임명하였음을 보고함.
주도미니카(공)대사는 주한대사 공백이 오래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외무성 측에 상기시켰으며 주재국
외무차관은 10.29. 한국대사를 초치, 최근 발령된 주일대사의 주한대사 겸임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구두 요청함.

2. 주도미니카(공) 이복형 대사는 1982.10.29. Jorge Blanco 대통령 면담 시 주한 상주공관 설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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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바, 동 대통령이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이 대사는 또한 11.4. H. de Camps 대통령실 장관을 면담,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강력 요청한바, 동 장관이
면담 도중 대통령과 협의,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 재가를 얻고 외상에게 전화로 재가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

대통령실
장관 면담 후 외무성 아주국장은 상기 주일대사의 주한 겸임 동의 요청을 철회한다고 이 대사에게
구두 통보

3. 도미니카(공) 외무차관은 1982.12.30. 이 대사를 초치, 가까운 장래에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 목적으로
예산 기타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는 요지의 구술서를 수교하였으며 1983.1.24. 초대
주한 상주대사로 내정된 인사(Savinon 현 브라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Savinon 대사는 3.27. 서울 부임하여 신라호텔에 임시 사무실을 개설함.

4. Blanco 도미니카(공) 대통령은 1985.1.23. 대IMF(국제통화기금) 교섭 관련 긴축정책을 발표한바, 동
긴축정책에 재외공관 폐쇄 및 인원 감원이 포함되었으며 Vega Imbert 외상은 2.21. 주도미니카(공)
강대완 대사를 초치, 주한대사관 폐쇄 결정을 통보함.
5. 외무부장관은 1985.2.23. 주한 도미니카(공)대사를 초치, 상주공관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폐쇄
결정을 재고토록 본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주도미니카(공)대사에게 폐쇄 결정 취소
교섭을 훈령함.
주도미니카(공)대사는 대통령실, 외무성, 행정부, 의회, 산토도밍고 시장, 언론계, 친한 단체 등을 통해 대통령
및 외상에 대한 주한 대사관 폐쇄결정 재고 교섭 전개

6. 주도미니카(공)대사는 1985.3.9. Blanco 대통령을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주한 상주대사관을 폐쇄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안심하라고 언급하였으며 Polanco 외상 대리는 4.15. 강 대사를 초치, 외상 지시로
알린다고 하면서 주한 상주대사관은 계속 유지키로 하였다고 통보함.

주한공관 설치 - 오만,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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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 5 / 1~23(23p)

1. 외무부는 1983.10.14. 대통령 앞 특별보고를 통해 오만 정부가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를 결정하고
초대 주한 상주대사로 내정된 Al Toobi 씨에 대한 아그레망을 10.12. 신청하여 왔는바, 상주대사관
설치 결정은 오만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함.
2. 주오만대사는 1984.2.22. 주한공관 창설 선발대로 주재국 외무성 서기관 1명과 재정담당관 1명이
게 될 것이라고 보고함.
3. 주오만대사는 Al Toobi 대사가 1984.3.8. 서울에 단신 부임 예정이라고 보고함.
4. 공관 창설 요원으로 입국한 상기 오만 외무성 서기관은 1984.2.28.자로 신라호텔에 대사관(임시)을
개설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5. 주한 오만대사관은 1984.4.22. 공한으로 동 대사관이 이전 예정임을 알리면서 이전 예정 공관에 전화선
연결 등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통신시설 설치를 체신부와 협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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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서울에 도착하는바, 재정담당관은 약 2주간 서울에 체류하고 서기관은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하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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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8 / 6 / 1~207(207p)

1. 주스리랑카대사는 1985.5.9. 스리랑카 정부의 타밀 정책을 비판한 인도 외상의 의회 발언과 관련,
스리랑카 각의가 5.13.부터 부탄에서 개최되는 SAARC 외상회의에 대표단 파견을 재고키로 결정
하였다고 보고함.
스리랑카 외무성은 5.12. 파키스탄 대통령과 인도 수상 등 회원국 원수 및 외상 등의 요청을 감안, 대통령이
대표단 파견을 지시하여 동 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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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5.5.13.∼14. 부탄에서 개최된 SAARC 외상회의는 12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남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구의 이름을 SAARC로 합의함.
3. 제1차 SAARC 정상회담이 1985,12,7,~8. 다카에서 개최되어 SAARC 헌장을 승인하고 공동성명
(다카선언)을 채택한바, SAARC 회원국 주재 공관이 보고한 회원국들의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음.
인도: 외무성 관계관은 금번 회의가 지역협력 증대를 위한 좋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파키스탄: 인도와의 관계가 여하히 정립되느냐에 SAARC의 장래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음. 파키스탄은
SAARC에 임하는 인도의 의도와 목표가 서남아 지역 지도권 확립을 기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인도의 패권주의 가능성을 견제함으로써 평등한 선린관계를 추구하는 데 최대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4. 외무부는 1985.12월 동 정상회담에 관하여 다음 요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전두환 대통령은
12.12. 방글라데시 대통령에 대한 축전 발송을 지시함.
주요 결과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부탄 등 7개국 정상이 회담을 갖고 ASEAN에 이어
두 번째 지역협력기구 발족
- SAARC 헌장을 채택, 1980.5. 이래 추진되어 온 지역협력기구 정식 창설
- SAARC의 기본 목표 및 노선을 선언하는 다카선언 채택
대책

- SAARC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증진
- SAARC 사업 참여

5. 대통령 지시 및 주방글라데시대사의 건의에 따라, 외무부는 1985.12.12.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을 방글라데시 대통령 및 외상에게 각각 전달함.

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 제16차.
Rarotonga(쿡아일란드) 1985.8.5-6

| 85-015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8 / 7 / 1~43(43p)

1. 1985.8.5.∼6. 쿡 아일랜드에서 SPF(남태평양협의회)가 개최된바, 주뉴질랜드대사는 8.8. 동 회의에서
채택된 남태평양 비핵지대(Nuclear Free Zone)조약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함.
동 조약은 8개국의 서명으로 채택되었으며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솔로몬아일랜드, 나우루 등 미서명 4개국 중
파푸아뉴기니는 미국과의 동맹 결속을 주장하는 반면, 핵 적재함 기항 금지정책을 취하고 있는 바누아투는
조약 내용이 미약함을 지적
 조약은 호주 수상의 제창과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채택된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미, 영, 프랑스의
동
참여를 권유하고 있으나 핵실험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참가 인사: 호주 수상, 뉴질랜드 수상, 키리바시 대통령 등 13개국 수뇌
토의 의제: 남태평양 비핵지대 선포, 뉴칼레도니아 독립문제, 역내 국가 간 협력증진
결정 사항

- 비핵조약 채택: 군함의 역내 공해통항 불간섭, 핵 적재함의 입항 허가권은 각국이 보유 등 내용의 조약을
채택함.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이 서명하였고 솔로몬아일랜드, 나우루, 통가 등은 국내 절차를 이유
로 서명 유보하였으며 바누아투는 서명에 반대함.
- 뉴칼레도니아 문제는 국내 문제이므로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 역내 협력증진 문제에서는 최소빈국인 투발루, 키리바시, 니우에, 쿡 아일랜드에 대한 특별원조를 장려
키로 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본 문건에는 실무자료 ‘제16차 South Pacific Forum 결과 보고’가 수록되어 있는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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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18차.
Kuala Lumpur(말레이지아) 198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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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1985.1.28.∼29.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6+5 SOM(고위관리회의) 회의부터 7.11.∼13.
ASEAN 확대외상회의(쿠알라룸푸르)에 이르는 ASEAN 회의 내용 중, 한국의 참여문제를 중심으로
한 HRD(인적자원개발) 분야 논의 동향에 관한 ASEAN 회원국 및 대화 상대국 주재 공관의
관찰 및 접촉 보고와 외무부 훈령, 관련 자료 등임.
1.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5.1.30. 외무부에 1.28.∼29. 개최된 6+5 SOM 회의 보고서를 송부해 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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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에는 HRD 프로그램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2. ASEAN SOM이 1985.6.24.∼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바, 주인도네시아대사는 6.28.
동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측이 HRD 추진에 반대하고 한국의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했다는 내
용을 입수,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말레이시아 측의 태도 등을 탐문, 보고할 것과 말레이시아의 태도
변화에 대한 미국 측의 분석 등을 보고할 것을 주말레이시아대사와 주미대사에게 각각 훈령함.
주미대사는 말레이시아의 반대 입장에 불명확한 점이 많으나 6+5회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HRD와
같은 programmatic한 사업을 6+5 범주에서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특정 국가의 참여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는 국무부 관계관의 견해와 함께 미국은 말레이시아 측의 태도 변화가
ASEAN 회원국 간의 반목에 기인하는 문제로 판단, 동 문제 개입을 꺼려하는 것 같다는 관찰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5.7.2. 미국을 제외한 6+5 주재 대사에 대한 훈령을 통해 상기 말레이시아 측의 태도
변화는 의외로 간주되는바, 본 사업이 미·일 등 서방 원조국에 지나치게 연계되어 ASEAN의 중립적인
성격을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일부 ASEAN 회원국의 우려와 관련, 우리의 참여 제의가 서방측 기도와는
무관하다는 점 등 지침에 따라 주재국 고위 인사를 접촉토록 함.
4. 1985.7.8.∼12. ASEAN 외상회의와 확대 외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바, 외무부는 공관 보고를
기초로 동 회의에서의 HRD 논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7.22. 대통령에게 보고함.
HRD 추진 방법에 관하여 말레이시아 측이 이견을 제기한바, 일단 대화 대상국과 개별적으로(6+1) 추진한다는
방침에 의견 일치를 보고 우선 32개 단기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HRD는 인도네시아를 조정국으로 계속 추진
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HRD 참여문제는 확대 고위실무자회의 및 아세안 외상회의에서 거론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확대 외상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말레이시아
외무성 아세안국장은 ASEAN이 한국의 참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인도네시아 외무성
아태국장도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함.

말레이시아
외무성 아세안국장은 상기 32개 사업 중 한국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ASEAN 사무국과
접촉해 주기를 요망하였고, 인도네시아 외무성 아태국장은 한국 참여문제를 HRD 조정국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계속 추진해 주기를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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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ASEAN 협력강화 : 인적자원개발계획
(HRD) 참여추진, 1985. 전2권. V.1 추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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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 10 / 1~350(350p)


정부는
1984.7. ASEAN 확대외상회의가 태평양협력의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채택한 HRD
(인적자원개발) 사업 참여를 추진한바, 본 문건에는 1985년 중 관련 공관 보고 및 외무부 훈령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참여추진 경과
외무부는 1985.1.28.∼2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개최 SOM(고위관리회의) 회의 대비, 1.7. ASEAN 회원국 및
206

대화상대국 주재 대사에게 우리나라의 HRD 참여를 교섭토록 훈령함.

SOM
회의 후 동 회의 미국대표가 1.30. 주인도네시아대사를 방문, 동 회의에서 HRD정책 등 일반 사항만
논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한국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으나 제3국 참여문제가 거론될
시 일차적으로 한국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동 회의에서 합의한 HRD 관련 정책지침서를
전달함.

- 동 지침서는 HRD 협력사업 이행에 여타 태평양국가의 참여 기회를 열어 놓는다는 표현을 포함(프로젝트
레벨에서 여타 태평양 국가의 참여 가능성 명시)
관련국 주재 공관에서 동 회의 결과에 대한 주재국의 평가를 보고한바, 미국은 ASEAN 국가들이 한국의
HRD 참여 의사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low key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고, 말레이시아는 한국이 의장국인 자국에 HRD 계획서를 제출하면 6월 SOM에서 선정, 7월
외상회의에 건의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함. 주인도네시아대사와 싱가포르대사는 우리의 HRD 참여 관련 공한을
제출할 것을 건의함.

3.15.
개최된 ASEAN 주재 공관장 회의는 상기 우리의 HRD 참여 공한 발송 문제를 논의, 말레이시아와 인도
네시아의 입장을 재확인 후 신중히 대처키로 하였으며 외무부는 3.27. 동 2개국 주재 대사에게 주재국의 입장을
타진하고 공한 제출 시 적절한 시기와 제출처를 보고토록 훈령함.

외무부는
상기 훈령에 대한 주말레이시아와 주인도네시아대사 보고에 따라 우리의 HRD 참여의사를 통보하는
내용의 외무부장관 명의 공한을 말레이시아(ASEAN 상임위 의장국) 및 인도네시아(HRD 조정국) 외상에게
전달토록 4.22. 각각 송부함.

6.24.∼25.
쿠알라룸푸르 개최 6+5 SOM에서 말레이시아가 HRD 추진방안에 강한 이의를 제기(6+5 대신
6+1 방식을 주장)하여 논란이 야기된바, 말레이시아 측은 ASEAN 내 결속 강화가 우선이며 ASEAN 사업에
대한 강대국의 주도를 탈피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함.

7.11.∼12.
확대외상회의에서도 말레이시아의 6+5 방식 반대에 따라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각국이 제출한 32개의
단기사업을 채택함. 한국 참여문제도 거론되지 않아 구체적 결정을 보지 못한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외무성 관계관은 한국의 참여는 기정사실로 인정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는 한국의 참여는 ASEAN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각각 언급함.

외무부는 7.22. 대통령 앞 보고를 통해 우리의 HRD 참여문제에 현 단계에서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으나
앞으로 HRD 조정국인 인도네시아 등과 계속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2. 본 문건에는 ASEAN SOM(1985.1.28.∼29.) 대비 태특반장 이남기 대사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 방문(1985.1.16.∼28.) 교섭 내용과 외교안보연구원 김국진 교수의 상기 3개국 및 싱가포르 출장
(1985.11.5.∼16.)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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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ASEAN 협력강화 : 인적자원개발계획
(HRD) 참여추진, 1985.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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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 11 / 1~408(408p)

아세안의 인적자원개발(HRD) 사업 관련, ASEAN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 주재 공관에서 송부한
자료로서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ASEA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Questionnaire에 대한 각국 회신
캐나다
호주
208

인도네시아
일본

2. 1985.1.28.∼2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6+5 고위관료회의(SOM) 보고서(주인도네시아
대사 보고 전문)
3. 상기 SOM 의제 및 의제별 자료(주인도네시아대사 송부)
4. ASEAN의 HRD 사업에 대한 정책지침서(주인도네시아대사 송부)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23차. 서울, 198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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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 9 / 1~36(36p)

ASPAC 사회문화센터 정도순 사무총장(제6대) 사임에 따른 후임 사무총장 임명 관련 내용임.
1. 정도순 사무총장(임기: 1983.1.1.∼1985.12.31.)이 1985.5.28. 서한을 통해 일신상의 이유로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장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이원경 집행위원장(외무부장관)은 동 사임을
6.14.자로 수락한다고 6.8.자 서한으로 확인함.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국은 6.17. 회람 공한을 통해 한국 외무부와 회원국 주한대사관에 사무총장의 사임을

2.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국은 1985.6.26. 회람 공한으로 정도순 사무총장 사임 보고 및 후임 사무
총장 임명을 위한 집행위원회 제23차 임시회의가 6.28. 개최됨을 한국 외무부와 주한 일본 및 대만
(구 자유중국)대사관에 알림.
3. 본 문건에는 ‘제23차 ASPAC 사회문화센터 임시 집행위원회 회의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바, 동 자료
(회의 진행 시나리오)는 최석신 전 주노르웨이대사가 제7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1985.7.1.자로 임
명된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4. 상기와 함께 동 센터 현황과 사무총장 선임 절차 등에 관한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 선임문제’
실무 자료와 집행위원회 의사규칙 중 임시회의 및 사무총장 선임 관련 부분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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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7차. 서울, 198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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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 12 / 1~179(179p)

1. 외무부는 1985.6.12. 개최되는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제17차 정기회의 참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정부대표: 한우석 제1차관보(의장 대리) 외 1명
의제별 입장

210

- 의장, 부의장 선출: 관례에 따라 선출토록 함.
- FY 83∼84 활동보고 및 재정보고 등 사무총장 보고: 이의 없을 시 원안대로 접수
- FY 85∼86 추정예산 제출: 예산안에 동의

2. 본 문건에는 ‘제17차 ASPAC 사회문화센터 정기 집행위원회 회의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바, 동 자료에
따른 집행위원회 실질 의제는 다음과 같음.
집행위원회 제16차 정기회의 회의록 검토
사무총장의 FY 83∼84 활동보고
사무총장의 FY 83∼84 재정보고
감사보고
문화재 및 전통 보존에 관한 제4차 아·태지역 회의, 제13차 아·태지역 영화제 및 제2차 아·태지역 도서
관학 회의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사무총장의
FY 85∼86 추정예산 제출

OAS(미주기구) 총회, 제15차. Cartagena
(콜롬비아) 198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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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콜롬비아대사는 콜롬비아 외무성이 1985.8.8. OAS(미주기구) 회원국 및 옵서버국 외교사절을
초치, 12.2.∼13. Cartagena에서 개최될 OAS 제15차 정기총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회원국 및 옵서
버국의 적극 참여를 당부하였다고 보고함.
2. 주미대사는 1985.10.11. 외무부에 대해 OAS 상임이사회가 10.9. 회의에서 상기 제15차 총회를
12.5.부터 개최하고 12.2.∼4. 제14차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한바, 이는 콜롬비아 측이 헌장 개정을

3. 외무부는 1985.10.24. 박건우 주콜롬비아대사를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임명하고 11.25. 동 대표단에
다음 요지 훈령을 시달함.
회의 및 행사에 적극 참여, OAS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의 대OAS 협력사업 홍보
회의 참석 주요 인사를 접촉하여 다음 사항 시행

- 88 서울올림픽 홍보
- 멕시코 및 콜롬비아 대표에게 최근 지진 및 화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한국의 구호지원
노력 설명
- 페루 대표를 접촉, 대북한 수교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 가이아나 대표에게 양국 관계 개선 희망 전달
우리의 IDB(미주개발은행) 가입을 위한 여건 조성

4. 1985.12.2. 개막한 OAS 제14차 특별총회는 기본 의제인 헌장 개정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제8조
(역내 분쟁 해당국에 대한 회원 가입 억제), 제118조(사무총장에게 역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중재기능
부여) 등을 위요하고 막후교섭과 야간회의를 거쳐 분쟁 당사국의 회원가입을 가능토록 하고 사무
총장과 상임이사회의 분쟁해결 권한을 강화하는 등 헌장을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Cartagena
의정서를 12.5. 오전 채택함.
5. 특별총회 종료에 이어 1985.12.5. 개막한 OAS 제15차 정기총회는 볼리비아 해양문제, 말비나스
도서 분쟁 해결, Contadora 그룹의 평화 노력, 재래식 무기 제한, 고문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12.9. 폐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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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특별총회를 총회 본회의에 앞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함.

6. 주콜롬비아대사는 1985.12.13. 헌장 개정을 통한 OAS의 활성화가 금차 특별 및 정기총회의 최대
성과인바, 미국이 그간 중미 평화 문제가 Contadora 그룹보다 OAS에 의해 다루어지기를 희망해
왔고 현 OAS 사무총장이 브라질 출신임을 감안할 때, 추후 중남미 역내 문제는 OAS로 집중되어지면서
미국과 브라질 양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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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CIES(미주기구/미주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20차. Washington, D.C., 1985.9.23-27

| 85-015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8 / 14 / 1~85(85p)

1. OAS 미주 경제사회이사회 지역개발에 관한 기술회의
주미대사는 1985.2.26. 외무부에 4.25.∼26. 아르헨티나 Buenos Aires에서 개최되는 지역개발에 관한 기술회의
참석을 초청하는 OAS 미주 경제사회이사회 공한을 송부함.

- 외무부는 주아르헨티나대사관 홍장희 참사관을 대표로 통보하도록 주미대사관을 통해 조치함.
홍장희 참사관은 4.30. 동 회의가 4.22.∼24. 회원국 대표들이 작성한‘지역개발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를
기초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역개발에 관한 4개의 결의안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다고 보고하고
동 최종 보고서를 5.4. 송부해 옴.

주미대사는 1985.8.14. 미주 경제사회이사회 측이 9.23.∼27. 개최되는 동 이사회 제20차 각료회의에 옵서버
참석을 초청하여 왔으며 동 회의에서는 외채 문제와 선진국에 의한 무역 장벽 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함.

외무부는
9.5. 상기 회의에 참석하는 주미대사관 김흥수 참사관에게 다음 요지 훈령을 시달함.

- 카리브 연안 개발 계획(CBI) 등 미주 역내 각종 개발사업 관련사항 관찰, 보고
- 우리의 미주개발은행 가입 노력을 설명, 유리한 여건 조성
- 우리의 대OAS 협력사업 적극 홍보
주미대사는 10.18. 각료회의 참석 보고서를 송부해 온바,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 요지임.

- 1984∼1985 역내 경제발전 및 관련문제 분석
● 동 기간 중 선진국들의 고금리, 보호무역 정책으로 역내 국가들이 수출저조, 외채 원리금 상환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고 미국의 수입문호 개방과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것이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경제·사회개발 강화문제
● 멕시코, 페루 및 베네수엘라 등은 동 의제의 투자·통상·금융 및 외채 등 3개 세항이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제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실무 전문가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제의, 차기
회의 시까지 검토하기로 결정
- 미국의 경제적 위압조치
● 1985.5월 미국이 니카라과에 대하여 취한 무역봉쇄 조치를 강대국의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경제적 위
압조치라고 니카라과가 비난하였고, 미국은 OAS 헌장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을 촉구
하는 헌장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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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차 OAS 경제사회이사회 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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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미주기구) 미주 노동 장관회의, 제8차.
San Jose(코스타리카) 1985.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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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2015-8 / 15 / 1~161(161p)

1. 주미대사는 1985.5.14. OAS 측이 7.22.∼26.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되는 제8차 미주 노동장관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5.20. 동 회의 참석 필요 여부와
대표단 구성에 대한 노동부의 의견을 문의함.
2. 노동부는 1985.6.22. 외무부에 미주지역에 대한 노동외교 및 협력관계 발전 차원에서 상기 회의
참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동철 노동부차관 외 1명의 대표 명단을 송부해 왔으며, 외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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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노동부차관을 수석대표로, 김재훈 주코스타리카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임명함.
3. 주미대사 및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5.7월 상기 회의가 개최국 코스타리카 측 요청으로 10.7.∼11.로
연기되었음을 보고함.
4. 노동부는 1985.8.26. 외무부에 동 회의 참석 노동부 대표로 조철권 장관을 비롯한 4명의 명단을 다시
제출하였으며 9.10. 동 명단을 한진희 차관 등 2명으로 변경 제출함.
외무부는 노동부차관 경질 등에 따른 대표단 재임명을 상신하여 노동부차관과 주코스타리카대사를 각각
수석대표와 교체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임명하고 이를 OAS 측에 통보하도록 9.25. 주미 및 주코스타리카
대사에게 훈령함.

5. 노동부대표단은 1985.10.6. 코스타리카에 도착, 회의 참석 후 10.11. 출국한바, 수석대표는 활동 상황을
다음 요지 전문 보고함.
10.7. 오후 기조연설
10.7. 코스타리카 노동사회보장장관 주최 리셉션 참석, 각국 대표, OAS 사무총장 및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등 접촉하여 한국의 ILO 가입 관련 협력문제 의견 교환

10.8.
코스타리카 노동사회보장장관 주최 오찬에 참석하여 브라질, 파나마, 엘살바도르 등 대표와 한국의 ILO
가입 관련 협력문제 협의

10.8.
코스타리카 노동사회보장장관을 예방, 노동 문제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바,
동 장관은 한국이 ILO 가입 신청 시 최대의 지원과 지지를 약속

10.8.
코스타리카 부통령을 예방, 한국의 ILO 가입 신청 시 지원을 희망한바, 동 부통령은 한국의 ILO 가입을
전폭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EC(구주공동체) 탈퇴,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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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8 / 16 / 1~32(32p)

1. 주덴마크대사는 1982.2.24. 그린란드의 국민투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함.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EC 계속 잔류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2.23. 실시된바, 유권자 32천 명 중
74.9%가 투표한 가운데 52%가 EC 탈퇴를 찬성하고 46%가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린란드는
1973년 덴마크의 EC 가입에 따라 EC의 일원이 되었으나 가입 당시 주민의 70%가 반대의사를
표명한바, 1979년 덴마크로부터 자치를 인정받은 후 EC 잔류 여부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투표가
2.23. 실시된 것임.
 투표로 EC 탈퇴가 당장 발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동 투표 결과를 토대로 덴마크 정부와
동
거친 후 있게 될 것임.

그린란드
주민의 EC 잔류 반대 동기의 하나로 주민의 주 산업인 어업에 대한 EC의 규제가 지적되고 있음.

2. 외무부 서구2과가 1985.2.18. 작성한 ‘그린란드와 EC’제하 자료에 따르면, 1982.2월 국민투표 후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대신하여 EC 국가들과 협상을 시작, 그린란드의 1985.1월 EC 탈퇴에 관한
협정이 1984.3월 EC와 덴마크 간 체결되었으며 그린란드는 예정보다 한 달 늦게 1985.2.1. EC에서
탈퇴하였으며, 유럽인들에게 연안어업권을 허락하는 대가로 연 2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함.
3. 주한 덴마크대사관 주재관이 1985.11.19. 외무부 관계관을 면담,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특수 지위를
인정하여 그린란드적 선박에 그린란드 기를 게양토록 하는 법안을 공포하였음을 설명하고 그린란드
기의 견본을 전달하였으며, 외무부는 11.25. 동 내용을 해운항만청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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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시작하게 되며 그 후 덴마크 정부와 EC 간에도 협상을 하게 되므로 탈퇴 최종 결정은 이러한 협상을

아랍연맹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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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5-8 / 17 / 1~91(91p)

1. 주모로코대사는 1985.6.11. 팔레스타인 문제를 위한 아랍연맹 각료회의(1985.6.9. 튀니스)에 참석한
Filali 모로코 외상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13차 긴급 아랍연맹 정상회의 모로코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모로코 외무성이 발표하였다고 보고함.
2. 주모로코대사는 1985.7.1. Hassan 왕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여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12개국의 명확한 지지 등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시리아와 레바논의 동 회의 개최 반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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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 시 회의 개최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보고함.
3. 주튀니지대사는 1985.7.4. 아랍연맹 사무국 측에 의하면 상기 튀니스 개최 아랍연맹 각료회의에서
정상회의 개최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시리아, 레바논, 알제리, 리비아, 남예멘 등은 동
정상회의 개최에 반대 또는 유보적 태도를 표시하였다고 보고함.
4. 주튀니지대사는 1985.7.31. 모로코 국왕이 아랍 특별정상회의의 8.7. 개최를 발표하였으며,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온건 국가들이 소수 강경 국가들의 반대로 어떤 공동입장도 취하지 못하는 정치적
난국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보고함.
5. Casablanca에서 1985.8.7.∼9. 개최된 아랍 특별정상회의는 8개국 정상을 포함, 16개국 대표와 PLO의
Arafat 의장이 참석(총 21개 회원국 중 시리아, 레바논, 남예멘, 리비아 불참)한 가운데 개최된바, 주모
로코대사는 회의 최종 코뮈니케 내용과 평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최종 코뮈니케 주요 내용

- 요르단·팔레스타인 협정(1985.2.11.)에 유의하며 PLO가 팔레스타인 인민의 유일, 정당한 대표임을 재확인
- 이란·이라크 전쟁 관련, 이란 측에 즉각 휴전 요청
- 안보리 상임이사국, PLO 등이 참석하는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소집
-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요청
공관 평가

- 아랍권 내분 격화로 1982년 이래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금번 정상회의가 역내 많은
관심을 받음.
- 결의 대신 코뮈니케를 채택한 것은 강경국가들의 결의 불구속 의사를 감안한 결과
- Hassan 왕의 적극적 교섭에도 불구 8개국만 정상이 참석하였으며 중동정치의 주역인 Fahd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이 불참
- Hassan 왕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성공했다는 긍정적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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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제21차.
Addis Ababa(이디오피아) , 1985.7.18-2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8 / 18 / 1~113(113p)

1. 해방위원회(Liberation Committee) 제43차 회의 (1985.1.28.∼2.2. 가나)
주가나대사는 1985.1.25. 해방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동 회의 기간 중 미수교국 외상들을
접촉하여 우리의 관계 개선 의도에 대한 반응 등을 타진하도록 훈령함.

주가나대사는
미수교국 인사와의 접촉 결과를 다음 요지 보고함.

2. 제41차 각료회의 (1985.2.25.∼3.5. 아디스아바바)
제42차 각료회의(1985.7.10.∼17.) 및 제21차 정상회의(1985.7.18.∼20.) 아디스아바바 개최를 결정함.
30여 개의 결의안을 채택한바, 아프리카 한발구호 특별기금 설치 등 경제 분야 위주이며 기타 남아공 및
이스라엘 제재를 위한 OAU와 아랍연맹 협력 강화 등에 관한 결의 채택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정치적 논쟁이 퇴색하고 주로 경제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각국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 보고함.

3. 제42차 각료회의 (1985.7.10.∼17. 아디스아바바)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상기 회의가 16개 결의안을 채택 후 7.17. 폐막한바, 동 결의안들이 제21차 정상회의에서
토의될 의제이며 주로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특히 한해 극복과 외채 상환 등 경제난국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7.19. 보고함.

4. 제21차 정상회의 (1985.7.18.∼20. 아디스아바바)
아프리카 49개국이 참석한바, 자이르와 모로코(1984년 탈퇴)가 불참하였으며 49개국 중 21개국은 국가원수
가 참석함.

경제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는 공동인식하에 농업개발 및 외채부담 경감에 초점을 둔‘아프리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

- 1,700억 달러에 달하는 아프리카 제국의 외채상환 의무이행 약속 및 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요청, 나미비아 독립투쟁 지지 등 내용의 ‘아디스아바바 선언’ 채택
신임 OAU 의장에 세네갈 대통령, 사무총장에 니제르 외상을 선출 (대통령과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을 각각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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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주가나 기니대사는 귀임하는 대로 진지하게 협의하자는 호의적 반응을 보임.
- 2.2. 잠비아 대표단 중 국무상은 자리를 피하고 주탄자니아대사를 면담한바, 동 대사는 국무상에게
보고, 선처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바,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감지됨.
- 2.2. 접촉한 모잠비크 외무차관은 귀국하는 대로 외상과 협의, 선처하겠다고 하였음. 동 차관은 시종
호의적으로 진지하게 대함.

| 85-0164 |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제21차.
Addis Ababa(이디오피아) , 1985.7.18-21. 전2권.
V.2 회의록 및 결의문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9 / 1 / 1~352(352p)

결의안 등 OAU 각급 회의 관련 문서임.
1. 주에티오피아대사가 1985.3.12. 송부한 OAU 제41차 각료회의 결의안 초안
아프리카 경제문제에 관한 결의 등 본회의 소관 결의안 초안 15건
남아공과 이스라엘 제재에서의 OAU와 아랍연맹 간 협력협정에 관한 결의 등 정치위원회 소관 결의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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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아프리카 교육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등 경제위원회 소관 결의안 초안 13건

2. 주에티오피아대사가 1985.7.16. 송부한 OAU 제42차 각료회의 결의안 초안
아프리카 난민상황에 관한 결의 등 정치위원회 소관 결의안 초안 4건
남아공에 관한 결의 등 본회의 소관 결의안 초안 12건
아프리카-아랍 문화기구에 관한 결의 등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결의안 초안 10건

3. 주에티오피아대사가 1985.7.30. 송부한 결의안
아프리카 난민상황에 관한 결의 등 제42차 각료회의 채택 결의 27건
아프리카 경제상황에 대한 결의 등 제21차 정상회의 채택 결의 13건

4. 1985.9.20. 유엔문서로 배포된 제21차 OAU 정상회의 자료(선언문, 결의안)

아프리카 포르투갈어사용 5개국 정상회담,
상토메프린시페, 198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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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5-9 / 2 / 1~42(42p)

1. 주포르투갈대사는 1985.1.10. 카보베르데 외상의 포르투갈 방문 결과를 보고하면서 동 외상이
포르투갈어 사용 아프리카 5개국 정상회담이 동 2월 상투메 프린시페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포르투갈
측에 통보하였다고 보고함.
외무부는 동 회의 관련 내용 및 배경 등을 파악, 보고토록 미국, 포르투갈, 브라질, 가봉 및 세네갈 주재대사에게
훈령함.

2. 외무부는 상기 훈령에 대한 공관 보고를 기초로 1985.1.24. 주세네갈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알리고
5개국(앙골라,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정상회담 관련 사항

- 성격: 포르투갈어 사용 5개국 정상 간 정기적 회담을 통해 국제 및 역내 문제에 대한 행동 조정과 경제
분야 협력을 통한 결속 도모
- 금차(제5차) 회담 시기 및 의제: 1985.2.7.∼15.(2.7.∼12. 각료급 회의, 2.14.∼15. 정상회의) 개최되며
의제는 상금 미정인바, 경협 문제와 남부 아프리카 정세 등 토의 예상
정상회담 참석 예정인 Vieira 기니비사우 대통령(또는 외상)을 통해 우리의 포르투갈어 사용국과의 관계 개선
및 실질관계 증진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지급 보고 바람.

3. 주세네갈대사는 1985.1.26. 기니비사우 대통령이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에 대한 우리의 수교 노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대통령이 우리의 수교 노력을 지원해 줄 정도로 친한적이고
우리의 협조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의견과 함께 동 대통령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한
기니비사우 출장을 건의함.
4. 외무부는 1985.1.26. 상기 건의를 승인하였으며, 주세네갈대사는 1.30.∼2.1. 기니비사우를 방문,
대통령 및 외상 등을 면담한바, Vieira 대통령은 한국의 수교 노력에 협조할 용의가 있으나 이번에는
한국의 수교 의사를 전달하고 그 반응을 들어보는 데 그치고자 하며 구체적 제의는 차후 외상 또는 대사
레벨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동 대통령은 기니비사우의 대한국 수교 방침을 1984.1월
포르투갈어 사용 5개국 정상회의에서 설명했다고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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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함.

5. 5개국 정상회의는 최종선언을 채택하고 1985.2.15. 폐막한바, 주가봉 및 주포르투갈대사는 동 선언
요지를 2.19. 다음과 같이 보고함.
남아프리카 문제: 남아공 군대의 앙골라 주둔 비난, SWAPO 지지 및 나미비아 독립지지 재확인, 프리토리아
영토를 이용한 모잠비크에 대한 테러행위 비난 등

역외
문제: 폴리사리오에 대한 지지 재확인 및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간 직접 협상 요망 등

220

6. 주세네갈대사는 1985.2.20. 상기 Vieira 기니비사우 대통령의 포르투갈어 사용국에 대한 우리의 수교
희망 전달에 대한 반응 확인차 기니비사우에 입국함.

주중국대사관 고용원 금괴 밀수 사건,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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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9 / 3 / 1~47(47p)

1. 타이베이발 1985.3.27.자 UPI 통신은 주대만(구 자유중국) 한국대사관 직원 부인이 1,260온스의 금을
밀수하려다 적발(동인이 3.16. 홍콩에서 타이베이로 귀임 중 공항 보세창고에 맡겨 둔 여행 가방에서
3.27. 발견)되어 몰수되었다고 보도함.
2.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85.3.27. 동 보도의 배경이 최근 현지 분위기와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으므로 상세 내용을 긴급 보고토록 주대만대사에게 훈령하고 3.28.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 훈령함.
- 문제된 인물은 대사관 정규 외교관이 아니며 고용원에 불과함.
- 동인 진술에 의하면 금괴는 본인이 밀수한 것이 아니고 같은 아파트 거주 이웃 중국인으로부터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용도 모른 채 받은 것에 불과함.
대사관 공사가 외무성을 방문, 적절히 해명함과 동시에 당사자를 즉시 본국 송환, 필요 조치를 취할 뜻을
밝히고 협조 요청

3. 주대만대사는 1985.3.28. 대만 외교부장관에게 동 건을 해명하고 고용원을 외교관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대사관의 명예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
으며 당사자 송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고 보고함.
주대만대사는 3.28. 세관 측이 어뢰정 승무원 중국 송환과 관련, 보도를 흘린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UPI는
이미 정정 보도를 발신하였다고 하며 해당 고용원 및 가족은 3.30. 귀국조치 예정임을 보고

4. 주대만대사는 1985.3.29. 동 건 관련 다음 요지 보고함.
동 내국인 고용원 부부는 주말을 이용, 홍콩에 갔다가 3.16. 돌아오는 길에 공항 짐 찾는 곳에서 평소 안면 있는
중국인으로부터 손가방 1개를 받은 것이 세관 당국에 의해 압류 당함.

동인은
이를 은폐하다 3.23. 11:00경 대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동 내용물은 모르며 본 적도 없다고 하였으며,
대만 외교부 요청으로 3.27. 대만 세관 관계관 입회하에 개봉한바, 금괴 약 41kg이 적발됨.

5. 주대만대사는 1985.3.29. 동 사건 배후 중국인 일망타진을 위해 주재국 기관과 협조 예정이라고 보고
한바, 외무부는 주재국 측의 수사과정에 개입을 삼가도록 훈령함.
6. 1985.3.30. 송환된 동 고용원에 대한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련 중국인에 대한 조사 없이는
진상파악이 곤란하며 국내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3.31. 귀가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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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지국장을 접촉, 아래 요지로 해명기사를 싣도록 요청

이라크 쿠르드족의 한국 근로자 납치사건,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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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5-9 / 5 / 1~195(195p)

정우개발 소속 근로자가 이라크에서 1982.4.23. 및 1985.5.8. 쿠르드족에 의해 피랍된 사건 관련 내용임.
1. 1982.4.23. 근로자 2명 피랍
주바그다드총영사는 1982.4.25. 외무부에 4.23. 이라크 북부 Dohuk 지역 병원 공사 현장 근로자 2명이 쿠르드족에
납치되었다고 정우개발 지사가 알려 왔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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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바그다드총영사는 이라크 외무성에 동 피랍 사실을 통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4.28. 부총영사를
현지에 파견, 정우개발 측과 해결방안을 협의토록 함.
런던발 Reuter 통신은 5.13. 런던 소재 쿠르드 민주당(KDP) 유럽지부가 성명을 통해 한국인 근로자 2명이 쿠르드
게릴라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납치 이유나 석방 조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함.
외무부는 5.14. 동 내용을 주영대사에게 알리고 KDP와의 직접 교섭 가능성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훈령함.

이후
이라크 정부를 상대로 한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의 교섭과 주영대사관의 KDP 접촉 노력이 계속된바, 이라크
외무성은 피랍 근로자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다고 하면서 유사한 사건의 예로 볼 때
피랍자의 생명에는 위해가 없을 것이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석방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함. 주영대사는
언론인을 통해 KDP 접촉을 다양하게 시도하였으나 소재 파악이 불가하다고 6.30. 보고함.

주바그다드총영사는
7.21. 외무부에 피랍 근로자 2명이 7.20. 현장에 귀환하였다고 정우개발이 알려 왔음을 보고함.

2. 1985.5.8. 근로자 2명 피랍
주바그다드총영사는 정우개발 소속 근로자 3명이 1985.5.8. 슐레마니아 시내 주유소에서 쿠르드족 괴한에 의해
피랍 도중 1명은 차에서 탈출하였으나 나머지 2명은 납치되었으며, 총영사관은 즉시 경찰에 신고, 수사토록
하고 외무성 관계관을 면담, 근로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동 납치 세력(PUK, Patriotic Union of Kurdistan)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중국(구 중공), 이탈리아,
일본 등의 국민 20여 명도 억류하고 있는바, 이는 이라크 정부가 감금하고 있는 쿠르드 인사 석방을 위한
교섭용이라는 관측이 있음.
외무부는 이라크의 반응을 고려, 쿠르드 측과의 직접 접촉을 자제하면서 정우개발을 통한 석방 노력을 전개
한다는 방침하에 5.17. 주한 이라크총영사를 초치, 이라크 정부의 최대한 노력을 촉구하고 주제네바대표부를 통
해 6.11. 국제적십자사의 협조를 요청함.

- 정우개발은 이라크 전력청 인사(쿠르드인)를 협상 창구로 활용하여 석방 조건 등을 탐문하였으며 발
전기 1대 구입대금과 비디오카메라 등 납치 세력이 요청하는 물품을 지원함.
주바그다드총영사는 7.19. 피랍 근로자 중 1명이 석방되어 7.18. 정우개발 측에 인도되었다고 보고함. 총영사는
또한 7.20. 정우 측이 상기 협상 창구와 잔여 1명의 석방 문제를 협의한바, 쿠르드 측의 추가 요구(물품)가
충족되면 곧 석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고함.

주바그다드총영사는
잔여 근로자가 10.8. 석방되어 정우 측에 인도되었으며 10.10. 바그다드에 도착하였다고
보고함.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 친선 방한계획,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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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일본대사관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다음 친선 방한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타진하여
옴에 따라 외무부는 1984.1.31. 동 건에 대한 내무부, 교통부, 해운항만청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회함.
목적

- 합동 구난훈련 실시
- 해상 보안에 관한 의견 교환
- 해상수색 구조 등 해상 보안업무에 관한 협력관계 구축
시기: 1984. 3월 중(가급적 3.12.∼22.)
방문 희망처: 인천항, 해양경찰대 본부, 서울특별시, 치안본부, 교통부(수로국), 해운항만청, 부산항 등

2. 상기 의견 조회에 대하여 관계 부처는 다음과 같이 회신함.
내무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이 1984.1.17. 내방, 비공식 의사 타진하여 다음 요지 답변한 바 있음.

- 상호 유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동 계획은 매우 좋은 제의라고 보나 일차적으로 한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 요원의 상호교환을 통해 문제를 토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상 합동 구난훈련 등 공동
행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해운항만청: 치안본부 및 해양경찰의 조치 계획에 따라 선박 입항절차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겠음.
교통부: 동 순시선 친선 방한 시 교통부 수로국 방문에 동의함.

3.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1984.2.4. 외무부 관계관을 면담, 일본으로서는 단순한 친선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대처하려 한다고 하면서 검토 결과를
조속히 알려 줄 것을 요청함.
4.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은 1984.2.8. 외무부에 전화, 일정상 무리가 있고 한국 실무진에서도 다소의
이론이 있는 것으로 보여 친선 방한 계획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였다는 해상보안청 전보를
2.8. 접수하였다고 통보함.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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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 편성: 지휘선(3,200톤) 및 수행선(1,000톤)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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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사회부는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재한 원폭피해자 도일치료 실시에 관한 합의서(1981.12.1.)’에
따른 1985년도 도일치료 대상자 선발 일정안을 1984.7.20. 외무부에 송부해 왔으며, 주일대사관이 접촉한
일본 측(후생성)이 동 일정에 동의하여 후생성 직원 등 7명이 10.22. 방한, 도일 치료 대상자를 심사함.
2. 보건사회부는 1984.11.20. 외무부에 1985년도 도일치료 사업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3월, 5월
및 7월 3차에 걸쳐 각 20명씩 도합 60명 도일 치료를 위한 세부 일정을 일본 측과 협의, 회신해 줄 것을
224

요청함.
주일대사관은 일본 후생성에 의하면 일본 측 심사단 방한 시 5차에 걸친 100명의 도일 치료에 구두 합의하였다고
하는바, 상기 60명 외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을 회보해 줄 것을 12.3. 외무부에 요청

외무부,
잔여 40명은 1986년도 도일 치료 대상자로 계획 중이라는 보건사회부의 회신을 12.11. 주일대사관에
통보

3. 외무부는 1984.12.11. 주일대사관에 보건사회부가 통보해 온 3차의 도일 치료 일시를 알리고 대상자
명단을 송부한바, 주일대사는 일본 후생성이 1985.1.8. 동 계획의 수락을 통보해 왔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5년 중 다음과 같이 도일 치료가 실시됨.
제1회 도일 치료 대상자 16명이 3.26.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 히로시마 병원(10명) 및 나가사키 병원(6명) 향발

- 당초 대상자 20명 중 4명이 개인 사정으로 도일하지 못함
제2회 도일 치료 대상자 20명 중 18명이 5.28. 후쿠오카에 도착, 히로시마 병원(10명) 및 나가사키 병원(8명)
향발

- 나머지 2명은 비자 관계로 지연, 6.3. 출국
제3회 도일 치료 대상자 22명 중 16명이 7.26. 후쿠오카에 도착, 히로시마 병원 및 나가사키 병원으로 각 8명
향발

- 나머지 6명은 비자 관계로 지연, 8.3. 출국

4. 보건사회부는 1985.4.16. 외무부에 한국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진료 지원 및 친한 활동을 해 온 일본
TV방송망(주)의 부사장 우지이에 세이치로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을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상
신하였음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5.13. 주일대사 의견에 기초, 동인에 대
한 표창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함.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이후 각국 동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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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일본대사관은 국회 대책상 필요하다면서 1983.9.1. KAL기 격추 사건에 대한 한국의 최종 조사
결과를 요청하여 온바, 외무부는 1985.2.22. 이를 교통부에 알리고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을 경우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교통부는 3.4. 외무부에 Black Box 등의 입수가 불가능하여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사고 조사를 종결한
상태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있으나, 동 자료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조사 이외의
목적에 제공될 수 없으므로 기본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는 ICAO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를 참고토록 함이 좋을
것이라고 회신함.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교통부는 4.27. 동 보고서 사본을 송부함.
외무부는 동 보고서 검토 후 우리에게 불리한 특별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나 보고서 공표 시 또 한 번의
물의를 야기할 우려 및 교통부의 대외공표 금지 요청 등을 감안 동 보고서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기로 함.

3. 외무부는 1985.3.12. 전 재외공관에 대해, KAL 007기 피격사건을 계기로 ICAO가 제25차 총회(1984.4.∼5.)
를 개최하여 유사사건 재발 방지 관점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을 개정하는 의정서를 채택
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2.27. 동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ICAO 사무국에 기탁하였음을 알리는 한편,
KAL기 사건 관련 구구한 억측에 대하여 미 국무부 직원이 작성한 반박 기사를 요약, 송부함.
4.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85.3.20.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1980.6.27. 발생한 이탈리아 민간항공기
사고 원인 분석에 참고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KAL 007기 사건 관련 참고자료를 요청하여 왔으며
외무부는 이를 교통부에 알리고 이탈이아 측에 제공 가능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함.
교통부는 일본으로부터 인수받아 보관 중인 817점(63상자)의 동 항공기 잔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고
4.16. 외무부에 회보하였으며 외무부는 이를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 통보함.

5. 외무부는 1985.5.15. 동경발 AP 통신이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1983.9.1. 피격된
KAL 007기의 조종사가 피격 전 수분간 허위로 고도를 보고하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동 건 제기
경위 등 상세를 보고하도록 5.17.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5.4.10. 교통부에 업무 참고를 위해 KAL 007기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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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는 일본 정부가 KAL기 피격 당시 자위대가 확인한 동 항공기의 고도 등을 밝혀 달라는 참의원 의원의
요구가 있어 자위대 레이더가 포착한 고도와 항공기 조종사가 보고한 고도를 서면 답변으로 제출했을 뿐이며
조종사의 허위보고 운운 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외무성 관계관의 반응을 보고함.

6. 외무부는 1985.8. KAL기 피격 사건 2주년에 즈음하여 법률적인 차원에서 대소련 배상을 계속 요구하되
정치 문제화를 지양하여 대소련 관계 개선 및 88 올림픽 대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을
226

정립함.

바티칸 교황 메시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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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교황청대사는 1984.12.20. 세계평화의 날 제18주년(1985.1.1.)에 즈음하여 John Paul II
교황이 발표한 다음 요지의 메시지‘Peace and Youth Go Forward Together’를 전두환
대통령과 이원경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함.
1. 세계 분쟁의 궁극적 원인은 이데올로기이며, 폭력과 부정의 근원은 개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
227

뭉쳐 새로운 문명사회를 형성코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임.
3. 중차대한 책임을 진 젊은이들은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어떠한 인간이 되려는지 자문하고
나의 신이 누구인지 질문해야 함. 보이지 않는 신의 보이는 이미지인 인간은 자기의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 자기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없음.
4.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의 답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평화와 정의라는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것임. 젊은이들은 평화와 정의를 갈망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해야 함.
5. 유엔이 ‘세계 젊은이의 해’로 선언한 새해를 맞으면서 모든 젊은이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부름에 따라 일
어서기를 기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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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떠한 악행에 직면해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함. 인류의 장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형제애로

한·일본 간의 서신 교환, 1985. 전2권.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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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 / 13 / 1~85(85p)

본 문건에는 1985년 한·일 양국 정부 지도자들이 교환한 서신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정상
벚꽃문목을 기증한 일본인(다카오카 마사아키)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감사 서한(3.27.)
일본인(세키야 시게루)의 선물에 사의를 표하고 답례를 전하는 전 대통령 서한(6.18.)
나카소네 수상의 전 대통령 앞 서한(11.29.)
228

- 미·소 정상회담이 소련과 동구권의 서울올림픽 참석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남북대화 추진 평가
나카소네 수상의 전 대통령 앞 전문(12.3.)

- GATT 당사국 회의에서의 무역협상 뉴라운드 출범 결정 관련 한국의 협력에 사의 표명

2. 국무총리
노신영 국무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일본 외무성 스노베 고문(2.21.) 및 교토 국제회의소 우시로쿠 이사장
(2.20.) 서한 및 답신(2.28.)

노신영
국무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야나기야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서한(3.8.) 및 답신(3.19.)

3. 외무부장관
이원경 외무부장관 유임을 축하하는 야나기야 일본 사무차관 서한(3.8.) 및 답신(3.21.)
아베 일본 외상의 이원경 외무부장관 앞 전문(12.4.)

- GATT 당사국 회의에서의 다자무역협상 뉴라운드 출범 결정 관련 지지에 사의 표명
아베 일본 외상의 이원경 외무부장관 앞 전문(12.4.)

-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본부 소재지 문제에서 요코하마를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 표명

4. 기타
모리야마 일본 외무차관의 신년 인사에 대한 이상옥 외무부차관의 서한(1.5.)
일본 외무성 신·전임 사무차관에 대한 이상옥 외무부차관의 축전(1.29.) 및 답전(2.5.)
나카소네 수상, 아베 외상 등 일본 정계 인사 앞 권익현 민주정의당 상임고문 서한(3.18.)

한·일본 간의 서신 교환, 1985. 전2권.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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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 / 14 / 1~40(40p)

본 문건에는 1985년 한·일 양국 정부 지도자들이 교환한 서신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정상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한국 총선 결과 축하 전보(2.13.) 및 전두환 대통령 답전(2.15.)
전 대통령의 히로히토 일본 국왕 생신 축전(4.29.)

2. 국무총리

3. 외무부장관
아베 일본 외상의 이원경 외무부장관 유임 축전(2.19.) 및 답전(2.21.)

4. 기타
아베 외상의 노태우 민정당 총재 취임 축하 메시지(2.25.)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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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 수상, 기시 전 수상, 야수이 일한의원연맹 회장의 노신영 국무총리 취임 축전(2.19.) 및 답전(2.22.)
세지마 이토추 상사 상담역의 노신영 국무총리 취임 축전(2.21.) 및 답신(2.25.)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1 기본계획

| 85-017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 / 15 / 1~371(371p)

1. 한·일 양국 정부는 1983.8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12차 정기 각료회의에서 제13차 정기 각료회의를
1984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나 전두환 대통령 방일 관계로 연기되었는바, 1985.3.30. 외무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에게 8.29.∼31. 또는 9.2.∼4. 개최를 제의한 이후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제13차 각료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함.
주한 일본대사관은 일본 측이 8.29. 개최에 동의하며 회의 기간과 대표단에 관하여는 검토 중임을 4.25. 외무부에
230

알려 옴.

한국
측은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재무부, 법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교통부, 과학기술처장관과 주일대사
및 경제기획원 차관을 대표단으로 제시한바, 일본 측은 경제기획청의 경우 1984.7월 차관급으로 신설된 경제
기획 심의관이 참석키로 하였다고 통보해 옴.

2. 외무부는 1985.7.12. 제13차 정기 각료회의 의의와 일정, 대표단 및 의제 등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일본 측과의 협의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 등 준비를 진행함.
주한 일본대사는 7.11.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각료회의 방향 및 원칙과 재일 한국인 지문날인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 등을 설명하였으며, 정무 협의차 일시 귀국 전 8.16. 외무부장관을 예방, 각료회의
의제 등을 협의함.

3. 외무부는 1985.8.23. 다음 기본 목표를 포함하는 제13차 정기 각료회의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대통령 방일 후속 실무조치의 전반적 검토 및 구체적 결실 도출로 양국 관계의 기반 강화
국교 정상화 20주년에 즈음하여 한·일 신시대의 협력 방향 설정
양 국민에게 공동 번영과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한·일 신경제기조 정립
재일교포 권익의 실질적 증진 방안 강구
자민당 내 차기 총재 후보와의 유대 강화 등 양국 각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4.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5.8.23.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각료회의 관련 협의한바, 전두환
대통령이 재일교포 지문날인 문제와 엔 차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표하였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2 사전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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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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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 / 16 / 1~227(227p)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5.8.29.∼30. 서울) 일정 및 의제 관련 준비와 일본 측과의
협의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 관련 내용임.
1. 일정
한·일 양국은 1985.7.9.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과 외무부 동북아1과장 면담에서 양측이 고려하고 있는 일정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회의 일정과 예방, 기자회견, 숙소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함.

외무부는
8.10. 회의 일정을 다음 요지로 주일대사에게 통보함.

2. 의제
외무부는 1985.7.3. 각료회의에서 토의를 희망하는 의제와 우리 입장에 대한 부내 및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 이를
종합하여 일본 측과 협의하였으며 관계부처는 각각 일본 상대부처와 개별회담 의제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함.

양국은
8.23. 외무부 동북아1과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 간의 면담에서 다음 의제에 합의한바, 일본 측은
의제 2의 경우 세부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제1차 전체회의: 의제1 국제 정세 및 양국 관계 및 의제2 한·일 경제 관계(양국의 경제 동향, 양국 간
경제관계 촉진을 위한 노력, 국제경제 면에서의 협력) 논의
- 제2차 전체회의: 자유토론 (주제: 21세기의 한·일 관계)
- 개별 각료회담: 소관 사항별 협의

3. 관계부처 협의
외무부는 1985.7.19. 제1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외협력위원회, 재무부, 법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교통부, 과기처가 참석한바, 주요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본 측에 제시할 의제 합의
- 자료는 외무부가 종합하고 해외협력위원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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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일본 대표단 입국, 대통령 예방, 개회식 및 제1차 전체회의, 한국 측 수석대표 주최 만찬
- 8.30.: 국무총리 예방, 개별 각료회담 및 개별 각료 오찬, 제2차 전체회의 및 폐회식, 기자회견(개별),
일본 측 각료 이한 (아베 외상은 제주도 방문 후 9.1. 이한)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3 사전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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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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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10 / 1 / 1~226(226p)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5.8.29.∼30. 서울)를 위한 준비 중 회의 운영 및 대표단 관련
내용임.
1. 회의 운영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롯데호텔 내 본회의, 기자회견실, 프레스센터, 사무국 등 배치 계획 및 배치도
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 협조
232

- 의료진 배치, 임시 전화 및 텔렉스 가설, 경호, 일본 대표단 전세기 경비, 아베 외상 제주도 비공식 방문
등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조
- 일본 대표단 전세기 착륙 허가 협조 (교통부는 동 전세 운항에 대해 선례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
외무부장관, 주일대사, 외무부 아주국장의 공항 영접 등 일본 대표단 영접 계획과 수석대표 주최 만찬 계획 등

2. 대표단 및 수행원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외무부에 1985.7.26. 제13차 각료회의에 일본 법무대신과 과학기술청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8.8. 경제기획청의 경우 사무차관이 아니라 국제부문 담당 차관급인 경제기획 심의관이
참석한다고 통보해 온바, 외무부는 이를 주일대사에게 알리고 다음과 같이 훈령함.

- 과학·기술협력 문제에 관한 양국 관계 각료의 의견 교환은 매우 유익한 것으로 사료되니 과학기술청
장관이 참석토록 재교섭함.
- 양측 수석대표의 균형상 경제기획원(청)은 차관이 참석해 온 바 있으며 이번 회의 경우 발언 내용이
국제 관계라기보다 각각의 국내 경제정세가 중심이라는 점 및 심의관 참석 시 각료회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사무차관이 참석토록 적극 교섭
외무부는 8.12. 일본 측 대표단 명단을 관계부처(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교통부)에 송부하고
각 부처 대표단 명단을 접수하여 우리 측 각료 수행원을 8.20. 임명함.

3. 본 문건에는 1985.8.27. 외무부가 작성한 헌법 개정 시비, 김대중 문제, 민주화 논쟁 문제, 학원 안정법,
남북 대화 등에 관한 ‘각료회의 대표단 및 수행원을 위한 브리핑 자료’와 일본 측 각료 이력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4 결과보고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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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 2 / 1~230(230p)

외무부는 1985.7.29. 및 8.31. 한·일 외무장관 회담(1985.7.27. 도쿄) 및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5.8.29.∼30. 서울) 결과를 대통령에게 각각 다음 요지 보고하고, 같은 내용을 9.3.
주일대사에게 통보함.
1. 한·일 외무장관회담
한·일 정기 각료회의

재일교포 지문날인 문제

- 각료회의 시 일본 정부의 개선 의사가 표명되도록 일측이 최대 노력 약속
경제 협력

- 일본의 경협차관 중 4∼5억 달러 사용 방법에 대해 양국 실무자 간 검토키로 합의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관련 일본의 적극 협력 약속

2.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정무 관계)

일본의
대북한 정책 불변 입장 재확인
지문날인 제도를 포함,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개선 노력 약속
외무장관회담의 정기적인 개최(일측 제의)에 합의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관련 일본 측의 적극 협력 약속
(경제 관계)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 가서명
양국 정상 간의 합의 경위와 정신에 입각, 엔 차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력 약속
무역 불균형 문제

- 무역의 균형적 확대를 위한 노력 경주 합의
- 한국의 대일본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일본의 시장개방 노력 계속 약속
(자유토론: 21세기의 바람직한 한·일 관계 모색)

진정한
공존공영의 이웃 관계 구축 필요성 강조
청소년 교류 등 국민적 기반의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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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8.29.∼30. 개최 확정
- 대통령 방일 이후 최초의 각료회의인 점 등을 감안, 구체적 결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
- 주요 현안은 가급적 실무선에서 사전 타결하고 각료회의에서는 양국 간 협력 측면 부각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5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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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5.8.29.∼30. 서울) 연설문
한국 측

-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개·폐회사 및 자유토론 시 외무부장관 발언자료
-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의
기조연설문 및 자유토론 발언자료
일본 측
234

- 참석 각료들의 제1차 전체회의 발언문과 외무, 대장, 농수산, 운수대신의 자유토론 발언문

2. 양측 수석대표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원경 외무부장관

- 소련의 극동 군사력 증강과 중(구 중공)·소 간의 화해 움직임에 주목하며, 북한-소련 접근이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요인임.
-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를 취하고 남·북 대화에도 호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남
무력 적화통일 노선에 변화 없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 일본이 대북한 교류를 자제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균형 유지에 극히 중요함.
- 양국은 자국의 평화와 번영을 상대방의 평화와 번영과 분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함.
-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관계가 양적으로 대폭 증대되면서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크나
이 과정에서 무역 불균형, 기술이전 문제 등의 현안도 발생함.
- 따라서 양국은 각각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바, 일본 시장 개방에 대한 배려와 기술
이전 등 산업 및 과학기술 협력 증진이 필요함.
- 재일 한국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대폭적인 법적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바, 지문 날인
문제 등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국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함.
아베 외상

- 한국의 노력에 의한 남·북 대화의 진전을 환영함.
- 국제경제에서 보호주의 경향의 점고가 우려됨.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주목하며 일본의 지원을 약속함.
- 정상 간 상호 방문에 의해 한·일 선린우호협력 관계가 공고해짐.
- 한·일 무역의 확대균형, 기술이전 등 경제관계 촉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3차. 서울,
1985.8.29-30. 전7권. V.6 언론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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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5.7.22. 외무부에 7.27.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외무장관 회담 결과 발표
문안을 외무부에 통보한바, 외무부는 이에 동의하고 다음 요지의 보도 자료를 7.27. 발표함.
양국 외무장관은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를 8.29.∼30.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한·일 과학기술
협력협정 등 각료회의 의제 관련 실무자회의 일정에도 합의함.

2. 일본 측은 1985.8.16. 주한대사관을 통해 제13차 각료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문안을 제의해 왔는바,
외무부는 이에 동의하고 8.20. 회의 기간, 장소, 참석자 명단 및 주요 의제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함.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영화 등 문화교류 문제 거론 여부, 재일교포 지문날인 문제 진전 여부,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 일·북한 교류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됨.
4. 본 문건에는 각료회의 관련 한·일 양국 언론 기사가 수록되어 있으며. 1985.8.31 주일대사가 보고한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 요지는 다음과 같음.
나카소네 수상 방한, 전두환 대통령 방일로 시작된 한·일 신시대 파트너 관계가 착실한 걸음을 내딛거나
안정궤도로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함. 그러나 아직 상대방을 보는 인식에 차이가 있는 감이 있으므로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재일한국인
지문 문제에서 일본 측은 장래의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 또는 약속하는 표현을 사용함.
무역불균형 시정 및 투자 확대 관련, 일측은 할 이야기는 하고 상대방 이야기는 경청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호관계를 구축한다는 자세로 임함.

최근의
보호주의 경향에 대해 공통의 우려를 확인하는 동시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을 적극 추진하는 데 합의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의 토대를 넓힘.

일측은
남북대화 촉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적극적 자세를 보임.
양측은 역사적 특수성을 넘어 상호 이해를 위해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제13차 정기 각료회의 후 1985.8.30. 외무부장관의 기자회견이 개최된바, 동 회견에서 일본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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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5.8.29.∼30. 서울) 준비 과정에서 외무부 관련 부서가 작성한
자료와 관계부처가 외무부에 제출한 자료임.
1. 외무부 작성 자료(1985.7.∼8.)
세계 경제 전망, 한·일 경협문제 등 경제 관련 자료(경제국)
외교정책의 기본방향 등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 관련 자료(기획관리실)
236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등 대아프리카 외교 관련 자료(아프리카국)
대통령 방미 결과 등 한·미 관계 자료(미주국)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및 한국의 대동구권 관계개선 노력 등에 관한 자료(구주국)
한·중국(구 중공) 및 한·아세안 관계 등 대아시아 관계 관련 자료(아주국)
아·태 협력 문제에 관한 자료(태특반)
이란·이라크전 등 중동 관련 자료(중동국)
21세기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외교안보연구원)
한·일 경제 관계 자료(주일대사관)

2. 한·일 관계 전반과 태평양 협력, 동북아 정세 등을 포괄하는 ‘한·일 외무장관회담 자료’(1985.8.30. 외무부
아주국)
3. 관계부처 제출 자료(1985.7.∼8.)
한·일 체육교류 실적 등 체육 관련 자료(체육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사업 등 에너지 부문 자료(동력자원부)
문화예술 교류 등 문화 관련 자료(문화공보부)
교통 부문 의제 및 교통부장관 기조연설문 등(교통부)
농수산 부문 일본 측 제기 예상 의제 등 관련 자료(농수산부)

4. 외무부가 작성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본 대표단 접견 자료(일본 각료 인적사항 및 말씀요지)

한·벨기에 정책협의회, 제5차. Brussels,
198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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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9.9. 주벨기에대사에게 제5차 한·벨기에 정책협의회를 1985.11월 전반기에 벨기에에서
개최하는 데 대한 벨기에 측 입장을 타진토록 훈령하였으며, 벨기에 측은 이에 동의함을 9.20. 통보함.
2. 이후 양국 간에 회의 일정 및 의제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외무부는 1985.10.8. 벨기에 및 프랑스,
독일, 영국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을 확정한바, 한·벨기에 정책협의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의제: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 북한의 대서구 관계, 동·서 관계, EC 정세, 벨기에의 대아시아 정책, 양자
관계

3. 외무부는 1985.10.28. 벨기에 및 프랑스, 독일, 영국과의 정책협의회 계획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4. 외무부는 1985.11.21.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바, 한·벨기에 정책협의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 언급사항

- 적십자회담 등 남북대화 진전 상황과 고향 방문단 및 공연단 교환 방문 설명
- 남북대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이 보일 때까지 대북한 접근
자제 요청
- 한국의 유엔 가입 당위성,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
하지 않는다는 입장 설명
- 한·소련 및 한·중국(구 중공) 관계 현황 설명
- 북한·소련 간 군사협력 현황 및 북한의 대중·소 등거리 외교 설명
벨기에 측 언급사항

- EC의 장래를 위요하고 조약 범위 내에서 공동시장의 완성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의 양론 상존
-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전략적 중요성 증대로 벨기에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관심 증대
- 양국 간 정치, 경제협력 강화와 원전 및 지하철 건설 참여 희망
평가

- 벨기에, 영, 독, 프랑스 4국 공히 한반도 문제 및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 충분한 이해를 표시
하고 남·북 대화와 우리의 대공산권 관계 개선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현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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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자 및 장소: 1985.11.12. 브뤼셀
수석대표: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 Baekeland 벨기에 외무성 정무총국장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1차. Paris,
1985.11.8.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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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프랑스대사는 1985.9.6.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에서 1983.9월 양국이 정기적인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1985년 중 개최할 것을 제의함.
2. 외무부는 상기 제의에 이의 없음을 통보하고, 회의 개최지 등에 관한 프랑스 측의 의사를 타진할 것을
1985.9.9. 주프랑스대사에게 훈령한바, 프랑스 측은 11월 전반기 파리 개최에 대한 찬성 의사를 9.17.
통보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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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는 회의 프로그램, 의제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85.10.8. 프랑스 및 영국, 독일, 벨기에와의
정책협의회 계획을 확정한바,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회의 일자 및 장소: 1985.11.8. 파리
수석대표: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 Combel 프랑스 외무성 아주국장
의제: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동·서 관계, EC 정세, 프랑스의 대아시아 정책, 양자
관계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문제 포함)

4. 외무부는 1985.10.28. 프랑스 등 유럽 4개국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였
으며 제1차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개최를 11.4. 발표함.
5. 외무부는 1985.11.21. 상기 4개국과의 정책협의회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바,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 언급사항

- 적십자회담 등 남북대화 진전 상황과 고향 방문단 및 공연단 교환 방문 설명
- 남북대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이 보일 때까지 대북한 접근
자제 요청
- 한국의 유엔 가입 당위성,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
하지 않는다는 입장 설명
- 한·소련 및 한·중국(구 중공) 관계 현황 설명
- 북한·소련 간 군사협력 현황 및 북한의 대중·소 등거리 외교 설명

프랑스 측 언급사항

평가

- 프랑스, 영, 독, 벨기에 4국 공히 한반도 문제 및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 충분한 이해를
표시하고 남·북 대화와 우리의 대공산권 관계 개선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현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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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와 중국이 초강대국과는 구별되는 독자 외교노선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입장이 유사
- 일본과는 무역 문제 및 관심의 차이 등이 있기는 하나 나카소네 수상의 프랑스 방문 등으로 정치적
협력강화에 진전
- 프랑스가 SDI 관련 미국에 비판적인 것이 사실인바, 이는 미측의 계획과 현재 미국과 서구 제국 간
기술수준의 격차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
-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 설명 및 기술·과학 분야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희망 표명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1차. Paris,
1985.11.8.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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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프랑스 및 영국, 독일, 벨기에 등 유럽 4개국과의 정책협의회(1985.11.8.∼18.) 실무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음.
1. 1985.10. 외무부 관련 부서가 제출한 회의 준비자료
팔레스타인 문제, 이란·이라크 전쟁, 한국과 중동 제국과의 양자 관계 등에 관한 자료(중동국)
일·북한 관계, 재일한국인 문제, 무역불균형 문제. 과학 및 산업기술협력 문제 등 한·일 관계와 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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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공) 관계 자료(아주국)

동·서
관계, 한·소련 관계 등에 관한 자료(구주국)
정책협의회 대상국별로 우리의 아프리카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료
(아프리카국)
한국과 정책협의회 대상 각국과의 문화 관계, 로잔 남·북 체육회담 등 88 올림픽 관련 사항, 북한의 대외 동향
등에 관한 자료(정보문화국)

한·미
관계와 중미사태 관련 자료(미주국)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입장 자료(국제기구조약국)
정책협의회 대상 4개국과의 경제 현안에 관한 자료(경제국)

2. 상기 자료를 종합, 주무국인 외무부 구주국이 작성한 실무자료 ‘정책협의회자료(1985.11.)’
공통 의제

- 한국 측 설명 사항: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 북한의 대외 동향
- 상대 측 설명 사항: 동·서 관계, EC 현황
국별 논의사항

- 상대국의 대아시아 정책
- 양자 관계
동·서독 관계(독일)

한·독일 정책협의회, 제5차. Bonn,
1985.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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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9.9. 제5차 한·독 정책협의회를 1985.11월 전반기에 개최하는 데 대한 독일 측의
입장을 타진, 보고할 것을 주독일대사에게 훈령함.
9.21. 독일 측은 11.13.∼14. 중 협의회 개최를 희망하였으며, 외무부는 이에 동의함.

2. 외무부는 1985.10.8.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벨기에 및 영국과의 정책협의회 계획을 확정한바, 동
계획 중 한·독 정책협의회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음.

의제: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 북한의 대서구 관계, 동·서 관계, EC 정세, 독일의 대아시아 정책, 동·
서독 관계, 양자 관계

3. 외무부는 1985.11.21.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바, 한·독 정책협의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 언급사항

- 적십자 회담 등 남북대화 진전 상황과 고향 방문단 및 공연단 교환 방문 설명
- 남북대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이 보일 때까지 대북한 접근
자제 요청
- 한국의 유엔 가입 당위성,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
하지 않는다는 입장 설명
- 한·소련 및 한·중국(구 중공) 관계 현황 설명
독일 측 언급사항

- 서구의 방위는 NATO 범주 내에서 이루어짐. 소련과의 군사적 균형 위에서 대화와 협력, 군축문제가
거론되어야 함.
- EC 발전을 위해 다수결제 도입, 구주의회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혁론이 제기되고 있음.
- 통독을 위해서는 정치, 문화, 경제적인 면에서의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소련 및 동독 등 동구권이 대
서독 접촉을 계속하게 하여 서독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
- 중국이 북한의 대소련 관계를 의식,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대중국 관계 발전은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봄.
평가

- 독, 영, 프랑스, 벨기에 4국 공히 한반도 문제 및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 충분한 이해를 표시하고
남·북 대화와 우리의 대공산권 관계 개선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현 수준 이상
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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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자 및 장소: 1985.11.13.∼14. 본
수석대표: 외무부 장만순 구주국장, 독일 외무성 Keil 아주국장

한·일본 외교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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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일본대사관 다니노 공사는 1985.4.2.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시 외무성 아사오 외무심의관이
한·일 정책협의회 참석차 4.15.∼16. 방한을 희망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한국 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정책협의회 개최 일자가 4.15.로 정해짐.
외무부는 4.10. 동 정책협의회 개최를 발표(보도자료)함.

2.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5.4.11. 주한 일본대사관 다니노 공사 면담 시 상기 정책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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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개 의제를 제시함.
김기남 문제(북한 노동신문 책임 주필 방일) 등 일·북한 관계
지문 압날 문제 등 재일 한국인 문제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국교 정상화 20주년 행사
경제 문제

3. 외무부가 1985.4.16. 주일대사에게 통보한 정책협의회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일·북한 관계

- 일본 측은 한국의 요청을 충분히 감안하여 김기남을 과거의 관례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입국시켜
정치 활동을 못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재일 한국인 문제

- 한국 측이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에 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금년 5월 중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개최를 제의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조기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함.
무역 불균형 문제

- 한국 측은 일본의 제7차 시장개방 조치에 한국 관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불만을
표명하고 금후 조치에 한국 측 요청이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
- 일본 측은 한국 요망사항을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
평가

- 한국 측이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향상 및 처우개선 문제와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어
일본 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성의를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5차. London, 198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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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9.9. 제5차 한·영 정책협의회를 1985.11월 전반기에 개최하는 데 대한 영국 측의 입장을
타진, 보고할 것을 주영국대사에게 훈령함.
주영국대사는 9.12. 영국 측이 정책협의회 가능 기간으로 10.14.∼28. 및 11.12.∼18.을 제시하였다고 보고한바,
외무부가 11.18. 선호 입장을 전한 데 대해 영국 측이 동의함.

2. 외무부는 1985.10.8.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벨기에 및 독일과의 정책협의회 계획을 확정한바,
동 계획 중 한·영 정책협의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의제: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 북한의 대서구 관계, 동·서 관계, EC 정세, 영국의 대아시아 정책, 양자
관계

3. 외무부는 1985.11.21. 정책협의회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바, 한·영 정책협의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 언급사항

- 적십자 회담 등 남북대화 진전 상황과 고향 방문단 및 공연단 교환 방문 설명
- 남북대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이 보일 때까지 대북한 접근
자제 요청
- 한국의 유엔 가입 당위성,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
하지 않는다는 입장 설명
- 한·소련 및 한·중국(구 중공) 관계 현황 설명
- 북한-소련 간 군사협력 현황 및 북한의 대중·소 등거리 외교 설명
영국 측 언급사항

- 중국은 농업부문 등에서 개혁에 성공하였으나 산업부문에서 문제가 있음. 특히 자본주의적 방식으로의
가격 개혁이 문제임.
- 1984.12월 홍콩 장래에 관한 협정 서명 후 홍콩 정세는 안정을 이룩하였으며 지금까지 중국 측은 영국
과의 실무협의에 있어 협조적 자세임.
- 제6차 한·영 경제협의회를 늦어도 1986.2월에 개최하기를 희망
평가

- 영, 독, 프랑스, 벨기에 4국 공히 한반도 문제 및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 충분한 이해를
표시하고 남·북 대화와 우리의 대공산권 관계 개선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현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회의 일자 및 장소: 1985.11.18. 런던
수석대표: 외무부 장만순 구주국장, 영국 외무성 Wilson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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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정책협의회, 제5차. Washington, D.C.,
1985.12.4-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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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는 1985.3.26. 외무부에 미 국무부가 1985년도 한·미 정책협의회를 6월 중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왔다고 보고함. 정책협의회 일자는 양측 간 협의를 통해 10.23.∼24. 개최 합의
후 국무총리 방미에 따른 변경 등 과정을 거쳐 12.4.∼5.로 확정됨.
외무부는 11.11. 한우석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였으며 미국 측은 Peter Rodman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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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미대사는 1985.11.15. 미 국무부가 정책협의회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11.20. 동 의제에 이의 없음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함.
미·소 관계
서구 및 동구의 정세 발전
강대국과 동아시아 정세

- 아시아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능력과 정책
- 중국(구 중공)·소련 관계
- 일본의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지역문제(중동 정세, 중미 정세, 동남아 정세, 앤저스 및 남태평양 정세)
국제경제문제(무역 문제, 태평양협력 문제)
한반도 정세(남북대화, 한반도 군사적 균형,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역할)

3. 외무부는 1985.12.16. 동 정책협의회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 측 언급내용(발표, 토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

- 소련 측은 미·소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하여는 반응이
없었음.
- 소련이 제의한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 저의는 기본적으로 미·일을 이간시키려는 것임.
- 미국은 한국전 재발 시 미·소 직접대결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 소련의 주의를 환기함.
한국 측 언급내용

- 북한은 남북대화의 정치화를 기도
- 중국은 미국 및 소련과 등거리 정책 견지
- 남북한 간에 북한이 우세한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
- 한국은 시장개방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 중인바, 한국이 처한 상황과 방위부담 등 특수 사정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고려 요망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5차. Washington, D.C.,
1985.12.4-5.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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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정책협의회(1985.12.4.∼5. 워싱턴 D.C.)에 대비한 준비 자료임.
1. 외무부 관련 부서 작성 자료(1985.11.)
정책협의회 한국 측 제기 사항 관련 자료

2. 협의회 의제 중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 관련, 외무부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작성한 ‘최근 북한 군사력
증강과 대남도발 위험’ 자료(1985.11. 국방정보본부)
3. 협의회 의제별 입장 등 언급 요지 및 참고 자료(1985.11.27.)
미·소련 관계
서구 및 동구 정세 발전
강대국과 동아시아 정세 (아시아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능력과 정책, 중국·소련 관계, 일본의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지역 문제 (중동, 중미, 동남아, 앤저스 및 남태평양 정세)
국제경제 문제 (무역 문제, 태평양 협력 문제)
한반도 정세 (남북대화, 한반도 군사적 균형,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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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이라크 전쟁, 레바논 정세 등 중동정세
- New Round
- 태평양 협력 문제
- 북한 동향 및 남북대화
- 중국(구 중공)·소련 관계, 동북아 정세, 일본·소련 관계

발칸제국 전문가 회의,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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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칸 제국의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발칸 제국 전문가 회의 관련 주그리스대사 보고 내용임.
1. Papandreou 그리스 수상은 1983.5.16. 동 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서한을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알바니아
대통령과 유고슬라비아 및 터키 수상에게 발송했다고 정부 대변인이 발표함(1983.5.18. 보고).
2. 상기 제의에 대한 관계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1983.6.21.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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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수상은 6.12. 동 제의를 거절함. 동 수상은 그런 회의는 다른 발칸 제국이 양 군사진영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가공적인 것이며 실제적 효과가 없다고 말함.

불가리아
대통령은 동 제의를 수락함.
루마니아 대통령은 동 제의를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하고 지지 및 참가 희망을 표명함.
터키 수상은 동 제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임.
유고슬라비아는 회신 없음.

3. 동 회의가 1984.1.16.∼20. 아테네에서 개최 예정이며 회의는 대사급 회의로서 다음 사항을 토의
예정임(1984.1.11. 보고).
발칸 비핵지대 창설
발칸 제국 국민의 핵 방사능으로부터의 보호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발칸 제국의 협력
동 지역 국가 간 경제, 기술 및 과학 분야 협력 방안

4. 동 회의가 1984.1.16. 개막하여 예정을 앞당겨 1.19. 종료된바,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및
유고슬라비아 4개국이 참가함. 터키는 회의 참가 준비 문제를 이유로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고 옵서버로
참석함(1984.1.18. 및 1.21. 보고).
동 회의에서는 제2차 전문가 회의를 1984.2.13. 아테네에서 개최키로 합의함.
비핵화 등 발칸 제국 협력문제가 깊이 있게 토의되지 않고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정도로 끝났는바, 터키가
참여하는 2차 회의부터 토의하기 위함이라고 함.

5. 제2차 발칸 제국 전문가 회의가 1984.2.13. 아테네에서 개막한바, 제1차 회의 참가국 외에 터키대표
(외무성 경제차관보)도 참가함(1984.2.15. 보고).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 Bandung(인도네시아).
1985.4.22-25. 전3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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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4.12.19. 주재국 목타르 외상이 1955.4월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주재국 외무성 관계관이 동 기념행사에 모든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초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2.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는 1985.2.11.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면담, 동 기념행사(1985.4.24.∼25. 반둥)에
한국을 초청하는 목타르 외상 명의 cable message를 전달하였으며, 외무부는 한국이 고위급 대표를

3. 주인도네시아대사는 동 기념행사에서 채택할 19개 항의 선언문 초안을 입수, 1985.3.26. 송부하였으며
이후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주유엔대표부가 선언문 수정초안을 수차 송부해 옴.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송부한 수정초안에 “열강 간의 대립과 관련하여 자국 영토가 외군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재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4.16. 주유엔 인도네시아대표부가 각국 대표부에 공식
송부한 초안에는 동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4. 외무부는 1985.4.3. 대비동맹 외교 강화를 위해 동 기념행사에 이세기 통일원장관 파견을 건의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4.10. 이세기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를
교체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기념회의 및 관련 행사에 참석, 아시아·아프리카 결속 강화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 및 역내 제3세계에 대한
연대 의식을 최대한 표시

역내
제3세계 국가 대표들을 활발히 접촉하고 필요 시 한반도 정세,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 및 비동맹 정책에
대하여 설명

반둥회의의
역사적 의의와 동 회의를 주도해 온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타 아세안
대표들과도 친목을 도모, 아세안과의 관계 심화를 위해 노력

5.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5.4.6. 북한이 손성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외교부 부부장 등 5명의 대표단
명단을 주재국 외무성에 통보하였다고 보고함.
6. 전두환 대통령은 1985.4.16.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으며, 외무부는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주최 측이 발간하는 기념 책자에 동 메시지가 수록되도록 할 것을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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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할 것이라는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2.18.자 답신을 주인도네시아대사를 통해 전달함.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 Bandung(인도네시아).
1985.4.22-25. 전3권. V.2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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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5.4.23. 이세기 통일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4.21. 자카르타에
도착하였으며, 수석대표는 4.22. 인도네시아 외상이 개최한 리셉션에서 손성필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및 오학겸 중국(구 중공) 외상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고함.
손성필과는 북한 측이 최근 실시한 백두산 천지 학술조사, 남북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등을 화제로, 오학겸
외상과는 86 아시안게임, 90 북경 아시안게임 등에 관하여 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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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는 81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985.4.24. 반둥에서 개막
하였으며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유엔 총회 의장, 유엔 사무총장 대리, 아프리카지역 대표,
아시아지역 대표, PLO 대표가 연설함.
한국 수석대표는 회의장에서 오학겸 중국 외상과 대화한바, 중국 외상이 먼저‘어뢰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어 감사하며 이는 양국을 위해 좋은 일’
이라고 언급함.

3. 기념행사는 1985.4.25.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함.
목타르 외상이 선언문 초안을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부 이견 조정을 위한 휴회 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10개국의 발언에 이어 컨센서스로 선언문이 채택됨.

나미비아
문제 및 팔레스타인 문제 등 관련, 동 지역 국가들의 입장이 다소 강하게 반영되었으나 초안 내용과
큰 차이는 없음.

일본대표는
선언문 중 핵 군축, 팔레스타인 문제, 남아프리카 문제. 신국제경제 질서, 신국제정보 질서 문제와
관련, 일본이 유엔 등에서 밝혀 온 종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발언함.

4. 주유엔대사는 1985.5.1. 북한 측이 한반도 조항 삽입을 주장하였다는 언론보도의 사실 여부를 문의
하였으며 외무부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고 회신함.
5. 외무부는 1985.5.3. 다음 요지의 평가를 포함한 동 기념행사 대표단 참가 보고서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공관장에게 송부함.
행사 참가로 아시아·아프리카 그룹과의 연대감을 과시하고 제3세계와의 관계 증진에 기여
한국 각료급으로는 최초로 중국 외상과 접촉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비동맹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수하르토 대통령의 지도력 과시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 Bandung(인도네시아).
1985.4.22-25. 전3권. V.3 자료

| 85-019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11 / 4 / 1~463(463p)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1985.4.22.∼25. 반둥) 관련 다음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반둥회의 25주년 및 동 계기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회의(AALCC) 제21차 특별
회의 축하 메시지 등이 수록된 자료 ‘Twenty-Five Years Asian-African Conference’
2. 주유엔 인도네시아대표부가 1985.4.16. 배포한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 선언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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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4.19.)
4.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 30주년 기념 인도네시아 국가위원회가 1985.4. 발행한 반둥회의
(55.4.) 관 련 사 진 첩(Pictorial Record of the Asian-African Conference) 및 언 론 보 도 집(The AsianAfrican Conference : Views and News)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대표단을 위해 외무부가 작성한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료’

공관장회의, 1985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5.3.14-23. 전4권. V.1 기본계획 및 발언록


| 85-019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홍보과

MF번호

2015-12 / 2 / 1~121(121p)

1985년도 제1차 공관장회의(1985.3.14.∼23. 아주·미주지역, 서울) 기본계획 관련 자료와
아세안 주재 공관장회의 토의 요지, 공관장 발언 요지 등임.
1. 기본계획
외무부는 1985.1.21. 1985년도 공관장회의가 3.14.∼23. 제1차 회의(아주 및 미주지역), 4.1.∼10. 제2차 회의(구
주, 아중동 지역 및 유엔대표부)로 결정되었음을 부내에 알리고 회의 진행 및 의제 선정 등 관련 각 부서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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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청함.

외무부는
제1차 공관장회의 기간 중 3.15. 아세안 주재 공관장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14. 아세안 6개국
주재 공관장에게 회의 준비를 훈령함.

2. 아세안 주재 공관장회의 토의 요지
아세안 각국의 정세 및 전망 등과 함께 아세안의 인적자원개발(HRD) 사업에 대한 우리의 Project level 참여
문제를 논의함.

제3국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고 우리의 Project level 참여가 가능해진 것은 성공이나 구체적 Project를 제출한
국가가 거의 없는 점, 아세안 측이 의구심(선진국의 HRD 사업주도 우려 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유연성 있게 아세안을 상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함.

3. 공관장회의 시 공관장 발언 요지 등
주일대사(남북대화 문제), 주호주대사(남북대화 및 호주의 외교정책), 주인도대사(인도의 대한반도 정책),
주필리핀대사(필리핀의 대한반도 정책), 주미얀마(구 버마)대사(랑군사건 이후 미얀마의 대남북한 시각) 등
아주지역 공관장 발언록

종합토의
시 공관장 발언 요지 및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4. 본 문건에는 예산 및 차량 등 회의 준비, 회의 운영, 부인 일정, 연회 계획, 관계 부처와의 협조 등을
포함하는 회의 세부계획과 날짜 및 시간대별 세부 일정이 수록되어 있음.

| 85-0194 |

공관장회의, 1985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5.3.14-23. 전4권. V.2 공관 건의사항 및
본부방침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홍보과

MF번호

2015-12 / 3 / 1~171(171p)

1985년도 제1차 공관장회의 시(1985.3.14.∼23. 아주·미주지역, 서울) 작성된 공관장 건의 및
본부 방침과 회의결과 보고임.
1. 공관장 건의 및 본부 방침
예산, 인원 등 관련 공통사항
교민 보조금 증액, 사증면제 협정 체결, 병역의무 해당자의 국외 체류연장 심사 신속조치 등 영사, 교민 업무
무역불균형(한국의 수출 초과) 시정을 위한 노력, 기술연수생 초청 등 대개도국 지원, 경제사절단 파견 등

2. 공관별로 공관원 수, 예산 총액, 주요 현안 등과 건의 사항 및 이에 대한 본부 방침
3. ‘1985년도 제1차 재외공관장회의 결과보고’에 언급된 공관장 회의 주요 성과
공관별 대주재국 중장기 외교정책 수립
1985년도 주요 외교 추진방향 설정

- 평화통일외교 기반 조성
- 비동맹, 제3세계와의 관계 증진
- 경제외교 강화
- 각종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 이미지 부각
- 산업기술 분야 및 안보정보 수집활동 배가
- 교민사회 발전 및 교민자녀 교육 지원
조국의 발전상 및 안보현실 재확인
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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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언론인·체육인
방한 초청, 문화예술단 파견, 홍보자료 지원 강화 등 홍보·문화·체육 분야

공관장회의, 1985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5.3.14-23. 전4권. V.3 연설문

| 85-019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홍보과

MF번호

2015-12 / 4 / 1~164(164p)

1985년도 제1차 공관장회의(1985.3.14.∼23. 아주·미주지역, 서울) 연설문과 참고 자료임.
1. 연설문(안)
다음 요지의 대통령 격려사 (청와대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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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도 국정 성과 설명
- 세계정세 개관
- 향후 주요 외교목표 제시
- 재외공관원 격려
국무총리 치사
외무부장관 훈시
폐회사
국무총리 오찬사(국무총리 주최 오찬)
외무부장관 인사말씀(외무부장관 주최 리셉션)
정무관계 토의 시 외무부장관 모두 언급

2. 공관장회의 참석 공관장 결의문(5개 항)
3. 참고 자료
아세안 주재 공관장회의 자료
88 올림픽 등 관련 체육부 작성‘85년 재외공관장회의 참고자료’
문화공보부 작성‘85년도 국제문화예술교류계획’

공관장회의, 1985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5.3.14-23. 전4권. V.4 브리핑 자료

| 85-019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홍보과

MF번호

2015-12 / 5 / 1~326(326p)

1985년도 제1차 공관장회의(1985.3.14.∼23. 아주·미주지역, 서울)를 위해 준비한 브리핑
자료들임.
1. 1985년도 외무부 업무계획
외교기조

외교시책: 안보외교 강화 등 9개 시책

2. 정무 관계
아주지역
미주지역

3. 북한 대외동향
4. 대동구권 관계개선 활동
5. 국제기구 및 조약업무
6. 홍보·문화·체육관계
7. 통신·보안 관계
8. 예산·행정 관계
9. 외빈영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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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평화 외교체제의 강화
-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기반 확대
- 국제협력을 통한 번영의 추구
- 총력외교 전개

10. 85년도 무역진흥 대책
11. 85년도 해외건설 전망 및 지원방안
12. 농업기반조성 사업 및 해외기술용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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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사·교민 관계
14. 평화통일자문회의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1 기본계획

| 85-019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5-11 / 5 / 1~320(320p)

1. 외무부는 1985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계획을 1985.1.9. 대통령에게 보고, 1985.4.1.∼10. 제1차 회
의(아주, 미주지역), 4.29.∼5.8. 제2차 회의(구주, 아중동지역 공관장 및 유엔, 제네바 대표부 대사) 개최
를 결정한바, 이후 대통령 방미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회의 일자를 3.14.∼23. 및 4.1.∼10.로 조정함.
2. 외무부는 상기 공관장회의 계획을 1985.1.21. 재외공관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사항 등에 대한 회의
자료를 제출토록 훈령함.

경제관계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홍보 및 공산권 국가 참가 추진 계획 등 홍보·문화관계
교민정착 지원 및 지위향상 방안, 불순 세력으로부터의 교포사회 보호 등 영사·교민관계
우리의 유엔 가입에 대한 주재국의 지지도 평가 등 유엔 및 비동맹관계

3. 외무부는 1985.3.21. 제2차 공관장회의 개최 계획을 다음 요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함.
4.1.∼10. 서울에서 개최
공관장 내정자 9명 포함, 50명의 공관장 참석(참석 공관장 명단 첨부)
회의 운영, 의제, 방문기관 등은 제1차 회의와 동일(회의 일정 첨부)

4. 본 문건에는 참석 공관장 내외를 위한 대통령 주최 만찬(청와대 영빈관) 및 외무부장관 주최 리셉션
(외무부장관 공관)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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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및 주변 정치 정세와 전망, 북한의 대주재국 침투 양상 및 대책 등 정무관계
공관의 실질적인 수출진흥 활동 방안, 건설 및 국민 해외진출 방안, 무상원조 및 기술공여효과 증대 방안 등

| 85-0198 |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2 구주지역 회의
자료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5-11 / 6 / 1~32(32p)

1985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1985.4.1.∼10.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의제 중‘남북대화 추진
에 따른 우리의 외교방향’
의제에 대한 주영대사관 작성 토의 자료와‘EC 회원국 주재 대사그
룹 회의 자료’임.
1. 주영대사관 작성(1985.2.20.) 자료 요지
남북대화와 관련, 국제적 분위기 조성보다 더 급한 일은 국제사회가 남북대화 추진 분위기에 해롭게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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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도록 대처하는 문제임.

- 즉, 각국 정부(특히 서방 제국)의 대북한 접근과 북한의 대서방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 재검토가
더 시급하고 중요
서방 국가들 중에는 비록 북한을 승인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에 접근해 보려는 나라가 있는바, 대개의 경우
이들의 내심은 경제적 이익 추구이나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다름.

-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등
북한의 표면적인 태도 변화가 서구에 접근하려는 위장평화 공세의 일환이라면 상기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경제적인 동기에 기인한다면 북한의 힘을 증강시켜 한반도 긴장을 오히려 격화시킬 우려가 있음.

서방
국가들의 대북한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하는바, 막연한 설득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대북한 접근에서 얻을 실익이 없음과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시켜야 함.

- 특수구매 보류 등 경제 면에서 제한적 보복조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바, 이러한 정도의
대응조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지하려다 실패’한 것 같은 인상에 따른 외교적 손실이 없도록
처음부터 과잉반응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영국 현 보수당 정부의 북한 불승인 정책은 확고하나 이것이 이념적인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며 북한 경제의 개선 또는 노동당 정부 출현 시 대북한 정책 변화 가능성 있음.

- 영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며 통상증진과 경제협력의
강화가 대북한 정책 변화에 대한 가장 효과 있는 제동 장치임.

2. EC 회원국 주재 대사그룹 회의 자료(1985.4.10. 외무부 구주국)
제3차 한·EC 고위협의회 개최, 주한 EC 대표부 설치 추진 등 내용의 1985년도 대EC 업무계획
기타 북한의 대서구 침투 책동, 대북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한국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대처 등 문제에
대한 논의 자료

| 85-0199 |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3 중동지역 회의
자료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5-11 / 7 / 1~454(454p)

1985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 관련 중동지역 10개 공관(주오만, 이란,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대사관 및 주카이로, 바그다드총영사관)에서 제출한
회의 자료인바, 자료 목차는 다음과 같음.
1. 정무 관계: 주재국 및 주변 정치정세와 전망, 주재국의 한반도 및 주변정세에 대한 평가 등 항목과
건의사항
257

3. 홍보·문화 관계: 1984년도 홍보·문화 활동 실적, 1985년도 홍보활동 강화방안,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홍보 및 공산권 국가 참가 추진계획, 1985년도 문화·체육교류 사업계획 및 건의사항
4. 영사·교민 관계: 교민의 최근 실태 및 동향, 1985년도 활동계획 및 건의사항
5. 국제기구: 유엔 관계 및 비동맹 관계
6. 예산·행정, 기타: 예산·행정 문제 건의사항, 사정 및 사회정화 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외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건의사항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경제 관계: 주재국 및 주변 경제정세와 전망,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 등 항목과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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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4 아프리카지역
회의자료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5-11 / 8 / 1~332(332p)

1985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 관련, 외무부 및 아프리카지역 공관이 작성한 자료임.
1. 1984년도 북한의 대아프리카 침투 책동 현황 및 분석(1985.1.16. 외무부 아프리카국 작성)
북한 인사의 아프리카 방문 및 아프리카 인사 방북 초청,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군사 및 경제협력 제공,
국제회의 개최 등 대아프리카 관계 개선 및 강화 책동 현황과 이에 관한 분석
258

2. 대아프리카 외교 현황 및 향후 추진 대책(1985.4. 외무부 아프리카국 작성)
아프리카 정세, 아프리카 관련 주요 현안 및 우리 입장, 남·북한의 대아프리카 외교 현황 및 대책 등을
기술하고 있는바,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아프리카의 탈이데올로기, 경제 실리 추구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
- 북한과의 물량 경쟁은 피하되 가용자원의 최대한 효율화 도모
- 미국 등 서방과의 협력 제고
- 민간의 대아프리카 진출 활동 지원

3. 아프리카지역 공관이 제출한 공관장회의 자료
주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가나,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 니제르, 세네갈,
말라위, 에티오피아 대사관 및 주프랑스대사관(겸임국인 코모로 및 지부티 관련) 제출 자료로서 주재국에 관해
다음 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 정무 관계
- 경제 관계
- 홍보·문화 관계
- 영사·교민 관계
- 국제기구 관계
- 예산·행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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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5 정무 및 홍보관계
자료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5-11 / 9 / 1~223(223p)

1985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1985.4.1.∼10.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를 위해 외무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정무 및 홍보·문화·체육관계 브리핑 자료임.
1. 정무 관계
구주지역 자료(1985.3.7. 구주국)

대동구권 관계개선 활동 자료(1985.3.8. 구주국)

- 체르넨코 사망 및 고르바초프 당서기장 선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경제침체 예상 등 소련 및 동구권
정세와 전망
- 동구권과의 인사교류, 직교역 증대, 동구권 외교관 접촉 등 1984년도 주요 업무실적
- 대소련 중·장기 정책연구, 외교관 직접 접촉 강화, 통상사절단 교환 방문 추진 등 1985년도 주요 업무계획
아프리카지역 자료(1985.3.11. 아프리카국)

- 탈이데올로기·실리추구 경향 진전, 미국 등 서방 영향력 증대 및 소련의 역할 축소 등 아프리카지역
정세와 전망
- 3개국 국가원수, 2개국 수상 방한 초청, 외교망 확충 등 1984년도 주요 업무실적
- 11개국에 5회에 걸친 대통령 특사 파견,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실질협력관계 강화 등 1985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동지역 자료(1985.3.19. 중동국)

- 중동지역 강·온파 간 대립 지속, 미·소의 영향력 강화 노력 등 정세 현황 및 전망
- 이집트, 이라크 등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추진, 주한 상주공관 유치 등 1984년도 주요 업무실적
- 초청·방문외교 강화, 문화교류 확대 등 1985년도 주요 업무계획

2 홍보·문화·체육관계 자료(1985.3.29. 정보문화국 작성 책자)
홍보·문화·체육 분야 1984년도 실적과 1985년도 활동 방향, 공관별 건의사항에 대한 외무부 본부방침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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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 정세 안정 유지, 동·서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관계 급진전, EC의 개혁과 확대
발전 등 정세 개관
- 교황 바오로 2세 방한, 서구 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심화, 북한의 대서구 침투책동 저지, 한·EC 정치
협력 등 1984년도 주요 사업실적
-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수상 방한 초청 및 경제·기술·문화교류 강화 등을 통한 서구 제국과의
유대 강화, 서구 제국에 대한 북한의 침투책동 저지 등 1985년도 주요 업무계획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6 장관면담자료

| 85-020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5-11 / 10 / 1~74(74p)

1985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1985.4.1.∼10.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참석 공관장의 외무부
장관 면담 관련 작성된 자료임.
1. 아프리카지역 및 서구지역 공관장의 외무부장관 개별 면담 자료(1985.3.)
공관활동 평가와 공관의 주요 현안 기술
260

2. 아프리카지역 공관장의 외무부장관 개별 면담 기록(1985.4.)
공관장 언급 및 건의사항과 외무부 본부 조치 내용 기술

3. 본 문건에는 주UAE, 주카타르, 주쿠웨이트대사가 각각 요청한 건설부장관, 동자부장관, 동자부차관,
문교부차관, 상공부차관 및 건설부 관계자면담 관련 협조문서(1985.3.)도 수록되어 있음.

| 85-0203 |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7 공관 건의사항
및 본부 방침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5-11 / 11 / 1~93(93p)

1985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1985.4.1.∼10.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공관 건의 및 외무부
본부 방침 관련 자료임.
1. 주제네바대표부와 주교황청대사관 포함, 서구 12개국과 주레바논대사관 등 13개 공관의 인원, 예산,
주요 현안, 공관 건의사항 및 본부방침에 관한 자료

아프리카지역 공관 건의 중 무상원조, 주재국 인사 방한 초청 등 정무관계 사항(아프리카국)
재외국민 단체 보조금 지원, 한글학교 도서 지원, 교포 자녀 국내 대학 전편입학 문제 등 영사교민 관련 건의
(영사교민국)

공관
예산 증액, 공용차량 교체, 청사 및 관저 보안 강화, 재외근무수당 조정 등 예산·행정 관련 사항(기획
관리실)

직원
증원, 전지 휴가 등 관련 건의(총무과)
주재국 외무성의 국제기구·비동맹 담당 간부 방한 초청,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 추진, 협약 가입 등 관련
사항(국제기구조약국)
언론계 인사 방한 초청, 민속무용단 파견, 홍보자료 지원 등 홍보 업무(정보문화국)
국내 언론의 중동 관련 보도의 신중·정확성 요망 등 언론 관련 건의에 대한 조치 내용(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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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관 건의사항에 대해 외무부 소관 부서가 작성한 본부 방침 자료(1985.3.)

공관장회의, 1985년도 -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1985.4.1-10. 전8권. V.8 결과보고

| 85-020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5-12 / 1 / 1~223(223p)

1985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1985.4.1.∼10. 구주·아프리카지역, 서울) 연설문, 결과보고 및
토의 요록 등임.
1. 연설문
대통령 격려사(청와대 만찬), 국무총리 치사 및 오찬사, 외무부장관 훈시 및 리셉션 시 인사말, 분야별 토의 시
모두 언급 및 폐회사 등 공관장회의 관련 연설문
262

2. ‘1985년도 제2차 재외공관장 회의 결과보고’(1985.4.11.)에 기술된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역정세 분석 및 중장기 대책 토의
남북대화 추진에 따른 외교 방향

- 남북대화 재개에 편승한 우방제국의 대북한 접근 억제
-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및 이해 촉구
비동맹 대책 및 제3세계와의 관계 개선
경제외교 강화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해외건설 진출 지원강화 등
홍보·문화·체육외교 강화

- 북한의 88올림픽 방해 책동에 대비 IOC 위원 등 국제 체육계 인사와의 유대 강화 등
재외국민 보호, 선도

- 교포 2세의 모국과의 유대감 고취를 위한 민족교육 실시 및 모국방문 지원 등
재외공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외교관 자질 향상

- 어학능력 향상 및 경제교육 강화 등

3. 토의 요록
정무관계 1(남북대화 추진에 따른 우리의 외교 방향), 정무관계 2(제3세계와의 관계 증진), 경제관계, 홍보·
문화·체육관계, 영사교민 관계 및 종합토의 등 분야별 토의 기록

주일본지역 총영사회의, 1985년도 - 동경,
1985.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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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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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대사는 1985.3.26. 및 4.6. 외무부에 1985년도 주일 총영사회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일시 및 장소: 1985.4.12.∼13. 주일대사관
참석 범위: 대사관 관계자, 주일본지역 총영사, 주일 각 경제기관장 등
의제

- 정무, 경제통상, 홍보문화, 영사교민, 교육 등 분야에서의 1984년도 업무실적 평가 및 1985년도 주요 활동
계획 협의
- 대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재일한국인 처우개선 문제 및 대조총련 대책 등 중점토의

정무 분야

- 현 지사 등 지방 정치인의 국내 정치에서의 중요성을 감안, 방한 시 적절한 예우 제공
- 북한의 일본 지방 정치인 초청 움직임에 비추어 우리 총영사 건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지방 정치인
초청
경제·통상 분야

- 종합상사가 지방도시에 지사 등을 설치,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토록 업계 지도
- 전시회 및 물산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코트라 등에서 사전에 출품 상품 선정 및 관리
- 국내 회사의 일본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관련, 구매 방법의 조직화 검토
- 국내 여행업자 간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다경쟁 지양토록 업계 지도
영사·교민 분야

- 모국 방문 교포들의 판문점 견학이 가능하도록 조치
- 상용 이외의 경우(한·일 친선협회 간부 등)에도 복수비자 발급 검토
홍보·문화 분야

- 수도권 위주의 행사가 아닌 지방을 포함하는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
교육 분야

- 교포 학생의 모국수학 권장 관련, 국내대학 졸업 후 취직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3. 본 문건에는 총영사회의에 참석하고 민단 및 주나고야, 주오사카, 주고베 총영사관과 업무협의를 가진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의 출장보고서가 함께 수록되어 있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일대사는 1985.4.16. 동 결과를 보고하면서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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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국지역 총영사회의, 1985년도 Washington, D.C., 1985.1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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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5-12 / 7 / 1~221(221p)

1. 주미대사는 1985.11.20. 외무부에 1985년도 주미 총영사회의 개최를 다음과 같이 건의함.
일시 및 장소: 1985.12.19.∼20. 주미대사관
토의 의제

264

- 북한의 재미 교포사회 침투 저지 대책
- 교포언론 대책
- 경제협력 및 통상증대
- 대미 인력진출 증대 방안
- 명예영사 활동 강화 방안

2. 외무부는 1985.12.13. 및 12.18. 의제별 참고자료와 외무부장관 훈시를 주미대사관에 송부함.
3. 주미대사가 1985.12.26. 외무부에 송부한 회의 결과보고서 중 주요 토의 내용과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주요 토의 내용

- 인력 보강과 미국 각주 경제단체와 우리 경제단체 간 교류 확대 등을 통한 대미 경제 로비활동 개선
- 연방의원의 선거구 내 각종 활동 적극 참여 등 관할지역 출신 상하원 의원에 대한 총영사관 활동 강화
방안
- 기고문 게재 강화 등 미국 언론 대책
- 교민사회의 안정 및 단합 지원 등 북한의 교민사회 침투 저지 대책
건의 사항

- 총영사관의 경제담당 인력 보강
- 통상진흥 및 미 상하원 의원 접촉활동 강화를 위한 총영사관 예산 증액
- 미국 내 한국 관련 움직임 및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의 신속한 총영사관 전달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동경, 1985.5.23-24
전2권. V.1 사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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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 8 / 1~184(184p)

1. 외무부는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관한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조기 개최를 일본측에
수시 제의하였으며 1985.4.15. 제2차 한·일 외교정책협의회 시에도 5월 중 개최를 강력 촉구함.
이와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아라 공사는 4.22. 외무성 아주국장의 출장이 어려우니 한국 측이 도쿄 개최에
동의한다면 5.1.∼7. 기간 중 재일한국인 문제와 무역 문제를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외무부는
이에 동의, 5.2.∼4. 또는 5.13.∼15. 일정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제시하고 동 내용을 4.24. 주일대사
에게도 통보함.

2. 이후 양측은 일정 조정 끝에 동 회의를 5.23.∼24. 개최하기로 합의함.
외무부는 일본 외무성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회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에서 내심 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하였으나, 지문 제도 철폐 운동을 강력히 전개 중인
민단 입장 등을 고려, 회의 조기 개최를 추진함.

외무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은 5.23.∼24. 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당초 서울 개최로 예정되어 있던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제4차 회의는 6~7월경 서울에서 개최키로 함.

3. 외무부는 1985.5.16. 상기 재일 한국인 문제 및 한·일 무역 문제 협의를 위한 양국 외무부 아주국장 회의
대표단(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해협위 및 주일대사관 관계관)을 임명하고 다음 사항
등을 훈령함.
지문 날인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 제도 폐지 촉구
1985.6월말 서울에서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를 개최, 지문 날인 제도 폐지 등 현행 외국인 등록법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구체 일정 제시 약속 확보를 위해 노력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1965년 협정에 따라 제3세 이하 교포의 법적지위 문제 협의 조기개
시 촉구

재일
교포에 대한 정식 교원 임용 조치 촉구
취업 문호 개방을 위해 민간기업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행정지도 촉구

26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무역 문제 협의의 경우 한국 측은 일본의 시장개방 일정(6월 관세인하, 7월 시장개방 행동계획 책정)을
앞두고 18차 무역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였으나 일본 측은 무역회담 조기 개최는 곤란하다고 하고
재일 한국인 문제 회의와 병행, 협의에 응할 용의를 표명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동경, 1985.5.23-24
전2권. V.2 결과보고 및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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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 9 / 1~181(181p)

1. 한·일 아주국장 회의가 1985.5.23.∼24. 동경에서 개최된바, 주일대사는 동 회의 주요 내용을 다음
보고함.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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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은 동 문제, 특히 지문 날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현행 지문 제도의 조속한 철폐를 요청하고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를 6월말∼7월초 서울에서 개최, 일본 측이 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을 동 회의에서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일본 측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 지문 날인 문제를 포함한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나 가까운 장래에 법 개정 일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함.
일측은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의 6월말∼7월초 개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함.
무역실무 협의

- 한국 측은 무역불균형 문제가 양국 간 중대 현안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1985.6∼7월 예정된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에 한국 측 요청 사항인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및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확대문제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
- 일본 측은 개도국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에 한국의 관심품목이 포함되도록 검토 중이며 시장개방 행동
계획에 한국 측 요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2. 외무부는 결과 보고서에서 동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재일 한국인 문제

- 재일 한국인 문제, 특히 현재 크게 문제되고 있는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한 일본 측의 적극적 노력 유도
- 대통령 방일 시 공동성명의 중요성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 제고
- 민단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 노력 표시
무역 문제

- 1985.6∼7월 예정된 일본 측의 시장개방 조치 관련, 우리의 강한 기대 표명 및 일측의 적극 대응 촉구
- 제18차 한·일 무역회담의 조기개최 추진

3. 본 문건에는 재일 한국인 문제에 관한 토의기록, 무역실무회의 결과, 관세인하 및 GSP 수혜확대 요청
항목(5.23. 일본 측에 제시), 무역실무회의 의제별 교섭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서울. 19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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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 10 / 1~316(316p)

1. 심포지엄 개최 배경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태평양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아세안이 태평양협력
추진 분야로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선정하고 1985.1월 동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으며, 일본은 나카소네
수상이 1985.1월 미국 및 대양주 4개국 방문 기회에 태평양협력 4원칙을 제시하는 등 태평양협력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

외무부
태평양특별반은 1985.1월
‘태평양 지역협력 추진 기반조성’제하 내부 검토자료에서 아세안
인적자원개발 계획 참여 계속 추진, 4월 중순 국제 세미나 서울 개최, 제4차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서울

2. 외무부는 1985.2월 태평양협력 추진 기반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결정함.
주제: 아시아에 있어서의 남남협력(South-South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기간 및 장소: 1985.5.21.∼22. 신라호텔
목적

- 태평양협력 사업 추진의 지속 및 확대
- 아세안 및 남태평양 도서 제국의 태평양협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인적자원개발(HRD) 등 아세안 중심 태평양협력 사업에 대한 한국 참여 추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 외무부 등 후원
참가 범위

- 아세안 6개국 및 피지, 파푸아뉴기니 고위 관리와 아세안 국가 저명 학자
- 국내 경제부처 간부 및 학자, 실업인
- 아세안 대화상대국 정부인사 또는 주한 외교사절

3. 외무부는 1985.2.23. 상기 계획을 아세안 6개국 및 피지, 파푸아뉴기니 주재 공관에 알리고 해당 정부
인사와 학자를 초청토록 훈령함.
4. 서울대 경제연구소 및 국내 참가 교수들의 요청으로 외무부는 동 심포지엄을 1985.9.3.∼4.로 연기하고
참석 대상자들이 조정된 시기에 방한토록 할 것을 1985.5.2. 해당 공관에 훈령한바, 초청대상 정부
인사 및 학자들의 사정 등에 따라 참석 대상자가 일부 조정 또는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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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지원 등의 계획을 검토함.

5. 외무부는 1985.9.10.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제 심포지엄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태평양 경제권의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 간 상호협력 필요성에 의견 일치
태평양 협력 사업의 추진 및 확대를 위해 아세안과의 유대 강화는 물론 남태평양 도서국가와의 새로운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기회 제공

아세안
주도로 추진 중인 HRD에 대한 우리의 참여와 관련, 아세안의 HRD 담당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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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동인들의 협조 확보에 기여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산업시찰을 주선, 우리가 남남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제시

Hart, Gary 미국 상원의원 주관 환태평양 회의,
제1차. Los Angeles, 1985.12.5-8

| 85-021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5-12 / 11 / 1~361(361p)

1. 주미대사는 1985.6.24. 외무부에 Gary Hart 미국 상원의원이 경영하는 The Center for a New Democracy가
태평양 연안 11개국의 유력 소장 정치인 및 재계 지도자들을 초청, 12.5.∼8.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한국의 재계 지도자 5명의 선정(정치 지도자는 동 센터에서 결정)을 대사관에 의뢰하여
왔다고 보고하고 젊은 재계 지도자들이 참가토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
회의 주제

- Transitions in the Pacific Rim: Leadership for the Next Twenty Years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주최 측이 여비, 체재비 일체를 부담하며, 업계 지도자들은 5,000달러 이상을 주최 측에

2. 주미대사는 1985.8.20. 주최 측이 세미나 초청 대상 한국 정치인 7명에 대한 초청장 전달을 요청해 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한바, 외무부는 주최 측에서 해당 인사에게 직접 발송토록 할 것을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3. 외무부는 인하대학이 상기 세미나 제2차 회의의 1986년 서울 개최(회의 경비 50% 부담 조건)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1985.11.20. 주미대사의 견해를 문의함.
주미대사는 세미나의 서울 유치에 긍정적 면이 있으나 금번 세미나가 민주당 대통령 유력 후보인 Hart 의원
의 정치기금 마련 성격의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함.

4. 외무부는 1985.11.21. 및 11.26. 동 세미나 참석이 확정된 재계인사 5명과 이종찬 의원 및 박동진
통일원장관 등 정계인사 참석 예정자를 주미대사에게 통보함.
5. 주미대사는 1985.12.3. 세미나 주최 측이 피초청자인 김상현 전 의원이 공식 초청장이 없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고 있고 이기택 의원은 가택 연금 상태라 출국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알려 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김 전 의원의 경우 여권 신청 목적이 달라 여권 발급이 지연되었으나 12.3. 세미나 참석으로 변경하여
여권 발급에 문제가 없으며, 이 의원의 경우 가택 연금설은 사실무근으로 예산안 처리 관련 국내정치(야당의
집단 단식농성 참여) 문제로 세미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회신함.

6. 본 문건에는 Center for a New Democracy의 세미나 보고서, Hart 의원 연설문, Holbrooke 전 국무차관보
연설문 등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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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고 참석

Williamsburg 회의, 제14차. 제주, 1985.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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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2과

MF번호

2015-12 / 12 / 1~54(54p)

1. 주유엔대사는 1985.4.11. Cyrus Vance 전 미국 국무장관, Winston. Lord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 Robert B. Oxnam 미 아시아협회(The Asia Society) 회장 등이 1985.5.15.∼18.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illiamsburg 회의 참석차 방한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Williamsburg 회의는 태평양지역 연안국 유력 인사 간에 역내 국제정치, 경제, 안보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각국 정책 입안에 참고토록 하기 위한 회의로서, 1971년 미
아시아협회가 Williamsburg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참여국 순회 개최 원칙하에 비공식, 비공개로
270

개최됨.

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85.5.1. 미 아시아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상기 회의를 개최 예정임을 알리면서
관련 자료(회의 소개 자료, 참가자 명단, 회의 일정 등)를 외무부에 송부함.
3. 동 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음.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마찰
중국(구 중공) 개혁이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시아의 정치 변화와 제도 발전
소련과 동아시아 관계

4. 본 문건에는 외무부 관계부서에서 작성한 아래 실무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태평양 지역 내의 무역 마찰
중국 개혁조치가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련의 동아시아 정책

Dialogue Congress. Alpbach(오스트리아)
1985.7.6-10

| 85-021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12 / 13 / 1~202(202p)

오스트리아 소재 민간 학술문화 단체인 Osterreichisches College가 개최하는 Dialogue Congress
Western Europe-North and Southwest Pacific 회의 참가 관련 내용임.
1.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5.3.6. 외무부에 Osterreichisches College가 7.6.∼10. 오스트리아의 Alpbach
Kongresszentrum에서 개최하는 상기 회의 참가를 다음과 같이 초청하여 왔다고 보고함.
참가 범위: 서구 10개국 및 태평양 지역 8개국(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한국 초청대상: 정부, 경제계, 학계 지도급 인사 8명

온 권위 있는 국제 행사인 점을 감안, 외무부차관(또는 차관보) 및 경제 관계 각료가 참석하고, 가능하다면
한국 측 사정으로 연기한 부총리의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 시기를 동 회의 참석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
검토를 건의함.
3. 외무부는 1985.3.18. 동 초청 및 주오스트리아대사 건의 내용을 경제기획원에 통보하고 부총리의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 및 동 회의 참석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4. 경제기획원(해외협력위원회)은 1985.5.11. 외무부에 동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을 계획이며 부총리의
오스트리아 방문 시기는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통보하였으며, 외무부는 6.29. 주오스트리아대사가
동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함.
5.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5.7.15. 동 회의 참석 결과를 다음 요지 보고함.
주요 참석인사: 미국 농무장관 및 국무부 안보담당 차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및 전 외무차관, 호주 Whitlam
전 수상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고위 인사

토의
내용: 신흥 경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서부 태평양 지역이 유럽에 대한 도전인가 또는 협력 강화
계기인가 하는 문제가 중점 토의사항

건의:
금후 여사한 모임에 적극 참여, 태평양 정상회의 등에 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반응을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Dialogue Congress가 주제에 따라 해당지역 국가의 정부 고위 인사 등이 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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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3차. 서울,
1985.5.6-7

| 8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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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13 / 1 / 1~270(270p)

1. 한·일 협력위원회 간부회의가 1985.1.24.∼26. 도쿄에서 개최된바, 한국 측 대표로 신현확 한국 측
회장과 정주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8명이 참석함.
동 회의에서는 남북한 관계, 소련 군사력의 태평양 지역 증강 배치, 한·일 무역불균형과 기술이전 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협력위원회 제23차 합동회의 날짜를 1985.5.10.경으로 원칙 합의함.

2.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제23차 합동회의가 1985.5.5.∼7.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외무부는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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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등 합동회의 일측 대표단(회장: 기시 전 수상) 방한
일정 주선에 협조함.
3. 합동회의 주요 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 일본 측은 지문날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고 조총련 문제도 있어 민단 측 요구를 그대
로 들어주기 어려운 고충이 있다고 언급
문화재 반환문제

- 한국 측은 기조연설에서도 문화재 문제를 제기하고 양국 민간인과 전문 학자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판정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반환토록 할 것을 제안
동북아 안보문제

- 한국 측은 북한사회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이 북한과의 교류 확대 문제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
첨단기술 이전과 무역역조 시정

- 일본 측은 기술이전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한국의 수용태세 정비 필요성 및 사안별(case by case) 추진을
언급
- 한국 측은 무역 확대균형을 주장하고 현재보다 유리한 장기저리 차관 및 투자를 요망

4. 본 문건에는 합동회의 보고서, 대통령 메시지, 일본 측 대표단 이력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정상 초청외교의 필요성 및 성과,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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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 / 2 / 1~139(139p)

외무부가 1985.7월 작성한‘정상 초청외교의 필요성 및 성과: 정상 초청외교에 대한 비판 여론
순화를 위한 검토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상 초청외교에 대한 비판여론 대두
직접적인 원인

- 국민의 일상생활상의 불편 야기: 교통 불편, 경호 조치, 인력 동원, 공항 혼잡 등
- 사치적, 낭비적 외관에 대한 거부감: 만찬 등 각종 의전행사, 각종 현수막
- 외채부담에도 불구한 외화 낭비
- 한국과의 실리적 관계가 없는 제3세계 소국 원수 초청
- 정상 외교활동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오해
- 과거 유엔 및 비동맹 외교에 대한 비판

2. 정상외교의 세계적 추세 및 필요성
현대 외교의 중요한 추세로 등장, 다자 간 정상회담 증대 및 정기화 추세
국제적 지위 향상,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 남남협력의 계기 마련

3. 북한의 정상 초청외교 현황
1982년 이후 정상급 초청: 1982년 13명, 1983년 18명, 1984년 6명, 1985년 2명
북한의 적극적인 정상 초청외교 저의 분석

- 김일성의 대내외 지도력 과시 및 부자 세습체제 확립을 위한 국제적 지지 획득
-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대한국 외교열세 만회 책동
- 북한 정상외교의 특징: 김일성·김정일 선전, 한국의 국제적 기반 약화 획책
한국의 대응

- 북한의 초청외교 공세에 의연히 대처
- 실리적 차원에서 성숙한 외교활동 전개

4. 비판여론 순화 대책
국민의 오해 불식

- 정상외교의 필요성 및 성과 적극적 홍보, 이해 도모
국민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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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차원에서의 비판

전두환 대통령 가봉 방문 계획,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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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가봉대사는 1985.8.1. 주재국 대통령실이 8.17. 개최 예정인 가봉 25주년 독립기념일 행사에 전두환
대통령을 초청하는 봉고 대통령의 초청장을 송부해 왔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함.
가봉 주재 우방 각 공관에서도 동일 내용의 각국 원수 또는 정부수반 초청 공한을 받음.
가봉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일정상 동 행사 참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개인대표라도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차관이
8.13.~15. 가봉 공식방문 예정임에 비추어 동 경축사절로서 8.17.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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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좋을 것임.

2. 주가봉대사관은 1985.8.2. 주재국 25주년 독립기념일에 전두환 대통령을 초청하는 봉고 대통령의
초청장 및 대통령 비서실장 서한을 본부로 송부함.
3. 주가봉대사는 1985.8.8. 전두환 대통령 앞 봉고 대통령의 초청장에 대한 회답으로서 대통령 명의
축전을 봉고 대통령에게 전달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사관에서 작성한 축전 문안을
외무부에 송부함.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 기본계획

| 85-021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3 / 4 / 1~274(274p)

1. 외무부는 1985.3.26. ‘전두환 대통령 내외 미국 공식방문 계획(정무관계) 보고서’를 작성한바, 동
보고서에 기술된 방미의 의의 및 기대성과는 다음과 같음.
2000년대를 향한 한·미 관계의 지속적 발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기반 구축
국력 신장에 상응하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충
한·미 간 호혜적 경제 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한 협력
74만 재미교포의 사기 진작

발표문에 포함시킬 정상회담 강조사항 및 개별 각료회담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 2000년대를 향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 한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도
긴요하다는 사실, 대통령의 민주 복지사회 건설 의지 등
미국 측: 한국 안보의 중요성 강조 및 확고한 대한 방위 결의의 재천명, 한국의 민주발전 평가와 전 대통령의
헌정 수호 노력 지지 등
개별 각료회담 및 협의사항

- 제1 및 2차 외무장관 회담: 정상회담 사전대비, 정상회담 성과 및 후속조치 협의
- 국방장관 회담: 한·미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군사 분야 후속조치 협의
- 경제 각료 회담: 한국 상공부장관과 미국 상무장관, 대통령 경제수석과 미 재무차관

3. 외무부가 1985.4. 작성한‘전두환 대통령 내외 미국 공식방문 계획’ 중 방미 일정은 다음과 같음.
4.24. 로스앤젤레스 도착, 교민 리셉션 개최
4.25. 워싱턴 도착, 미 국무장관 내외 접견, 미 부통령 내외 주최 만찬
4.26. 미 대통령 내외 예방, 한·미 정상회담, 미 대통령 주최 오찬회의, 신문 발표, 미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접견, 대통령 내외를 위한 주미대사 주최 리셉션, 의회 지도자와의 만찬
4.27. 북미지역 공관장을 위한 조찬, 호놀룰루 향발
4.28. 미국 하와이 주지사, 태평양사령관, 호놀룰루 시장 내외 조찬, 서울 향발
4.29. 서울 도착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가 1985.4.22. 작성한 ‘전두환 대통령 내외 미국 공식방문 계획(정무관계) 보고서’ 중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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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 2 의전 I

| 85-021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3 / 5 / 1~326(326p)

1.	외무부는 1985.3.18. 공식 수행원 17명 중 미국 측 관례에 따라 장관급 인사인 8명만 미국 측에 우선
통보하도록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신병현 부총리, 이원경 외무부장관, 윤성민 국방부장관, 금진호 상공부장관, 류병현 주미대사, 이규호 대통령
비서실장, 이기백 합참의장, 안현태 경호실장

2.	외무부는 1985.3.20.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공식방문 수행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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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수행원 18명, 비공식 수행원 39명, 경호관 142명, 기자단 90명

3.	외무부는 1985.2.23.~4.24.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미대사관 및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을 통하여
대통령 공식 및 비공식 수행원들을 위한 숙소를 예약함.
Presidential suite: 1개
Suite: 15개
Single: 19개
Twin: 87개

4.	주미대사는 1985.2.5.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한국학 연구에 공헌이 큰 미국 학자들에게 문화
훈장을 전수함으로써 미국 내 한국학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동 연구 사업을 격려하여 줄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4.10. 미국의 중진 학자들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한국학 학자들에게 큰 격려가 됨은
물론 미국 내 한국학 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다음과 같이 미국 학자들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함.

- 은관 문화훈장(2등급): Shannon McCune 현 Florida 대학 명예교수(지리학), 서두수 박사(은퇴)
- 보관 문화훈장(3등급): Dr. Spencer J. Palmer 현 Brigham Young 대학 교수(종교), Michael C. Rogers
현 Berkeley 대학교수(한국역사)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3 의전 2

| 85-021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3 / 6 / 1~292(292p)

1.	외무부 의전장실은 1985.3.15. 대통령 미국 방문 준비를 위하여 차량 및 화물 점검사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함.
차량

화물

- 한국 측에서는 VIP 및 부속실용, 공식 수행원용, 비공식 수행원용, 기자단용, 경호원 등 5가지 종류의
Label 및 Tag을 준비할 예정
- 선발대 귀국 시 각 투숙 호텔의 화물 Tag를 지참할 것
- 각 공관에 화물 배분 및 수집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
- 각 공관 화물 담당자 지정
- 화물 운반 차량에 에스코트 확인
- Plane Side 통관 교섭

2.	외무부는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일정에 따라 차량 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워싱턴 기념탑 광장/대사관저, 대사관저/국무부, 백악관 행사, 호텔/대사관저. 대사관저/백악관, 백악관/대사
관저, 백악관/개별 각료회담 장소

3.	외무부는 1985.4월 대통령의 공식 방미를 위하여 대한항공 항공기를 전세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미 국무부에 대통령 특별기의 미국 이착륙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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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측 제공 차량 확인: 미측은 5대 제공 입장이나, 한국 측은 최소한 6대 필요하다는 입장
- 기본 차량 대형 결정
- 국빈 차량 탑승 인원 및 탑승 순서 확인: 경호원, 통역 등
- 기타 수행원 차량 임차
- 기본 모터케이드에 임차 차량도 편성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화물 운반용 차량 지원 호가인
- 공관 차량 담당자 전담 배정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4 의전 3

| 85-021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3 / 7 / 1~313(313p)

1.	외무부는 1985.2.18.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 준비를 위한 경호실 답사반이 미국 측과의 경호 협조
창구 개설 및 행사지역 답사차 3월 초 방미 예정이며 행사 지역별로 약간 명의 상주 연락관을 잔류시킬
예정임을 주미대사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사전준비토록 지시함.
2.	외무부는 1985.3.18. 경호요원 명단, 무기 현황 및 공항 이용 현황 등을 주미대사관에 통보하고, 공항
에서의 수속, 수송차량 제공 및 무기 반·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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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신부는 1985.4.3.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따른 통신 지원을 위하여 한국 전기통신공사 직원을 미국에
파견코자 한다면서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여행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조치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해 옴.
4.	외무부는 1985.4.18. 특별기 탑승자 명단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송부함.
5.	외무부는 1985.3월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다음과 같은 교민 관련 행사를 위한 초청장, 입장카드 및
비표를 준비함.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주최 교민 다과회
대통령 내외를 위한 주미대사 주최 리셉션
주호놀룰루총영사 주최 교민 리셉션

6.	외무부는 1985.4.19.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에 관한 미국 측의 영접 형식이 Official Working Visit로
결정되었다면서 대통령 내외의 백악관 방문 시 레이건 대통령 내외가 현관에서 영접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것을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외무부는 1983.11월 레이건 대통령 내외 방한 시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현관 영접은 물론 공항 영접
및 환송까지 한 바 있음을 참고로 설명함.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5 일정

| 85-022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3 / 8 / 1~397(397p)

1.	외무부는 1985.2.11.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23.~25. 미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주미대사관에 통보하고, 대사관 내 영접 준비반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포함,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대통령의 미국 체류 일정안 건의
영부인 별도 일정안 건의
호텔 선정 건의
소요예산 건의 및 기타 건의사항(인원 지원 포함)

관한 의견 교환을 가진바, 미국 측 의전 기준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워싱턴 체재 기간은 통상 2박3일
공식 수행원은 10명(주재대사 포함)
호텔 선정은 한국 측에 일임

- 대통령 내외 및 공식 수행원 10명에 한하여 미국 측에서 호텔비 부담
선물은 사전교환이 일반적으로 워싱턴 도착 당일 양측 실무자 간 교환 및 전달

- 가급적 modest한 것(160 달러 이하)으로 하되 선물 품목의 사전 통보 요망
공항 출영 인사는 Wolfowitz 국무부 차관보 및 Roosevelt 의전장 등 약간 명
방문 기간 중 리무진 5대 제공

3.	청와대 의전실이 1985.4.22. 작성한 대통령 내외의 미국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음.
4.24. 로스앤젤레스 도착, 주미대사 보고, 교민 리셉션
4.25. 워싱턴 도착, 워싱턴 기념탑 방문, 국무장관 내외 접견, 미 부통령 내외 주최 만찬
4.26. 미 대통령 내외 예방(정상회담, 오찬, 발표)

- 미 국방장관 접견, 주미대사 주최 리셉션, 의회 지도자 부부 만찬
4.27. 북미지역 공관장 조찬, 워싱턴 기념탑 방문, 호놀룰루 도착, 교민 리셉션
4.28. 조찬, 서울 향발
4.29. 김포공항 도착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미대사는 1985.2.8. 미 국무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대통령의 방미 계획과 관련된 의전행사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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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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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4.8.31. 워커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 관련 전두환
대통령의 레이건 대통령 앞 친서 사본을 수교하고 친서 말미에 표현된 전 대통령의 1985년 초 방미
희망 건을 협의함.
워커 대사는 레이건 대통령이 1983.11월 방한 시 전 대통령에게 1985년 초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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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4.9.26. 유엔 총회 계기 슐츠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재취임 후 미국을 최초로 공식 방문하는 외국 원수가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후 구체 협의하기를 희망함.
슐츠 국무장관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의 의향을 직접 전하겠다고 약속하고 레이건 대통령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함.

3.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4.11.27. 워커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 전두환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1985.1월 말이나 2월 초에 개최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설명한바, 워커 대사는 워싱턴에
보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함.
미 백악관은 1984.12.6. 전 대통령의 방미를 Official Working Visit로 하여 1985.4월중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주미대사에게 통보해 옴.

4.	청와대 대변인은 1985.4.9.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25.~27. 워싱턴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레이건 대통령과 세 번째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함.
5.	전두환 대통령은 1985.4.19. 청와대 보고 시 정상회담 후 모든 수행원들이 미국 측 Counterpart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토록 지시함.
한국에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민주주의 토착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수립하는 것임.

북한은
게릴라 침투, 학원·노동계를 통한 간접 침투를 계속하고 있는바, 민주주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이며
안정 없이 평화적 정권교체는 불가능함.

미국이
제2차 대전 이후 지원했던 나라 중 성공한 국가는 유일하게 한국뿐임을 고려, 한국의 안정을 위해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도와야 함.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7 정상회담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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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4.25. 주미대사 관저에서 4.26.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슐츠 국무
장관과 회담을 가진바, 주요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 장관은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1988년의 평화적 정권 이양에 대한 결의를 재천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 내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지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함.

슐츠
국무장관은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 전망을 적극 환영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현재까지
모든 문제들을 훌륭히 처리해 왔으며 현재의 이러한 진전 상태를 계속 유지함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남북

- 슐츠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지코자 하며 이는 단순히 말뿐이 아니고 상호 간의
교환 방문을 통한 긴밀한 협의의 계속 등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함.

2.	외무부가 1985.6.11. 작성한 ‘대통령 각하 내외분 미국 공식방문 결과 종합 보고서’ 중 대통령의
방미 성과 부분은 다음과 같음.
2000년대를 향한 한·미 관계의 장기·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기반 구축
한반도의 주역으로서의 지위 강화
호혜적 경제 관계의 확대 발전
국가 발전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 과시
74만 재미 교포의 사기 진작

3.	외무부가 1985.6.11. 작성한 보고서 중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한·미 관계의 구축
한·미 안보 결속의 강화로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모험이나 테러에도 한·미가 단호히 대처
남북 대화가 긴장 완화의 관건이며, 미국은‘한강개발계획’지지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지
동반자적 경제 관계 심화를 위해 자유무역 확대 및 한·미 경제협의 체제의 발전 중요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안정에 긴요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제반 조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

- 전두환 대통령의 88년 평화적 정권교체 결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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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대북한 관계 등 모두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말함.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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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는 1985.4.8. 미 국무부 월포위츠 동아태 차관보를 면담, 양국 정상의 대언론 발언(Press
Remarks) 및 의제에 관해 협의한바,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류병현 대사는 금번 방미에는 공동성명이 없으므로 정상회의 후 양국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측 문안을 수교하면서, 한·미 관계, 미국의 안보
공약 및 국내정치 관련 부분을 필히 포함하도록 요청함.

월포위츠
차관보는 국내정치 관련, 한국의 총선도 잘 끝났고 현재의 상황도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며 1988년
282

은 올림픽뿐만 아니라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필히 좋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함.

- 한국 측이 요청한 한·미관계, 안보 공약 재천명, 국내정치 문제를 포함하는 데 동의

2.	외무부는 1985.4.18. 주미대사에게 전두환 대통령이 워커 대사의 일시 귀국에 앞서 4.12. 오찬을
베풀고 한·미 정상회담 직후의 신문 발표문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점을 강조하였다고 하고,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의 면담 시 미측의 신문 발표문에 한국 측 요망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현행 헌법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평온과 정치 안정이 불가결한 요소인바, 헌법
수호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이 확고하게 지지하는 성명을 해 주기 바람.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미국에게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산주의와 비폭력 방법으로 대결하여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과 북한의 대조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데 있으므로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한국을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임.

3. 1985.4.26. 발표된 레이건 미 대통령의 신문 발표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의 대통령 재임 중 방문한 첫 번째 국가원수임. 전 대통령과 본인은 북한군의 계속적인
비무장지대 전진 배치에 대하여 우려를 함께하였으며 이러한 북한군의 전진 배치가 우리 측의 경계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함.

본인은
북한을 직접 대화에 참여시키려는 한국의 창의적 접근방법에 지지를 표명하고 우리는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가 한반도 긴장 완화의 요체라는 점에 확고히 의견을 같이함.

본인은
자유와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이미 성취한 괄목할 만한 진전을 환영하고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하겠다는 평화적 정권교체 공약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차 강조함.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9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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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두환 대통령은 1985.4.27. 북미지역 공관장을 위한 조찬 시 다음과 같이 지시함.
재미교포 수 통계는 단순히 추정치이므로 향후로는 재미교포 수를 100만으로 함.
재미교포 중 일부의 제2 조총련화 방지 노력 전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 국가에 대한 이민 증대 노력 계속
대미 경제 진출 확대, 특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 전개
지방지 기자단 방한 초청 사업 계속 실시 및 지방 활동을 통한 로비활동 강화 방안 강구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이고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총리 이하 내각 전원의 준비,
수행원 전원의 일치된 노력, 실무진의 사전 실무교섭 등이 잘 되어 성공적 정상회담이 됨.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진행도 만족스러웠는바, 단독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으며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도 본인의 말에 공감은 물론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러움.
본인의 말에 미국이 100% 지지 태도를 보인 것은 외교적인 처사가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태도였음을 감지할 수 있었음.

3. 외무부가 1985.5.14. 대통령에게 보고한 외교 분야 방미 후속조치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음.
레이건 대통령 앞 친전 및 친서 발송
‘한강

개발 계획’추진 관련 한·미·일 3국 실무 협의회 서울 개최
중국(국 중공)의 건설적 역할 유도
북한의 대미 접근 책동 대책 수립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미 양국 관계기관 간 긴밀 협의, 협조 체제 구축
한·미 외무장관 회담의 정례화
미국 내 지방 활동을 통한 대미 로비활동 강화
양국 의회 간 교류 강화
학계 인사 및 청소년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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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의 1985.5.14. 대통령 방미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시 방미 성과 전반에 관한 전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0 자료 1 : 회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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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주미대사관이 1985.2.1. 작성, 외무부에 보고한 한·미 정상회담 자료이며,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방미의 성격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에 의한 공식 방문으로 재임 중 2번째 방미이며 양국 간 주요 업무 협의를 위한
정상회담이 주 목적으로 의전상 격식을 요하는 행사는 최소한으로 축소
284

2. 정상회담의 의의
제2기 레이건 행정부와의 우호관계 심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안보 협력 강화
경제협력 및 교역 증진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평양 지역 협력 증진
국내 현실에 대한 미 측의 이해 제고

3. 한국 측 제기 희망 의제
전통적 유대 관계 심화 발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협조
대한 방위공약 준수 결의 재확인
국군 현대화 계획 지원 강화
경제협력 및 교역의 증진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평양 지역 협력 증진
양국 간 문화 협력 확대

4. 미국 측 제기 예상 의제
남북 대화
한국 국내 정치 발전
무역 균형
국제 테러 및 마약 문제
미국의 소리(VOA) 방송 중계소 설치 문제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 재개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1 자료 2

| 85-022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4 / 5 / 1~362(362p)

본 문건은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준비를 위해 작성된 연설문 및 계기별 말씀 자료임.
1. 연설문 초안 및 주제
로스앤젤레스 및 중서부지역 교민 초청 리셉션 격려사
부시 대통령 주최 만찬 답사
미 의회 지도자 초청 만찬 인사 말씀 요지
하와이 교민 초청 리셉션 격려사

2. 계기별 말씀자료
슐츠 국무장관 접견 자료
부시 부통령 내외 주최 만찬 자료
레이건 대통령 내외 예방 자료
한·미 단독 정상회담 자료
한·미 확대 정상회담 자료
백악관 오찬회의 자료
주미대사 내외 초청 리셉션 자료
미 의회 지도자 초청 만찬 질의응답 자료
북미지역 공관장 부부 및 총영사 초청 조찬 자료

3.	주미대사관은 1985.3.15.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 시 각종 계기 연설 내용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그간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한·미 간 협력증진 치하
한·미 간 협력 강화가 양국 국익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선후진국 간 협력의 모범
경제협력과 교역의 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중요성 증대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정치적 발전은 자유개방 체제를 통한 개도국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준 본보기로서 자유세계에 크게 기여

한·미
양국이 성숙한 동반자로서 균형 있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양국 국민 간 다각적
접촉과 교류를 통한 진정한 이해 증진 필요

태평양
지역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 특히 한·미 간 긴밀한 상호 협조 기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성공 축하 및 서울 올림픽에 대한 적극적 지원 요청
한국 교포의 미국사회 각계 발전을 위한 기여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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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대통령에게 보내는 기상 메시지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2 자료 3

| 85-022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4 / 6 / 1~356(356p)

본 문건은 전두환 대통령 방미 관련 각 부처가 작성한 한국 측이 제기해야 할 미국과의 현안 사항
관련 자료임.
법무부

- 대통령이 1983.9.30. 한·미 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추진 지시
- 비공식 접촉 결과, 미측은 필요성 인정하나 다소 소극적인바, 공식 체결 요청 필요
286

문교부

- 한·미 양국 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미국 학술 발전을 위해 미국 내 한국학 진흥 필요
상공부

-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동향 및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표명
-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계속적 수혜 희망
- 상호주의 적용의 탄력적 운용 요청
- 미국과 합작으로 대중국 공동 진출 모색
문화공보부

- 84 LA 올림픽 문화행사 관계 자료 경험 협조
-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한국 전시실 추진
교통부

- 미측이 한·미 해운협정 체결에 소극적인바, 체결 촉구 필요
체육부

-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최다수 국가 참가를 위한 지원 요청
- 86, 88 대회를 위한 미국인 코치 초청 협조 요청
통일부

- 남북한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미측의 중재 역할
- 한국의 통일대화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미측의 기본입장 천명 유도
농수산부

- 한국의 어업 쿼터 증량, 한국산 과실류 수입금지 해제 요청
국방부

- 한반도 전쟁 억제 및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및 지원 강화
- 대공산권, 특히 대북한 군사장비 및 기술이전 위험성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3 자료 4 : 브리핑자료

| 85-022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4 / 7 / 1~398(398p)

본 문건은 전두환 대통령 방미 관련 주미대사관 및 외무부가 작성한 각종 계기별 브리핑 자료임.
1. 주미대사의 ‘대통령 방미 업무 및 현황 보고서’(1985.4.24.) 중 특기 사항
한·미 정상회담 예상 분위기 및 미측 관심사항

레이건 대통령의 관심사항

- 한국 내 정치발전 실적 및 전망
- 한국 시장 개방 및 무역 불균형
- 우주 무기 개발 계획
- ‘미국의 소리’ (VOA) 방송 중계소 한국 내 설치

2. 외무부는 1985.4월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차관의 대통령 방미 브리핑 자료를 다음과 같이 준비함.
4.11. 외무부장관의 국내 각 언론사 국제담당 논설위원 초청 간담회 자료
4.16. 외무부장관의 당정 정책 조정회의 보고자료
4.16. 외무부차관의 학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자료
4.17. 외무부장관의 정례 기자회견 자료
4.19. 외무부차관의 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보고자료
4.22. 외무부차관의 미국 유력 지방지 언론인 브리핑 자료
4.22. 외무부차관의 외신 기자단 브리핑 자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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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건 대통령은 상대방과의 진지하고도 명랑한 대화를 즐기며 농담을 주고받기를 좋아하고 개인적
우정 표시에 적절히 반응
- 레이건 대통령은 긍정적 화제 도출을 선호하고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부하에게 일임
-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을 친한 벗이자 맹방의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는바, 회담 시 발언 양상과
내용이 긍정적이고 유익할 것으로 예상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4 연회 참석자 명단

| 85-022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5 / 1 / 1~220(220p)

1.	주미대사관은 1985.4.9. 전두환 대통령 내외 참석하에 4.26. 워싱턴 소재 Marriott Hotel에서 개최
예정인 주미대사 주최 리셉션에 초청할 미국 내 각계 인사 명단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추가할 인사가
있을 시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4.30. 리셉션에 실제 참석한 참석자의 성명, 직위 및 주소를 보고할 것을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미대사관 및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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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로스앤젤레스 교민 리셉션 참석 교민
4.25. 미 부통령 주최 만찬 미국 측 참석자
4.26. 주미대사 주최 리셉션 전체 참석자 (미측, 한국 측)
4.27. 호놀룰루 교민 리셉션 참석 교민

3. 주미대사관은 1985.4.30. 다음과 같은 행사에 참석한 미국 측 인사 명단을 외무부에 보고함.
미 부통령 주최 만찬 참석자
주미대사 내외 주최 리셉션 참석자
영부인 주최 오찬 참석 장학생
한·미 정상회담 참석자
미 의회 중진과의 만찬 참석인사
미 국방장관 접견 시 배석자
미 국무장관 내외 접견 시 배석인사
한·미 외무장관 회담 참석자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5 국내언론보도

| 85-023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5 / 2 / 1~115(115p)

본 문건은 전두환 대통령 방미 관련 국내 주요 일간지 보도 기사철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한국은 동북아 안정의 병마개’(경향 1985.5.1.)
동아시아 문제 권위자인 조지타운대의 레이 클라인 박사는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더욱 뚜렷해진
한·미 간의 관계는 양국 공동의 전략적 이해와 한국의 성장발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분석함.
 교수는 한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성취한 안정은 놀라운 것이며, 5년 전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은
동
위태로웠으나 전 대통령은 사태를 훌륭하게 안정시켰다고 평가함.

전 대통령의 2차 방미 성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 못지않게
한국 정부의 정치적 안정 노력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남.

이번
방미 성과를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재다짐과 한국의 정치 상황 진전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라고 요약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 측 시각의‘정치발전’
, 즉 평화적 정권교체 문제는 관심사의 주류를 이룸.

3. ‘전 대통령 2차 방미 결산’(한국 사설 4.30.)
레이건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대한 안보 공약은 북한의 오판을 막을 쐐기로서 마음 든든함.
또한 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한국의 정치발전 문제에 관해 88년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반드시 정권
이 교체될 것이라고 다짐한 것은 최초의 대외적 공약으로 주목할 만함.

4. ‘전 대통령-레이건 정상회담의 성과’(조선 4.28.)
전 대통령의 방미 성과 관련, 안보 면에서 지속적인 결속 과시와 경제의 공동 발전 추구 합의 및 안보와
경제면에서 일치된 정세관과 인식을 보여 줌으로써 양국 관계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반자 관계로 긴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음.
 점에서 전 대통령의 방미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안보 협력의 강화를 내외에 다시 알렸다는
이
것에서 우선 그 가치가 있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전 대통령의 방미결산-안보·평화적 정권교체 재공약’(동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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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1985.4.24-29. 전16권.
V.16 해외언론보도

| 85-023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5 / 3 / 1~239(239p)

외무부가 1985.4.29. 작성한‘대통령 방미 관련 외국 주요 언론보도 동향 및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미국 주요 언론보도 동향
국내 정치 발전 문제 관련 지난 2월의 공명정대한 총선 실시와 전면 해금 등으로 한·미 관계의 분위기가 크게
290

고조되었다고 강조함.

한국의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양국 대통령은 북한 군사력의 전방 배치에 대해 우려하면서 공동
대처 결의를 다짐함.

2. 일본 주요 언론보도 동향
전 대통령의 88년 퇴임 결의를 부각, 보도하면서, 이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논평하고 국민의 불신과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보도함.

3. 일본 요미우리 신문(4.27. 석간)
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평화적 정권 교체를 약속한 것은 국내에서의 88년 퇴임 발언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퇴임 문제가 88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 한국의 안정과 안전 확보 및 한미 관계 발전문제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레이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확약을 지지, 높이 평가한 것은 한국의 민주화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서 한국의 정치적 안정이 민주화를 촉진시켜 한국의 대북 대화 교섭 입장을 강화,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미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임.

4. 독일 General Anzeiger ‘전 대통령, 해외로부터 인정 모색’(4.24.)
전 대통령 정부는 민주화를 위해 여러 가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
미국 방문의 외교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면 전 대통령은 국내에서 급성장한 야당을 제압할 수 있을
것임.

5. 프랑스 AFP(4.27.)
최근의 한국 총선과 해금 조치로 워싱턴의 분위기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전 대통령의 방미로 한·미 관계는
최상의 상태로 들어감.

전두환 대통령 미국(UN) 방문 계획, 1985.9.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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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15 / 4 / 1~338(338p)

1.	주유엔대사는 1985.7.10. 유엔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가 7.10. 개최된 회의에서 비회원 옵서버국의 국
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특사가 기념행사 기간(10.14.~24.) 중 총회 본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다는 권고를
유엔 총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함.
2.	이상옥 외무부차관은 1985.7.24. Walker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 전두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
연설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보았으며 유엔 연설 전후 워싱턴을 방문, 레이건 대통령 또는 부시
Waker 대사는 10월 초 부시 부통령의 한국, 일본,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함.

3.	전두환 대통령은 1985.8.2.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유엔 총회 연설은 큰 의의가 있지만 미국 방문
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미국측의 사정이 어렵다면 레이건 대통령과의 면담을 지나치게 강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말함.
4.	주한 미국대사관 Cleveland 공사는 1985.8.2. 외무부차관을 방문, 부시 부통령이 10월에 중국은
방문하되 한국과 일본은 방문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설명함.
5.	주유엔대사는 1985.8.27. 유엔 40주년 기념연설과 관련, Giuliani 사무총장 대변인의 언급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8.27. 현재 기념연설을 신청한 국가는 총 89개국으로서 교황청, 한국, 북한, 스위스 4개 비회원국이 포함됨.
비회원국 중 교황청은 국무상, 북한은 부주석이 연설 예정임을 통보해 왔으며 한국과 스위스는 누가 연설할
것인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음.

6. 외무부는 1985.9.11. 전 대통령의 유엔 방문 계획이 취소되었음을 주유엔대사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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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고 미측의 협조를 요청함.

전두환 대통령 서구 순방계획, 1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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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15 / 6 / 1~116(116p)

1. 프랑스 방문 추진
노신영 외무부장관은 1981.10.16. 및 11.2. 서한을 통해 민병기 주프랑스대사에게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이 성사되도록 프랑스 정부와 교섭할 것을 당부함.
 장관은 1981.11.12. Follin 주한 프랑스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하여 프랑스 정부가 전 대통령을 초청해 줄 것을
노
요청함.
주프랑스대사는 1981.12.8. 프랑스 대통령 비서실장을 면담, 전 대통령의 1982.5월경 프랑스 방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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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바, 동 비서실장은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함.
 장관은 1982.2.22. 프랑스 방문 시 전 대통령의 미테랑 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 친서를 전달함.
노
프랑스 측은 1982.5.8. 주한 프랑스대사를 통해 미테랑 대통령의 4.13.자 방한 초청 수락 및 전두환 대통령
방불 초청 친서를 전달해 왔으며, 전 대통령은 5.25. 방불 초청을 원칙적으로 수락한다는 회신을 송부함.

2. 영국 방문 추진
외무부는 1982.3월 영국 Thatcher 수상의 1982.9월 극동 순방 시 방한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주한 영국대사관을
통하여 전달한바, 대처 수상은 5.13. 전 대통령 앞 메시지를 통해 극동 순방 시 방한이 어려움을 알려 오면서
양국 간 수교 100주년이 되는 1983년 중 전 대통령의 영국 공식방문을 희망함.

전두환
대통령은 5.27. 영국 방문 초청 감사 메시지를 대처 수상에게 송부함.
이범석 외무부장관은 1982.10.4. 영국 방문 시 대처 수상을 예방, 전 대통령 방영 초청에 대하여 사의를 전달하고
대처 수상의 방한을 초청함.

3. 독일 방문 추진
외무부는 1982.5.14. 주독대사에게 전 대통령이 1983년(수교 100주년) 중 프랑스, 영국을 방문할 경우 독일을
순방국에 포함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하는 장관 명의 서신을 송부함.

주독대사는
1982.5.18. 독일 외무차관을 면담, 교섭하였으며, 독일 외무성 동아과장은 8.5. 전 대통령 방독
초청에 대한 슈미트 수상의 재가를 득하였다고 통보함.

서독
폰 슈타덴 외무차관은 1982.9.28. 외무부장관 면담 시 1984.5월에 카르스텐스 대통령 임기가 끝남을
지적하면서 전 대통령의 서독 방문을 재차 환영한다고 말함.

1982.11.24.~25.
제2차 한·독 정책협의회 시 페케르트 아주국장은 전 대통령의 방독이 너무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주한
독일대사는 1983.7.20. 외무부장관과의 면담 시 전 대통령의 방독 가능 시기를 문의한바, 장관은 1984년에도
대통령의 유럽 방문 관련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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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ez M., Victor H.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방한, 1985.8.27-9.2.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5 / 7 / 1~278(278p)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4.3.8. 외무부에 대해 주재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한국 방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부통령은 일본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하고, 부통령은 국무
총리 명의, 하원의장은 국회의장 명의로 방한 초청해 줄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4.4.10. 진의종 국무총리 명의 아르헨티나 부통령 방한 초청장을 송부한바, 주아르헨티나
대사는 4.25. 마르티네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을 면담, 초청장을 전달함.

3.	외무부가 1985.8.20. 작성한 ‘빅토르 이폴리토 마르티네스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의 공식
방한에 대한 보고서’ 중 양국 간 현안 문제는 다음과 같음.
알폰신 대통령 방한 초청

- 1985.1월 전두환 대통령 명의 방한 초청
- 1985.6월 알폰신 대통령 회답 친서를 통해 적절한 시기 방한 희망 표명
협정 체결

- 가축 위생 협정
- 항공 협정
아르헨티나산 우육 수입과 구상무역

- 1984.12월 아르헨티나산 가공육 100톤과 한국산 선반 266톤 시범 추진
어업 이민 이주사업

- 한성 기업에서 1985.2월 현지 법인을 설립, 어업이민 수집 중
민간 경협위원회 개최

- 1985년 중 서울에서 개최 예정

4. 외무부는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내외 체한 일정(1985.8.27.~9.2.)을 다음과 같이 준비함.
환영식, 국립묘지 현충탑 헌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예방
판문점 시찰, 서울시청 방문, 포항제철, 울산 현대중공업 시찰, 경주, 제주도 방문
서울시장 면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찰, 경제부총리 면담. 경제 브리핑 및 간담회
대통령 주최 오찬, 국무총리 주최 만찬, 국회의장 주최 오찬, 정무 제1장관 주최 오찬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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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통령은 방한 초청을 수락하고 1984년 내 방한 실현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85-0235 |

Martinez M., Victor H.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방한, 1985.8.27-9.2.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5 / 8 / 1~160(160p)

1.	전두환 대통령은 1985.8.29. 마르티네스 아르헨티나 부통령을 접견, 훈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한바,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실질협력 관계 심화

- 부통령 방한 계기 양국 간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의 실질적 심화 중요성 강조
- 아르헨티나의 대아시아 진출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서의 한국의 중요성 강조
- 한국의 태평양 연안국 간 협력 노력에 관한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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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인사교류 증진

- 재아르헨티나 한국인 교포에 대해 고유 문화보존 권장 등 배려 필요성 및 양국 학생교류 증진 필요성
공감
알폰신 대통령 방한 초청
88 서울 올림픽 개최 관련 의견 교환

2. 아르헨티나 부통령은 1985.8.28. 진의종 국무총리를 예방한바,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아르헨티나 이민 진출

- 양국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민 진출의 필요성에 의견 일치
항공협정 체결 추진

- 아르헨티나 부통령은 양국 간 항공협정 체결 추진으로 상호교류 확대 희망

3.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5.9.11.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 마르티네스 부통령의 방한 일정, 활동 등을
설명한바, 동 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주한대사는 부통령 방한 중 한국 정부요인과의 접촉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책을 브리핑할 수 있었던
것은 대사가 3년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보고함.

- 금번 부통령의 방한이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성공적이었다는 데 만족함.

4.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5.9.20. 마르티네스 부통령(대통령 권한대행)을 면담한바, 동 부통령은 방한
중 한국 정부 요인과 경제계 대표 접촉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의 극진한 환대를 깊이
간직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Stephen, Sir Ninian 호주 총독 비공식 방한,
1985.8.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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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15 / 9 / 1~134(134p)

1.	외무부는 1985.5.23. 주호주대사에게 주한 호주대사관이 5.22. 공한으로 Sir Ninian Stephen 호주
총독 부처가 8.27.~28. 비공식 방한 계획이며 방한 중 대통령 예방을 희망한다고 알려 왔다고 통보함.
2.	주호주대사는 1985.5.23. 호주 총독 관저에서 개최된 만찬에 참석한바, Sir Ninian 총독은 Hawke
수상의 요청에 의거, 휴가 기간 중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비공식 방문 및 국가원수 면담을 신청하
였으며 현재 각국의 반응을 대기 중에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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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음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함.
4.	주호주대사는 1985.8.3. Sir Ninian 총독 부처의 초청으로 오찬에 참석, 비공식 방한과 관련 한반도
정세 전반, 한국의 문물 및 관광에 관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설명함.
총독은 이번 방한이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터키 및 미국 등 반공식, 또는 비공식(방문) 휴가의 일환으로서 한
국 방문은 대통령 예방과 서울지역 관광이 주 목적이라 함.

5.	호주 총독 부처는 1985.8.27. 저녁 서울 도착, 8.28.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주최 오찬, 호암 미술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진 후 8.28. 저녁 이한한바, 총독 부처의 공항 도착 및 출발 시 외무부장관 내외가 출영·송함.
6.	주호주대사는 1985.10.18. Stephen 총독 부처의 귀국 공항 영접행사에 참석한바, 동 총독은 금번
방한이 기간은 짧았지만 대단히 유익했으며 한국의 경이적 발전상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베풀어 준 오찬과 환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함.
7.	호주 총독 부처는 1985.10.31. 금번 6개국 방문에 대한 사의 표명 차원에서 방문국의 대사 내외들을
총독 관저 오찬에 초청한바, 주호주대사와는 한국의 발전상에서 받은 인상, 남북한 관계, 주한미군의
역할, 한·호 관계, 북한 실정 및 한국의 역사와 전통 등에 대한 소감 표명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외무부는 1985.7.25. 청와대 측과 협의 후 호주 총독이 8.27. 오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으로 잠정

Hussain Muhammad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1985.6.15-19. 전5권. V.1 기본문서 1

| 85-0237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서남아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15 / 10 / 1~277(277p)

1.	주방글라데시대사는 1982.10.20. Ershad 주재국 계엄사령관이 1982.11월 하순경 중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동 사령관을 방북 초청하였다고 보고하고, 방북 저지를 위해 방한 초청 의향을 밝히는 데
대한 본부 방침을 문의함.
외무부는 10.22. 정부의 방한 초청 의사를 표명하도록 승인하고 동 사령관이 중국 방문 시 북한도 동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함.

Ershad
계엄사령관은 1982.11.26.~12.2. 중국 방문 계기 북한 방문 초청을 받았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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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shad 계엄사령관은 1983.10.1.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을 접견, 한국 새마을 홍보단의
방문을 환영하고, 동 사령관 집권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자문단을 파견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11월경 방한을 희망함.
3.	1983.12월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전 계엄사령관 겸 행정수반으로서 한국 정부의 방한 초청을 받은 바 있는
Ershad 대통령은 1984.4월경 적절한 시기에 방한할 뜻을 표한바, 외무부는 1984.2.15. 대통령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방글라데시대사관에 송부함.
4.	외무부는 1984.12.8. Ershad 대통령의 방한 기간을 1985.6.20.~24.으로 제의하여 양측이 동 기간에
합의하였으나, 당초 6.17.~20.로 예정되었던 일본 방문 기간이 일본 측 사정으로 6.19.~22.로 조정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측은 방한 기간을 6.15.~19.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옴.
5.	외무부는 1985.3.20. Ershad 대통령의 방한 기간을 1985.6.15.~19.로 조정해 달라는 방글라데시 측 제의를
수락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공항 환영식(대통령 내외 동행), 올림픽 경기장 시찰, 국무총리 내외 접견, 국립묘지 헌화,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정상회담, 새마을 운동본부 및 삼성물산 시찰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 및 민속공연, 울산 현대중공업 및 현대자동차 시찰, 기자회견, 공항 환송식
(대통령 내외 동행)

Hussain Muhammad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1985.6.15-19. 전5권. V.2 기본문서 2

| 85-0238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서남아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15 / 11 / 1~287(287p)

외무부가 1985.6.19. 작성한 대통령에 대한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결과 보고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방한 의의 및 성과
최초의 양국 정상회담으로서 양국 관계 강화 획기적 기여
대북한 우위 외교기반 확충

88 올림픽 성공적 개최 기여

2. 방글라데시 외교고문의 외무부장관 면담(1985.6.17.)
비동맹회의 관련 지원 약속
IMO 관련, 한국 입장 지지 표명
무상원조 및 기술용역 제공에 사의 표명
외무부장관 방글라데시 방문 초청

3. 방글라데시 공업성차관의 상공부차관 면담
한국 산업정책 의견교환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시정방안 협의
한국 기업의 대방글라데시 합작투자

4. Ershad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한반도 평화적 통일 지지 표명
방글라데시 경제개발에 한국 기업 참여 희망
비동맹 운동 설명

5. 공동성명
총 24항으로 구성
주요 내용

- 양국 합동위원회 구성(외무부장관 수석), 남북한 대화를 통한 한국 문제 해결 지지
- 국제무대에서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 수행, 각료급 경제사절단 파견
-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성공적 개최 희망 및 참가 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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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권 내 한국 지지 기반 구축
대방글라데시 경제 진출 강화 계기 마련

Hussain Muhammad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1985.6.15-19. 전5권. V.3 영접계획

| 85-0239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서남아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16 / 1 / 1~298(298p)

본 문건에는 Ershad 대통령 방한 준비를 위해 작성 또는 수집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방한 준비 자료(주방글라데시대사관 송부)
Ershad 대통령 및 부인의 천연색 및 흑색 사진, 대통령이 작사한‘Nutun Bangladesh Gorbo Mora’및 민요
2곡과 애국의 노래 2곡 총 5곡의 악보, 벵골어 가사의 영어 표기, 가사의 영역본과 곡의 전체적 의미 및 배경
설명서와 동 음악이 녹음된 카세트테이프 1개, 대통령의 시집 1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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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준비를 위한 외무부의 관련부처 협조 요청 내용
기념 담배 제작 요청
기자회견 취재 지원, 녹음·녹화,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 시 실내악 및 민속공연 준비, 기록영화 제작,
기념 앨범 제작, 한국 소개 책자 제공 등 요청

공항
환영식, 환송식 및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 준비 요청
공항 환영식 및 환송식 지원(예포, 군악대, 의장대) 요청, 대통령 내외 예방 및 공식 만찬 시 도열병 및 팡파르 지
원, 지방 시찰 시 비행장 사용

비상
의료진 편성 요청
경호 및 사이드카 지원 요청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입출국 시 대리 수속 등 편의제공 요청
김포 국제공항관리공단에 화물 Plane side 통과
화물의 Plane side 통과 및 적재, 수행 기자단의 보도 장비 통관 요청
서울시 방문 및 서울 종합운동장 시찰 요청
현대그룹에 현대중공업 및 현대자동차 공장 시찰 협조 요청
삼성그룹에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시찰 요청

3. 총무처의 ‘엘샤드 대통령 내외 공식방한 환영·송 행사 기본계획’

| 85-0240 |

Hussain Muhammad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1985.6.15-19. 전5권. V.4 공동성명
및 연설문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서남아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16 / 2 / 1~279(279p)

1.	외무부는 1985.4.3. 주방글라데시대사에게 Ershad 대통령 방한 종료 시 발표될 양국 대통령 간 공동
성명 관련, 한국의 관심사항은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지지, 남북한 유엔 가입,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및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이라고 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한 공동성명 문안을 방글라데시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함.
2.	외무부는 1985.5.3. 공동성명 초안 중 한국 측 관심조항인 9항(한반도), 10항(남북한 유엔가입) 및 11항

3.	주방글라데시대사가 1985.6.11. 보고해 온 방글라데시 측 공동성명(안)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의 주요 관심 조항(남북한 문제, 국제무대 협력, 올림픽)들이 거의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무부는 방측 안을 수락키로 결정함.
외무부는 방글라데시 측이 제의한 한국 각료급 경제사절단 파견, 양국 경제 공동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을
수락함.

4.	외무부는 1985.6.13. 한·방 공동성명 중 방측이 제의한 나미비아 문제 조항 포함 관련, 한국이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규탄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반 결의를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있으며 나미비아
독립 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제435호(1978년)에 의한 조기독립을 촉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조항 포함을 수락함.
5.	중앙일보는 1985.6.18. ‘남남협력 모범 보이자’ 제하 전두환 대통령이 공식 만찬사에서 국제 경제
면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자국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때에 양국이 남남협력을
수범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Ershad 대통령은 답사에서 서방 선진국에서 보호주의 경향이 증대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이는 개도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도국은 신국제경제 질서 수립을 계속하면서 개도국 간 협력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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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회의 등에서의 한국 지지)이 공동성명에 포함되도록 교섭할 것을 주방글라데시대사에게 지시함.

Hussain Muhammad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1985.6.15-19. 전5권. V.5 자료

| 85-0241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서남아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16 / 3 / 1~379(379p)

외무부가 1985.6. 작성한‘한·방글라데시 정상회담 자료’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rshad 대통령의 방한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방침
방글라데시 친한 자세 유도

- 방글라데시 정부가 북한과 거리를 두고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바, 남북한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친한 자세를 갖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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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대방글라데시 진출 강화의 기반 조성

2. Ershad 대통령의 정치 사상 및 기본 정책
자유민주주의 사상 신봉자로서 민주적 방법에 의한 국정 운영, 여사한 기본사상이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제
정책에 구체적으로 구현 중

3. 말씀 자료
인사말씀

- 방글라데시 국가원수로서 최초의 방한을 환영하고 1973.12월 수교 이래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순조롭게 강화되어 왔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협력관계의 확대를 희망
- Ershad 대통령의 국내 개혁조치 및 비동맹 및 회교권에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치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일반 설명
양국 간의 외교 협력

-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설명하고 남북한 유엔 가입에 대한 지지를 요청
- 서울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개최 협조를 요청
- 유엔 및 비동맹 회의 등에서의 협조를 요청
-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하여 주한 상주공관 설치가 중요함을 강조
-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통상증진 강조
   · 한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에 만족을 표하고 호혜협력 관계가 확대되도록 지원 요망
   · 양국 항공사 간 교섭이 재개되어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 있기를 희망
방글라데시측의 무역역조 시정 요구에 대한 대응

- 방글라데시 측 수출품목의 편중에 기인하며 1985년 중 개최 예정인 양국 무역회담을 통해 무역 확대 및
역조 시정 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
-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합작투자 및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등의 추진 필요성 지적

Sihanouk 민주 캄푸챠 연립정부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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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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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16 / 4 / 1~14(14p)

1.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5.6.18. 주재국 외무성 관계관이 시아누크를 방한 초청하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고 보고한바, 외무부는 6.19.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시아누크 공을 방한 초청하려는 방안에
대한 안전기획부의 의견을 문의함.
민주 캄푸치아 연정(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ic Kampuchea)의 시아누크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친북한 일변도의 활동을 하고 있음.

외무부는
이러한 시아누크 공의 친북한 성향을 중립화하여 남북한 관계에 있어 균형된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2.	국가안전기획부는 1985.7.6.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아누크 공을 방한 초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내 옴.
민주 캄푸치아 연정의 손 산 수상 방한 시 시아누크가 방한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연정 내 타 파벌을 견제하거나 또는 한국 측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로 보임.

시아누크는
최근 연정 내 지도력 및 대중국 협조 관련 수차 변덕스러운 태도 표명으로 미국 등 서구뿐만
아니라 아세안 내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음.

김일성의
지원하에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변덕스러운 성향으로 한국에 유리한 또는 중립적인 태도로의
방향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움.

오히려
방한 시 명목상 국가원수인 점에 비추어 한국 측의 카운터파트 선정상 난점이 있고 국가원수
예방이 있게 될 경우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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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가 시아누크 공을 방한 초청하는 방안을 제시함.

Monge, Luis Alberto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1985.5.19-23. 전3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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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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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16 / 5 / 1~307(307p)

1.	코스타리카 몽헤 대통령 경축사절로 참석한 이범석 특사는 1982.5.7. 몽헤 대통령을 예방, 전두환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희망하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바, 몽헤 대통령은
이를 감사히 수락한다고 말함.
2.	1982.11.13.~19. 코스타리카 통상사절단 단장으로 방한한 ‘오두베르’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
(1974~78. 재임)이 11.16.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한바, 전 대통령은 몽헤 대통령을 방한토록 구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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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동 취지를 몽헤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함.
외무부는 12.9. 전두환 대통령 명의 몽헤 대통령 방한 초청장을 송부한바,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2.23. 코스타
리카 외상을 방문, 대통령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몽헤
대통령은 1983.1.5. 방한 초청을 수락하는 친서를 주코스타리카대사관에 송부함.

3.	몽헤 대통령은 1984.12.12.~15. 방한한 구띠에레스 코스타리카 외상 편에 전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
해온바, 몽헤 대통령은 동 친서에서 85.5.22.~23. 방한 가능 여부를 문의함.
전두환 대통령은 1985.1.7. 회신 서한에서 1985.5월중 방한을 환영함.

4.	외무부는 1984.12.26. 대통령 재가를 득하고 몽헤 대통령의 방한 시기를 1985.5.20.~24.로 결정
하였으나, 코스타리카 측은 몽헤 대통령이 한국 방문 후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 예정이라면서
방한 일자를 5.19.~23.로 조정해 줄 것을 희망해 옴.
5. 몽헤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예방 및 정상회담, 국무총리 접견,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찰,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 및 민속공연,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및 현대자동차 시찰

경주
시내 및 보문단지, 불국사 관광, 잠실 종합운동장 시찰, 기자회견, 공항 환송식

6. 정상회담 후 1985.5.20. 발표된 보도자료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몽헤 대통령은 남북한 최고당국자 회담 및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을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을 지지할 것임을 재확인함.

전두환
대통령은 1983년 북한이 자행한 버마 사건과 관련하여 코스타리카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단호한 조치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양국
대통령은 양국 간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특히 한국의 대코스타리카 투자 진출을 적극 확대
해 나가기로 합의함.

Monge, Luis Alberto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1985.5.19-23. 전3권. V.2 공동성명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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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 / 6 / 1~344(344p)

1.	한·코스타리카 양국 정부는 1985.5.22. 몽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방한 계기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몽헤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한 최고당국자 회담 및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을 포함한 모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지지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함.

몽헤
대통령은 북한이 중미 국가에 무기 지원 및 군사고문단 파견 등을 통한 호전적 행위를 증대하고 있음

평화 노력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중미에서의 평화와 민주 정착이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함.
 대통령은 또한 1983년 북한이 자행한 버마 사건과 관련하여 코스타리카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전
단절한 단호한 조치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2.	외무부가 1985.5. 작성한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자료’에 포함된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의제는
다음과 같음.
주요 현안문제

- 새마을 협력사업 추진, 항공운수 협정체결, 수산협력사업
정상회담 의제

- 코스타리카의 대북한 단교 조치에 대한 사의 표명, 국제정치·경제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남북
대화 현황,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계속 지지, 서울 올림픽 지원, 유엔 및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협조 요청
- 코스타리카 진출 한국 업체에 대한 지원 제공, 항공운수 협정 체결
- 북한의 대중남미 지역 침투책동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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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고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중미 평화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전두환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영세 비무장 중립선언을 지지하고 중미 평화를 위한 코스타리카의

Monge, Luis Alberto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1985.5.19-23. 전3권. V.3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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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중미과/의전과

MF번호

2015-16 / 7 / 1~356(356p)

본 문건은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영접계획 등 의전 관련 사항임.
1. 공식 수행원 명단(18명)
외무장관, 기획장관, 공보장관, 주한대사, 국회의원 3명, 감사원장, 사회보장기구 총재(대통령 주치의), 관광공사
총재, 직업훈련원장, 대통령 경제재정 담당고문, 대통령실 의전장, 대통령 보좌관, 외무장관 비서실장, 주프랑스
코스타리카대사, 공업회의소 회장, 노동자연맹 사무총장, 결속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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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접 계획
영접 준비 사항

- 영예 수행: 이원경 외무부장관, 김재훈 주코스타리카대사, 장명관 외무부 의전장
- 숙소: 신라호텔 / 조선비치호텔
- 교통편: 수행원 외빈 차량 및 버스, 화물용 트럭 2대
- 환영 장식: 현판, 국기 게양, 차량기 준비
- 기념품 제작: 기념우표, 담배, 영화, 앨범 등 준비
- 훈장 교환: 한국 측, 무궁화 대훈장 / 코스타리카 측, 특별 메달 준비
- 선물: 대통령 명의 코스타리카 대통령 및 공식 수행원
- 경호 및 경비: 숙소, 행사장 경비, 영접 경호 및 사이드 카, 비표
- 의료반 편성
- 홍보: 문공부 담당
- 통신망 구성
체한 공식 일정

- 5.19.(일) 김포공항 도착(국무총리 영접)
- 5.20.(월) 국무총리 접견, 국립묘지 헌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찰
  ·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대통령 예방 및 정상회담,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 및 민속공연
- 5.21.(화) 서울 종합운동장 시찰, 한국중공업 오찬 및 시찰, 동양물산 시찰
- 5.22.(수) 현대중공업 시찰, 현대자동차 시찰, 기자회견, 주한대사 주최 리셉션
- 5.23.(목) 대통령 작별 예방, 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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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ira, Joao Bernardo 기니비사우 대통령
방한, 1985.6.25-6.28. 전3권. V.1 사전준비 1 :
1984~1985.6.17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6 / 8 / 1~327(327p)

1.	장명관 주세네갈대사는 1984.10.9. Vieira 기니비사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동 대통령과의
면담 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Vieira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한바, 동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1985년 상반기 방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함.
2.	외무부는 1984.10.26.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대통령 명의 Vieira 대통령 앞 공식 방한 초청장을 11.30.
주세네갈대사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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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6.20. Vieira 대통령 방한을 공동 발표한바, 발표문에 따른 방한 목적 및 의의는 다음과 같음.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

- 1983.12월 수교, 기니비사우 국가원수로서 최초 방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지지 확보
여타 포르투갈어 사용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관계 개선 노력 측면 지원 확보

- 카보베르데, 앙골라,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등 4개국
양국 간 실질 우호협력 강화

4.	정부는 1985.6.14. 기니비사우 측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인 배려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일행 20명까지
기니비사우-서울 간 왕복항공료를 부담키로 결정함.
5. Vieira 대통령은 1985.6.25.~28.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공항 환영식, 국무총리 접견, 대통령 예방 및 정상회담, 경제단체장 주최 오찬, 공식 만찬
국립묘지 헌화, 서울 종합운동장, 농진청, 지방 시찰(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명예영사관 개관, 기자회견, 대통령 작별 예방, 환송식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외무부는 1985.6.7. Vieira 대통령의 방한 기간을 1985.6.25.~28.로 확정하고, 기니비사우 측과 교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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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ira, Joao Bernardo 기니비사우 대통령
방한, 1985.6.25-6.28. 전3권. V.2 사전준비 2 :
1985.6.18~25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6 / 9 / 1~291(291p)

1.	세네갈 주재 기니비사우대사는 1985.6.19. 이시영 주세네갈대사에게 Vieira 대통령이 방한 전 방문지인
태국 방문 일정으로 인해 방한 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 도착 일정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고 보고함.
2. 외무부는 1985.6.20. 기니비사우 대통령 방한 관련 언론 보도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대한민국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기니비사우 공화국‘조앙 베르나르도 비에이라’대통령이 198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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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함.

Vieira
대통령은 방한 중 전두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상호 관심사와 우호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임.

3.	경향신문은 1985.6.20. ‘기니비사우 대통령 오는 25일 공식 방한’ 제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함.
지난 1982년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Vieira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남북한을 비교, 한반도 현실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친북한 일변도였던 기니비사우의 대한반도 정책을 최소한 중화 내지 친한 성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 외교 당국자가 밝힘.

4.	외무부는 1985.6.22. 주한 미국대사관 제보에 의하면 비에이라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극동 순방차
Bissalance 공항 출발 직전 비행기 내 폭발물이 장치되었다는 루머에 따라 동 출발을 연기하게 되었
다고 하면서 루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 북한이 연루되었는지 상세 보고토록 주세네갈
대사에 지시함.
주세네갈대사는 6.22. 이탈리아대사 고별 리셉션장에서 만난 기니비사우대사대리로부터 파악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6.17. 오후 비에이라 대통령이 비사우 공항 귀빈실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을 때 한 유고슬라비아 여인이
대통령 탑승 예정 비행기에 폭발물이 장치된 것 같다고 말하여 관계 요원들이 동원되어 수색했으나
아무런 폭발물도 발견치 못함.
- 기니비사우 당국이 상기 여인을 체포 심문한바 동 여인은 북한에 의해 매수된 것 같다고 하며 동 여인은
사건 당시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바, 이는 동 음모 조작자들이 변명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소행이
아닐까 하며 북한이 왜 그러한 공작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음.

Vieira, Joao Bernardo 기니비사우 대통령 방한,
1985.6.25-6.28. 전3권. V.3 결과보고

| 85-024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7 / 1 / 1~304(304p)

1.	전두환 대통령은 1985.6.26. 기니비사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경제수석과 정무 비서관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기니비사우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 시 밝힌 바에 의하면, 방한에 앞서 북한 측과 여타 공산권 국가로부터 방한
중지를 강력히 권고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한을 결행하였다고 말하고 한국의 원조 제공을 요청함.

- 1983년 양국 외교 관계 수립 이후 기니비사우 측은 한국으로부터 특기할 만한 원조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면서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분야의 가능한 원조 제공을 요청함.
정부의 1985년도 대아프리카 무상원조 기금 예산에서 현금 대신 국산 기자재로 원조할 수 있는 품목을

2.	외무부는 1985.6.28. 1985년도 대기니비사우 원조 예정금액 30만 달러에서 다음과 같은 품목을 원조
하기로 결정함.
군용 지프차 15대, 경운기 100대
Vieira 대통령 개인용 승용차(레코드 로얄 및 봉고 각 1대)

3.	양국 대통령이 1985.6.26. 발표한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국 경제와 통상 관계의 원활화를 위하여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 합의
체육, 문화 분야 교류증진 필요성 합의 및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확신 표명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진일보가 될 것으로 확신
인종차별 제도 철폐 및 남아프리카 평화 회복을 위한 유엔 결의안 435호 적용 촉구
앙골라와 모잠비크에 대한 남아공 침공 규탄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공동 입장 재천명
개도국들의 상호 잠재력 개발을 위한 남남협력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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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만찬 시나 출국 인사 시 본인이 직접 동 대통령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Tabai, Ieremia 키리바시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5

| 85-024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17 / 2 / 1~5(5p)

1.	주피지대사는 1985.4.11. 키리바시 정부가 Tabai 대통령의 6월 중순 도쿄 경유 중국(구 중공) 방문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함.
키리바시 대통령이 1984.11월 대사에게 중국 방문 시 가능하다면 한국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하였는바,
한·키리바시 간 우호 관계 강화, 한국 어자원 시장 확보 및 북한 침투 저지 등의 관점에서 동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회에 한국 방문 초청 가능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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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4.12. 주피지대사에게 외빈 영접 일정상 Tabai 대통령의 방한을 1986년 중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Tabai 대통령의 방한은 한국 측으로서도 환영하는 바이나 이미 확정된 외빈 영접 일정(6.15.~19. 방글라데시
대통령, 6.20.~23. 기니비사우 대통령)상 6월 중 방한 초청이 어려운 실정임.

파푸아뉴기니의
Somare 수상 방한(7.11.~14.), 피지의 마라 수상(9월 중) 및 겸임국 바누아투의 리니 수상
방한(8~9월 중), 서사모아의 토필라우 수상(하반기) 등 외빈 방한이 추진되고 있음에 비추어 Tabai 대통령의
방한은 내년 중으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키리바시 개관은 다음과 같음.
인구: 6만
면적: 684km2
국민소득: 690달러
1979.7. 독립 (Tabai 대통령 취임, 1983.2. 재선)
1980.5.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의 관계: 없음

Arrindell, Clement A. 세인트킷츠네비스 총독
방한, 1985.4.19-23

| 85-025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17 / 3 / 1~70(70p)

1.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5.1.18. 겸임국 세인트키츠 네비스 외무성이 Clement Athelston Arrindell
총독 부처가 4.8.~13. 대만(구 자유중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동 기회에 총독이 한국
방문도 희망하고 있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방한 초청을 건의함.
총독은 대만 방문 이후 관광차 홍콩 및 일본을 비공식 방문을 희망하는바, 세인트키츠 네비스가 한국 단독
수교국인 점 등을 고려,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5.1.25. 주바베이도스대사에게 4월 중 기 확정된 주요 행사(4.1.~10. 제2차 공관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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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7. 네덜란드 수상 방한 등)로 인해 방한 초청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인트키츠 네비스 측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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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설명하고 추후 적절한 시기에 방한토록 양해를 구할 것을 지시함.
3.	주바베이도스대사관이 1985.1.27. 정부의 입장을 세인트키츠 네비스 측에 설명하였으나 동국 외무성은
총독이 대만 공식 방문 이후 관광차 개인 자격으로 홍콩, 싱가포르 및 한국을 방문 예정이라면서 일체의
의전절차를 생략하고 공항 및 차량 편의만을 희망한다고 알려 옴.
4. 외무부는 1985.4.3. Arrindell 총독의 방한희망 관련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함.
Arrindell 총독은 주바베이도스대사에게 이번 방한이 순수한 목적의 사적 방문임을 강조하고 한국 측의 공항
안내, 차량 제공 등 편의 및 체재비 부담 조건에 깊은 사의를 표함.

주바베이도스대사는
개인 자격의 방한을 의전상의 문제로만 반대할 경우 한국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 총독의 방한 접수를 강력히 건의함.

5.	외무부는 1985.4.15. 주바베이도스대사의 건의에 따라 Arrindell 총독 일행을 공항 안내, 차량 제공 및
체재비 부담 등 예우 제공으로 접수키로 결정하고 4.19.~23. 방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대통령 예방, 올림픽 경기장 시찰, 임진각 방문 오찬, 송악OP 땅굴 시찰, 민속무용공연 관람
국립박물관 및 경복궁 관람,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용인 민속촌 관람,

6.	장선섭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5.5.15.~16. 세인트키츠 네비스에 출장, 총독을 면담한바, 총독은
지난 4월 비공식 방한 시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남북한 간 긴장상태를 더욱 실감
하였다고 하고 방미 하루 전 접견을 해 준 대통령의 호의에 각별한 사의를 표함.

Tunku Mohhota IBRAHIM ISMAIL 말레이지아
제1왕자 겸 Johore 주왕 방한 초청계획,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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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17 / 4 / 1~13(13p)

1.	외무부는 1985.1.10.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새마을중앙본부가 1.9. Ibrahim Ismail 조호르주왕(섭정:
현 국왕의 제1왕자)에 대한 방한 초청을 검토 중임을 알려 왔다면서 동 왕자 방한 초청 필요성, 동 왕자의
방한 희망 여부 및 방한 가능 시기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5.1.16. 비공식 타진한 바에 의하면 주재국 왕자는 평소 한국 경제발전상
및 새마을운동 현황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 방한하기를 희망해 왔으며, 금번 방한 의사는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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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에서 파견된 태권도 교관을 통하여 새마을운동본부에 직접 전달되었다고 보고함.
3.	새 마을운동중앙본부는 1985.1.24.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Ibrahim Ismail 왕자에 대한 전경환
사무총장 명의 공식 초청장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하고, 왕자 일행의 방한 중 행사 준비는 외무부
주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85.1.28.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요청과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 반응 및 대사 의견을 보고하도록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지시한 데 이어, 3.19.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이 동 왕자가 가급적 정부의
공식 기관(예: 외무부)에 의해 공식 방한 초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을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설명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5.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5.3.28. 말레이시아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Ismail 왕자가 현 국왕의 제1왕자인 신분임에 비추어 특히 의전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Private Visit가 아닌 한 한국 정부의 공식 방한 초청이 바람직함.

현재까지
왕실로부터 방한 희망 시기 등 구체적인 언질을 받은 바는 없음.

Costa, Vasco 마카오 총독 비공식 방한,
1985.8.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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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17 / 5 / 1~86(86p)

1.	주홍콩총영사는 1985.8.14. 외무부에 마카오 총독 수석비서관이 Vasco Costa 총독 부처가 비공식
개인자격으로 방한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 고위인사 면담 등 일부 공식 일정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고 보고함.
2.	외무부는 1985.8.21. 방한 희망기간 중 한·일 각료회담, 닉슨 전 미국대통령, 아르헨티나 부통령 등의
방한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마카오 총독의 방한 시 산업시찰 등은 주선 가능하나 고위인사 면담 주선은

3.	주홍콩총영사는 1985.8.21.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위인사 면담 주선이 필요하다면서 국무총리,
외무장관, 상공장관 및 새마을운동본부장 예방 주선을 건의함.
동 총독의 방한 시 정부 고위인사 면담을 통한 한국 정부의 우호 표시는 북한 침투 저지를 위한 마카오 정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대중국
접촉 창구 및 경제 진출 거점으로서의 마카오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4.	외무부는 1985.8.23. 마카오 총독의 8.29.~9.5. 비공식 방한에 이의 없으며 다만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은 국내 일정상 곤란함을 양지할 것을 주홍콩총영사에게 통보함.
5. Costa 총독 부처는 1985.8.29.~9.5. 비공식 방한하였으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장관 예방 및 만찬, 상공부장관 예방, 새마을운동 본부장 예방 및 오찬
김수환 추기경 예방, 판문점 시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시찰, 잠실운동장 시찰
삼미사 회장 주최 만찬, 삼성전자 부사장 주최 오찬, 삼성전자 시찰(수원)
경주 관광, 국립박물관, 비원 관람, 대우 부사장 주최 오찬, 럭키금성 부사장 주최 만찬
용인 민속촌 관람, 코오롱 호텔 사장 주최 만찬(경주), 정우개발 회장 주최 만찬

6.	주홍콩총영사는 1985.9.6. Costa 총독 부처가 9.5. 홍콩에 도착, 1박한 후 9.6. 마카오로 귀임하였으며
공항 출영한 총영사에게 자신의 체한 기간 중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배려와 환대를 해 준 데 대하여
깊이 감사한다고 하면서 금번 방한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하였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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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입장을 주홍콩총영사에게 통보함.

Hassan II 모로코 국왕 방한 초청계획, 19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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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1983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2015-17 / 6 / 1~40(40p)

1.	전두환 대통령은 1983.5.2. 헬싱키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모로코 측이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모로코 Hassan 국왕에 대한 방한초청 의사를 정중한 방법으로 전달하라고
외무부에 지시함.
Hassan 국왕은 1968.8.30.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친선사절단(단장: 박준규 외무위원장)의 모로코 방문 시
1969년 봄 자신의 방일계획에 맞춰 방한 희망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Hassan
국왕에 대한 대통령의 방한 초청 의사는 1981.3월 모로코 상공해운 수산청장의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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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시 구두 전달되었으며, 6월 Ahmed Osman 전 수상의 모로코 국왕 특사 자격 방한 시 전 대통령이
방한초청 의사를 재차 표명함.

2.	외무부는 1983.5.16. 모로코 Hassan 국왕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모로코대사관에
송부하고 동 초청장을 Hassan 국왕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함.
주모로코대사는 5.24. 모로코 왕실장관을 통하여 국왕과의 알현을 요청하였으나 왕실장관은 국왕이 국내외
문제로 인하여 분망하여 알현이 어렵다고 함.

3.	주모로코대사는 1983.6.15. 모로코 외상을 면담,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국왕의 알현을 주선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한바, 동 장관은 국왕과의 알현을 주선해 보겠으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선거, OAU
후속조치 및 라마단 종교행사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자신이 국왕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제의함.
주모로코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왕과의 알현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동 외상에게
초청장을 조속히 전달하여 줄 것을 당부함.

4.	외무부는 1983.7.13. 전두환 대통령의 Hassan 국왕 앞 초청장을 모로코 외상이 국왕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보고하라고 주모로코대사에게 지시함.
주모로코대사는 1983.7.15. 모로코 외상에게 확인한바, 동 외상은 6.16. 초청장을 국왕에게 전달하였다고 함.

- 주모로코대사가 왕실장관에게 동 초청에 대한 회신이 없는 이유를 문의한바, 동 장관은 그동안 라마단
종교행사 등으로 분주하여 회신하지 못했으나 가까운 시일 내 회신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함.

Banda 말라위 대통령 방한초청 계획,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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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5-17 / 7 / 1~9(9p)

1.	주말라위대사대리는 1984.11.1. 말라위 외무차관을 면담한 후 면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면서
반다 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말라위 외무차관은 자신이 1983년 방한 시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잠비아에 한국 무역대표부가 설치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던 점을 거론함.

- 말라위가 내륙 소국가이고 인구도 적지만 잠비아나 모잠비크 등 주변 국가에 대한 무역 진출을 하는 데는
말라위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거나 중소기업 투자를 하여 말라위뿐만 아니라 주변국 6천5백만을
상대로 무역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방문한 바 있다고 하면서 정식 초청한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다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반다 대통령이 고령이나(80세로 추정) 건재를 과시하며 1964년 독립 이래 종신 대통령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실질적 이해에 바탕을 둔 친서방 정책으로 자원 빈약한 내륙 농업국가임에도 주변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동 국가들에 식량 수출까지 함.
- 말라위의 친서방 정책은 동 대통령 사후에라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주변국가와의 관계 수립
및 진출을 위해서는 반다 대통령의 방한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2.	외무부는 1984.11.9. 주말라위대사관에 추가 자료 요청 지시한 바, 주말라위대사대리는 11.20.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다 말라위 대통령의 방한 초청 추진을 건의함.
반다 대통령의 주변 공산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및 친선 관계를 이용하여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등
주변 공산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모잠비크 마셜 대통령의 말라위 방문에 대한 반다 대통령의 답례 방문이 1986년에, 짐바브웨 무가베 수상
또는 Banana 대통령의 말라위 방문이 1985년에 있을 것으로 알려짐.
반다 대통령의 남북한에 대한 뚜렷한 인식, 무력 사용에 대한 혐오감, 말라위의 남북한 동시 수교정책 등이
남북한 동시 수교의 방향으로 이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할 것임.

3.	외무부는 1984.11.21. 말라위 반다 대통령의 주변국가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활용한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은 중요하나 동 대통령 방한초청 문제와는 별도로 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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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대리는 반다 대통령이 장차 한국도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한바, 동 차관은 극동으로는 작년에 인도를

Obasanjo, Olusegun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방한,
1985.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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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5-17 / 8 / 1~149(149p)

1.	주애틀랜타총영사는 1984.1.24. Andrew Young 애틀랜타 시장(전 주유엔 미국대사)이 자매도시인
대구 직할시장의 초청을 받아 2.21.~25. 방한 예정이며 전 나이지리아 최고회의의장(1976~79)
인 Olusegun Obasanjo 장군이 비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함.
방한 목적: 한국산 농기구 구입 타진

- Obasanjo의 방한 목적은 애틀랜타 시를 경유한 한·나이지리아 간 경협 방안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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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배경: Young 시장은 방한 시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미국 기업의 참여 방안 모색
방한 일정: 판문점, 땅굴 시찰, 대통령, 외무, 내무, 상공부장관 예방, 삼성반도체 등 시찰

2.	노창희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5.5.7. 전 국가원수인 Obasanjo 장군을 면담한 후 그의 농장을 시찰하고
동 장군이 1976년부터 3년 반 동안 군정수반으로서 조용히 국정을 지도하였고 민정 이양을 차질 없이
추진, 1979.10월 제2공화국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후 농장 건설에 전념해 왔다면서 동 장군의 방한을
추진코자 한다고 보고함.
주나이지리아대사는 7.3. Obasanjo 장군이 8월 중순경 방한, 수확 전 농산물 재배, 새마을운동 등 시찰을
희망함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5.7.19. 김종락 한·아프리카 친선연맹 총재 명의로 Obasanjo 장군을 8.25.~30. 방한
초청키로 결정한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외무부장관, 상공부차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 농업진흥청장, 한·아 친선연맹 총재, 육군참모총장
등 예방

농진청
시험장, 대한사료 공장, 코리아 타코마, 대우중공업 및 조선, 대동농기계, 아시아농기계, 올림픽 경기장
등 시찰

4.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5.9.23. Obasanjo 장군을 방문한바, 요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Obasanjo 장군은 방한 시 대통령 예방 및 외무부장관, 상공부차관, 육군참모총장을 면담하고 관계기업과
시설들을 시찰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유익한 일정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함.
 장군은 9.12. 저녁에 Babangida 대통령을 방문, 약 4시간 시국에 관한 환담을 갖는 기회에 정호영 육군
동
참모총장의 서신을 전달하고 자신의 방한 소감을 소개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말함.

- 기차, 해군함정 도입, 발전소 건설 등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토록 도와줄 것을 요망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1 기본문서 1(사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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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남아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17 / 9 / 1~286(286p)

1. 외무부는 1982.10.30. 한·파키스탄 수교 촉진책의 일환으로 지아 울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2. Cheema 한·파 친선협회 회장은 1983.5.18. 오재희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를 방문, 자신이 5.17. 지아 울
하크 대통령과 면담 기회에 한·파 관계 격상과 방한을 건의한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언급함.
파키스탄 각의에서 한·파 관계 개선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제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만이 문제인바, 1983년 말
이전 꼭 격상될 것이며 한국은 수교 후에 방문코자 함.

조속한 시일 내 지아 대통령의 방한을 희망함을 전달한바, 동 대통령은 가급적 조속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함.
4. 주파키스탄대사는 1984.2.23. 지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방한 시기를 협의한바, 동 대통령은 9월경 방한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하고 초대 주한 파키스탄대사로 현 주쿠웨이트대사를 임명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함.
5. 주파키스탄대사는 1984.12.2. 이임 인사차 지아 대통령을 예방한바, 동 대통령은 1985.4월 또는 5월에
방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국내 정치일정 추세를 보아 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구체 시기를 제시
하겠다고 말함.
6. 외무부는 1985.1.4. 지아 대통령의 방한 시기를 5.6.~9.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파키스탄 측에 전달한바,
주한 파키스탄대사는 1.22. 지아 대통령의 5.6.~10. 방한에 동의한다는 파키스탄 정부의 결정을 통보함.
7. 외무부가 1985.4월 작성한 ‘모하마드 지아 울 하크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대통령의 공식방한에 대한 보고’
중 방한 의의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음.
인도아대륙 국가원수로서 최초의 방한, 파키스탄의 대남북한 관계 균형 회복(지아 대통령 1982.10월 방북),
한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8. 홍순영 주파키스탄대사는 방한 준비 일시 귀국에 앞서 인사차 1985.4.27. 지아 대통령을 예방한바,
동 대통령은 한·파 양자 협력에 있어서 과학기술협력 문제가 중요하며 한국 기업의 파키스탄 개발
사업 참여 전망에 관하여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파키스탄대사는 1983.12.27. 지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가진 면담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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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2 기본문서 2(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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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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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17 / 10 / 1~200(200p)

1.	외무부가 1985.5.10.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아 울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의 방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정상회담 및 국무총리의 지아 대통령 예방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야쿱 칸 파키스탄 외상 간 4개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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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기술, 과학 협력 및 무역 증진에 관한 협정
-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문화 협정 및 사증면제 협정

2. 지아 대통령은 1985.5.10. 방한 후 귀국, 공항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파키스탄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공식 방한으로 대한국 협력 요청 사항은 공업투자와 기술협력의 두 가지인
바, 한국 지도자들이 이를 보장했으므로 이 두 가지 협력을 기대함.

한국의
성장 비결은 현 세대가 차세대의 복리를 위하여 최소한 한 세대는 희생해야 된다는 확신으로 희생을
감수하여 과소비를 피하고 근검절약하여 저축을 경제 발전에 투자한 것임.

3. 한·파키스탄 정상회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지아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방문 초청하였으며 전 대통령은 초청을 수락함.
지아 대통령은 한국 부총리를 초청한바, 전 대통령은 부총리를 비롯한 전문가 및 기업인 파견, 파키스탄
공무원 연수 지원을 약속함.
 대통령은 발전소 건설 금융지원(2억 달러) 요청 및 각료회의 1차 회의의 조속 개최를 희망한바, 전 대통령은 경
지아
제사절단 파견을 약속함.

지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시정 및 파키스탄 석탄의 공동 채굴을 희망한바, 전 대통령은 향후 교역 확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시정 노력을 강조함.

지아
대통령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권유한바, 전 대통령은 중국의 제의가 있었으나 검토를 보류하고 있다고
말함.
지아 대통령은 대우 회장에게 한·파 합작으로 TV를 생산, 대중국 수출을 제의함.

4.	홍순영 주파키스탄대사는 1985.6.9. 지아 대통령을 예방한바, 동 대통령은 한국의 각별한 환대를 잊을
수 없으며 전두환 대통령에게 친구로서의 존경과 애정을 표함.
동 대통령은 파키스탄 외무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파키스탄 정부의 협력 요청 단일안을
성안하도록 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국이 협력 방안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3 의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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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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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17 / 11 / 1~277(277p)

본 문건은 지아 울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준비를 위한 의전 사항 관련 문서임.
1. 일정 및 의전 절차(외무부와 파키스탄 선발대 간 합의 사항)
체한 일정

기타 사항

- 지아 대통령 체한 행사 중 사용언어는 공식 만찬 답사만 우르드어를 사용키로 하였으며 양국 정상회담
포함 기타 행사에는 영어를 사용
- 정상회담 통역은 의전수석 담당
- 공식 만찬 시 파키스탄 측에는 Halal meat 제공
- 공항 환영식 초청 외교단 국가는 회교회의 회원국(가봉, 인도네시아, 이란, 리비아, 말레이시아, 오만,
사우디, 터키, 이라크)으로 잠정 결정(인도 초청 건은 파측이 추후 통보)

2. 회담 진행 요령(주파키스탄대사와 파키스탄 외무성 차관보 간 협의 내용)
정상회담 시간 연장
외상 별도회담을 제2차 정상회담 개최 시간에 외무부에서 개최

- 양국 외상이 4개 협정 서명 후 약 30분간 회담 개최

3. 수행원 최종 명단(대통령 제외 총 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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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한국 도착, 주한대사 내외 주최 만찬
- 5.7. 국무총리 내외 접견, 국립묘지 헌화,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제1차 정상회담, 잠실 올림픽 경기장
시찰, 공식 만찬 및 민속공연
- 5.8. 지방 산업시찰
- 5.9. 경제기획원 방문, 제2차 정상회담,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삼성전자, 새마을본부 시찰
- 5.10. 특전사 시찰, 언론회관 방문(연설 및 기자회견), 회교사원 방문, 이한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4 의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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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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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서남아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17 / 12 / 1~366(366p)

본 문건은 지아 울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영접계획 등 의전 관련 문서임.
1.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 지아 울 하크 대통령 내외 영접계획(안)’(외무부 작성)
지아 대통령 약력, 부인 약력 및 수행원
영접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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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예 수행: 외무부장관 내외
- 숙소: 신라호텔
- 환영 절차: 현판, 국기, 기념품 제작, 선물, 훈장, 경호, 홍보, 의료 대책, 경비 등
체한 공식 일정(안)

- 공항 환영식, 주한 파키스탄대사 내외 주최 만찬, 국무총리 내외 접견, 국립묘지 헌화
- 전두환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제1차 정상회담, 잠실 운동장 시찰, 공식 만찬 및 민속공연
- 포항종합제철, 대우조선 시찰, 재한 파키스탄 교민 접견, 경제기획원 방문
- 제2차 정상회담,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삼성전자, 새마을운동본부 시찰
- 특전사 시찰, 언론회관 또는 국회 연설,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방문
- 대통령 내외에 대한 작별 예방, 공항 환송식

2.	지아 대통령 연설 요령 (주파키스탄대사와 파키스탄 외무성 차관보 및 의전장 간 협의 내용)
공식 만찬 연설: 영어로 연설
경제단체 오찬 연설: 약 15분간 영어로 연설
언론회관 연설: 약 20분간 영어로 연설
회교성원 방문 연설: 약 5분 정도의 연설

3. ‘파키스탄 대통령 내외 공식방한 공항 환영·송 행사 기본계획’(총무처 작성)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5 공동성명 및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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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 / 13 / 1~341(341p)

1.	지아 울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결과로 양국 정부는 1985.5.10.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파키스탄 대통령이 1985.5.6.~10. 최초로 방한, 국무총리 예방 등 일정 가짐.

- 국립묘지 헌화, 언론회관 및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연설, 산업 시찰
- 새마을운동본부 및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방문, 영부인 별도 일정
정상회담 2차례 개최, 국제정치, 경제정세 및 양국 관계 강화 방안 협의
국제정세 및 아시아 정세 의견 교환, 이란·이라크전의 종식 요망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외국군 철수 및 자결권 존중
아프간 난민에 대한 파키스탄 측의 지원 환영, 파키스탄 측은 한국 공헌에 사의 표명
서남아 지역 협력기구 운영 등 파키스탄의 인근국과의 선린정책 평가
서남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이 아시아 및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긴요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설명
파키스탄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협력 중요성 인식
남남협력의 효율성 인정 및 개도국 간 교류 증진
양국 관계 발전에 만족 및 정부 및 민간 협의체 활성화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경협, 무역,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관계 강화 합의
양국 경제발전에 대한 만족 표명
양국 간 각종 협정 체결 및 합동위원회 설치
86 아시안 게임 및 88 올림픽 경기의 성공적 수행 희망
양국 관계에 대한 역사적 이정표 마련

2.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85.4.24. 지아 대통령의 만찬 답사 영문본을 입수, 외무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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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푸치아 문제의 유엔 총회 결의안 등에 따른 평화적 해결 요망
이스라엘군의 점령지로부터의 완전 철수 및 팔레스타인인의 권리 회복 지지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6 홍보 및 언론보도

| 85-0261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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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 / 14 / 1~207(207p)

1.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85.1.27. 지아 대통령의 방한 관련, 홍보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건의함.
기록영화 제작: 방한 동정 기록영화 제작, 기록영화 기증 및 VTR 제작 기증
종합 홍보책자 제작: 기념 화보 제작, 종합 홍보 책자 제작
특집 게재 유관단체와 협의
기념우표, 기념담배(기념주화), 기념품(열쇠고리 등)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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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영화 지원, 홍보자료 특별지원(150세트)
한·파 관계 홍보영화 제작 지원

2.	주파키스탄대사는 1985.2.21. 한·파 문화협정이 지아 대통령 방한 기회에 서명될 예정임을 감안,
파키스탄 예술단 방한 초청을 건의함.
3.	주파키스탄대사는 1985.3.4. 파키스탄 외무성 아·태 차관보를 면담한바, 동 차관보는 한국 측이
지아 대통령 방한 전 한국 취재팀(TV 포함)을 파키스탄에 파견하는 경우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방파 시 요인과의 인터뷰 등 취재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함.
외무부는 3.18. 주파키스탄대사에게 MBC 취재팀이 파키스탄을 방문, 예정이라고 하고 지아 대통령 인터뷰
가능 일자를 파악 보고토록 지시함.

4.	KBS, MBC, 연합통신은 1985.4.7. 지아 대통령 인터뷰, KBS 및 연합통신은 4.8. 기획개발장관 및
외상과 인터뷰하고 비즈니스 코리아 사장은 4.16. 지아 대통령과 인터뷰를 실시함.
5.	파키스탄 국영 TV 취재반은 1985.4.18. 취재반 4명이 4.28.~5.1. 방한, 전두환 대통령 인터뷰 및 지아
대통령 한국 도착 시 전국 TV망을 통해 방영할 계획임을 주파키스탄대사관에 통보하면서 협조를
요청함.
6. 한국 홍금산 무용단은 1985.4.9.~27. 파키스탄을 방문, 4회 공연을 가짐.
7. 파키스탄 국영 TV팀은 1985.4.30. 노신영 국무총리, 5.9. 전두환 대통령과 인터뷰를 가짐.

Mohammad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1985.5.6-10. 전7권. V.7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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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서남아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18 / 1 / 1~317(317p)

본 문건은 지아 울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준비를 위해 작성한 회담 및 면담 자료임.
1. 대통령 면담 자료(외무부 작성)
인사 말씀

- 방한 환영, 관계 증진에 대한 만족 표명, 지아 대통령 영도력 치하
국제정세 및 경제정세 일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지지 요청, 한국의 유엔가입 노력, 대중국(구 중공) 수교노력 지원
- 서울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관련 협조, 유엔 및 비동맹회의 등에서의 협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통상 증진

- 한국 기업의 파키스탄 진출 협조, 통상 증진, 과학기술협력
- 각료급 경제사절단 파견, 협정 체결
파키스탄 측 거론 예상 사항 및 한국 입장

- 아프가니스탄 문제, 캄푸치아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및 PLO 문제, 무역역조 시정
- 대회교권 및 지역협력 문제, 파키스탄 국립은행 지점 승격 허가

2. 기타 면담 자료
외무부장관의 파키스탄 방한 선발대(단장: 의전장) 면담 자료
파키스탄 영부인 접견 시 말씀 자료
파키스탄 외상 면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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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의 외교 협력

영국 왕실 Edinburgh공 방한, 1985.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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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18 / 2 / 1~99(99p)

1.	노태우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은 1984.12.4. 영국 버킹엄 궁에서 영국여왕 부군 필립 공을 예방한바,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노 위원장이 1985.10월 서울 개최 국제승마협회(F.E.I.) 집행위원회에 필립 공이 참석해 준다면 이는 스포츠
면에서뿐만 아니라 한·영 양국 간의 전통적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한국 국민 전체가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함.

필립
공은 동 초청에 감사하며 내년 10월에 방한하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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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9.11. 필립 공의 방한 준비 관련, 주한 영국대사관과 다음과 같이 협의함.
방한 목적: 국제승마협회 회장으로서 서울 개최 동 협회 이사회 참석
방한 기간 및 숙소: 1985.10.6.~12. 쉐라톤 워커힐 호텔
방한 자격: Royal Family가 아닌 Private Citizen 자격으로 방한
방한 시 의전 및 경호: 가능한 한 조용한 방문 희망

- 정부인사의 공항 영송, 왕래 시 사이드카 동원 또는 차량 통제 등 불원
- 일반 승용차에 의한 최소한의 경호 요망, 단체 동행 시 버스편 이용 희망
영접 준비: 대한승마협회가 올림픽 조직위 및 체육부와 협조, 일정 및 행사 준비 중
대통령 예방: 체육부의 권고로 예방 신청을 수락
외무부에 대한 요청 사항: 외빈 차량 2대 지원 및 필요 시 대통령 예방 측면 지원

3. 필립 공은 1985.10.6.~12. 방한하였으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조직위원회 예방, 잠실 올림픽경기장 시찰, K.E.F. 회장 주최 만찬, 체육부장관 주최 만찬
A.E.F. 회장 주최 만찬, 국제승마협회 집행위원회 회의, 주한 영국대사 주최 만찬
서울 승마공원 방문, 올림픽 조직위원장 주최 만찬, 국립박물관 관람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주최 오찬, 대통령 예방 시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김상만 동아일보 명예회장 주최 만찬

Nixon, Richard M. 전 미국 대통령 방한,
1985.8.30-9.1

| 85-026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5-18 / 3 / 1~161(161p)

1.	외무부는 1985.5.28. Nixon 전 미 대통령이 등소평의 초청에 따라 9.3.~10. 중국(구 중공)을 방문하고
그 기회에 인도네시아와 버마도 방문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방중 전에 방한할 수 있는지를
파악, 보고할 것을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주미대사는 1985.5.29. 닉슨 전 대통령이 등소평의 초청으로 오는 9월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 국무부 중국과장으로부터 확인하였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5.6.8. 닉슨 전 대통령의 사위인 Cox 변호사가 서울에 있는 친지에게 국제전화를 통해

323

닉슨 전 대통령이 9.3.~11. 방한할 계획임을 밝히고 방한 절차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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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Cox 변호사를 접촉하도록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3.	주미대사는 1985.6.10. Cox 변호사의 언급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등소평으로부터 오래전부터 방중 초청을 받고 있는바, 금번 아세아 여행의 주 목적이 중국 방문이며
9.3.~10. 방문할 계획임.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는바, 한국 측이 중국 방문 전에 방한해 주기를 희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음.

4.	외무부는 1985.6.11.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 전 방한 초청을 추진하는 이유는 전두환 대통령이
한·중 관계 개선에 관해 닉슨 전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임을 주미대사가 닉슨
전 대통령을 면담하여 설명할 것을 지시함.
5.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85.8.30.~9.1.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국무총리 예방 및 만찬, 주한 미국대사 주최 리셉션 및 만찬
KBS 회견

6. 전두환 대통령의 1985.8.31. 닉슨 전 대통령 접견 시 말씀 자료(외무부 작성)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방한 환영 및 재방한 소감 문의, 닉슨 전 대통령의 1985.7.15. 성조기 기고문 높이 평가

일부
미국 언론의 대한국 보도자세 지적
1985.4월 대통령의 성공적 방미에 만족 표명
한반도 주변정세 설명 및 한·중 관계 개선 희망을 등소평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

노신영 국무총리 칠레 방문계획, 1985

| 85-0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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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18 / 4 / 1~5(5p)

1.	주한 칠레대사관은 1985.7.24. Jaime Del Valle Alliende 칠레 외무장관의 노신영 국무총리 칠레 방문
초청 서한을 외무부에 전달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본인의 한국 공식방문 시 말씀드린 바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칠레 방문 초청 의사를 본 서한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함.

총리
내외분의 칠레 방문은 칠레와 한국 간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동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문 시기를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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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7.31. 상기 서한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였음을 주한 칠레대사관에 공한으로 통보함.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1 기본문서 l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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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8 / 5 / 1~422(422p)

1.	외무부는 1985.9.4. 대통령의 유엔 40주년 기념총회 연설 계획과 관련, 검토 결과 대통령이 기념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대신 국무총리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견할 것을 결정
하였음을 주유엔대사에게 통보함.
2.	외무부는 1985.9.11. 국무총리의 유엔 40주년 기념총회 참석 관련, 10.19.~31. 미국 방문 시 뉴욕 및
워싱턴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가지기로 하였음을 주미대사 및 주유엔대사에게 통보함.
- 유엔 40주년 기념연설, 유엔 사무총장, 총회의장 예방, 각국 수뇌와의 회담 추진
- 레이건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사무총장 주최 만찬 참석, 교민 초청 리셉션 개최
- 아시아협회 및 한·미 협회 공동주최 오찬회 연설
워싱턴 행사

- 레이건 대통령 예방, 기타 행정부 고위인사 면담 추진, 의회 지도자 면담 추진
- 미국 각계 지도자 및 교민대표 초청 리셉션 개최

3.	외무부는 1985.9.13. 노신영 국무총리의 유엔 방문 시 다음과 같은 국가의 지도자들과 면담할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을 주유엔대사에게 지시함.
벨기에 수상, 독일 수상, 호주 수상, 영국 수상, 프랑스 대통령, 파키스탄 대통령, 일본 수상, 인도 수상, 나이
지리아 대통령,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통령, 뉴질랜드 수상

4.	외무부가 1985.10. 작성한 공식 일정표 책자 ‘국무총리 유엔40주년 기념총회 참석일정’상 방문 일정
개요는 다음과 같음.
10.18. 뉴욕 도착, 업무보고(주유엔대사, 주뉴욕총영사), 특파원 초청 만찬
10.21. 유엔 총회 연설, 사무총장 예방, 유엔대사 주최 만찬

10.22.
총회의장 예방, 아시아협회 및 한·미 협회 주최 오찬연설, 나카소네 일 수상 면담, 감비아 대통령
예방, 교민 초청 리셉션
10.23. 자이르 대통령 예방, 닉슨 전 미 대통령 주최 오찬, 방글라데시 대통령 예방

- 레이건 미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간디 인도 수상 주최 만찬
10.24. 레이건 대통령 연설 참관, 유엔 40주년 기념식 참석, 유엔 사무총장 주최 만찬 참석
10.25. 파키스탄 대통령 예방, 공관원과의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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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행사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2 기본문서 2 -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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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9.11. 국무총리 미국 방문 시 행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주미대사에게 통보하고 일정
주선을 지시함.
면담 및 예방 추진 인사

- 레이건 대통령: 유엔 총회 시 뉴욕에서의 예방 및 워싱턴에서의 예방 가능성 타진
- 행정부 고위인사: 부시 부통령, 슐츠 국무장관, 안보담당보좌관, CIA 국장 등
- 의회 지도자: 하원의장, 공화당 상원원내총무, 민주당 상원원내총무, 케네디 상원의원
326

면담 및 예방 형식

- 예방, 면담 형식이나 또는 조찬, 오찬, 만찬 형식으로 적의 주선
리셉션 개최

- 미 정계, 재계, 언론계 지도자 및 교민 대표 등 적절한 수의 인사 초청 개최 추진

2. 외무부는 1985.9.18. 국무총리실과 협의 후,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행정부 인사 면담

- 베이커 재무장관, 볼드릿지 상무장관, 야이터 USTR 대표 등 경제 각료 면담 대신 리건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추진
- 와인버거 국방장관 면담을 별도 주선하고 시거 NSC 보좌관의 총리 예방은 필히 주선
의회 인사 면담

- 케네디 상원의원 및 솔라즈 하원의원과의 면담 필히 실현되도록 추진

3. 주미대사는 1985.10.10. 미국 측과 원칙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0.25. 워싱턴 도착, 일정 및 업무 브리핑, 주미대사 주최 비공식 만찬
10.26. 케이시 CIA 국장 주최 골프, 특파원단 만찬
10.28. 시거 백악관 보좌관과의 조찬, Taft 국방장관대리 접견
10.29. 부시 부통령 주최 조찬, 주미대사 주최 만찬
10.30. 솔라즈 하원의원과의 조찬, 케이시 CIA 국장 주최 오찬, 슐츠 국무장관 면담

- 파셀 하원 외무위원장 주최 다과회, Jim Wright 하원 원내총무 면담, 리셉션
10.31. 로스앤젤레스 향발

4.	외무부는 1985.10.10. 국무총리 방미 시 전두환 대통령 명의 레이건 대통령 앞 친서 및 닉슨 전 대통령
앞 친서, 총리 명의 슐츠 국무장관 및 리건 대통령 비서실장 앞 서한을 준비함.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3 결과보고 1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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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1985.11. 대통령에 보고한‘국무총리 유엔 40주년 기념총회 참석 결과 보고’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방문 기간: 1985.10.18.(금)~25.(금)
2. 주요 활동내용

- 유엔 사무총장, 유엔 총회 의장, 나카소네 일본 수상, 모부투 자이르 대통령, 자와라 감비아 대통령, 닉
슨 전 미국 대통령, 아마코스트 미 국무부 차관, 홀부르크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3. 면담 내용
유엔 사무총장: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중개역할 제공용의 재확인, 한국의 유엔 가입노력에 대한 이해표명,
여건 성숙 시 방한 의사 표명

유엔
총회 의장(주유엔 스페인대사): 한국의 유엔가입 지원 약속
나카소네 일본 수상: 양국 간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계속 노력 약속, 민간 차원의 한·일 기술이전이 원활히
촉진되도록 약속, 88 올림픽 적극 지원 약속, 청소년 교류 확대 희망, 지문문제 포함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향상 문제 신중 검토 약속, 국무총리의 방일 초청

아마코스트
미 국무부차관: 김대중, 김영삼의 미국 내 활동 관련 미측이 균형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해 표명, 통상문제 해결 상호 계속 노력 필요성 강조, 4자회담 관련, 한국 측이 원하는 경우 중국(구 중공)
측 접촉 용의 표명, 판문점에서의 신뢰 구축 문제에 관심 표명

4. 북한 대표단의 반한 선전
북한 대표단은 국무총리의 연설 시작 직후 퇴장
북한 측은 10.21. 국무총리와의 면담 가능성을 타진해 온바, 한국이 거절하자 반한 선전

5. 평가
한국으로서는 최초의 유엔 총회 연설
세계 정치의 중심 무대인 유엔에서 한국의 포괄적인 평화정책을 세계 만방에 천명

-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 확대
- 세계평화와 국제협력에의 기여를 위해 유엔 가입하려는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대
남북대화에 임하는 한국의 성실성 및 진지한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자신감과 포용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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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연설, 유엔 40주년 기념식 참석, 아시아협회 및 한·미 협회 주최 오찬
주요 인사 면담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4 결과보고 2 - Washington,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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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1985.11. 대통령에 보고한‘국무총리 워싱턴 방문 결과 보고’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방문 기간: 1985.10.25.(금)~31.(목)
2. 주요 활동내용
주요 인사 접촉: 부시 부통령, 슐츠 국무장관, 케이시 중앙정보국장, 태프트 국방장관대리, 시거 백악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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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좌관. 서먼드 상원 임시의장, 도울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 하트 상원의원, 케네디
상원의원, 프레슬러 상원의원, 펠 상원의원, 퀘일 상원의원, 딕슨 상원의원, 라이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솔라즈 하원 아태 소위원장

주요
행사 및 연설: 주미대사 주최 만찬, 하원 외무위 주최 다과회,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건립추진 의원 초청
오찬, 헤리티지 재단 주최 만찬, 리셉션 개최 등

언론계
접촉: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와의 오찬, 주미 한국 특파원과의 만찬

3. 주요 인사 면담 내용
부시 부통령: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지향한 정치 일정 순행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필요성에 이해 표시, 미국이 3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슐츠
국무장관: 한국이 조속한 시장개방 조치를 검토하여 주는 것이 미국에 중요함을 지적, 섬유류 규제
법안에 대해 행정부는 반대 입장, 경제 면에서 한국이 일본의 상황과 다름에 공감 표시

시거
백악관 안보특보: 한국의 정치, 사회적 안정의 필요성에 공감 표시, 86년 선거 대비, 의회 내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 행정부로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

서먼드
상원의원: 섬유류 규제 법안은 자신의 선거구 내 섬유공업업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임을 언급하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

도울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내년도 선거 등으로 의회 내 보호주의 압력이 강하나 한국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언급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 레이건 대통령이 섬유류 규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됨을 언급, 한국의
인권과 정치발전에 관심 표명

하트
상원의원: 미 의회 내 팽배 중인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 반대 입장
케네디 상원의원: 미국 내 경제적 어려움은 기업가 정신의 저하,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인 미국 내
문제가 작용하는 데 기인함을 지적, 보호무역주의도 전반적인 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피력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5 UN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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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영 국무총리의 1985.10.21. 유엔 40주년 기념총회 연설문 요지는 다음과 같음.
대한민국은 지난 40년 동안 유엔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 온바, 유엔 4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가 그 누구보다도
깊음.

한민족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긴장된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바, 조국의 통일이
전쟁이나 폭력에 의해서 이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신념임.

-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1973년 이래 중단되었던 남북대화가 최근 재개되어 현재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스포츠회담 등이 진행 중이며 지난 9.20.~30. 한반도의 분단 이래 처음으로 이산가족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방문한 바 있음.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평화정책을 천명함.

- 헌법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코 전쟁이나 무력에 호소하지 않을 것임.
- 한반도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함.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협력 관계를 추구해 나갈 것이며,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88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함.
- 대한민국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국제협력의 적극적 수행을 위하여 유엔 가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민족 스스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세계 모든 나라가
성원해 주기를 바라며, 특히 한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건설적 기여를 촉구
하는 바임.
- 대한민국은 그동안 축적해 온 개발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간의 남남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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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실시된 총선거에 의하여 1948.8.15. 탄생되었고
유엔 총회는 1948.12.12. 한국 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함.
- 1975년 총회 결의 3390A는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남북한이 조속히 대화를 개시할 것을
촉구함.
- 1950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
시키는 데 기여함.
- 지금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옴.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6 미국 방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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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9.13. 국무총리가 유엔 총회 연설차 뉴욕 방문 중 아시아협회 및 한미협회가 공동주최
하는 오찬에 참석, 연설할 예정이라며 연설문을 작성, 송부할 것을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2.	1985.10.22. ‘오늘의 한·미 관계’ 제하 아시아협회 및 한·미 협회 공동주최 오찬회에서의 노신영
국무총리의 연설문 요지는 다음과 같음.
미국은 1945년 한국의 해방과 정부수립 과정, 한국동란 시 북한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고 휴전 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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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과정에서 커다란 도움을 줌.

한·미
양국은 지난 40년 동안 상호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은 유대를 쌓아 올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의 하나인 한반도에서 한·미 안보협력 체제에 입각한 우리의 안보태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우리의 방어력은 계속 향상되고 있음.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상호 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신뢰 회복을 추구,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하여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옴.

현재
남북 간에는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 국회회담 등의 형태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
북한은 얼마 전 3자회담을 제의하였었고 미국 정부는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음.

한국은
1988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을 통한 정치발전을 앞두고 있는바, 정치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지속, 그리고 미국 등 우방의 변함없는 성원이
긴요함.
한미 무역관계,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출초와 시장개방 문제가 양국 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는바,
한·미 무역관계만을 떼어서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한·미 외교, 안보, 경제관계의 큰 틀 속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임.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7 감사서한 및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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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북미과

MF번호

2015-19 / 2 / 1~224(224p)

1.	외무부는 1985.11.18. 국무총리의 워싱턴, 뉴욕 및 로스앤젤레스 방문 관련 서한 발송 대상자를 국무
총리실에 다음과 같이 보고함.
워싱턴

유엔 관계

- Perez de Cuellar 사무총장 및 부인
- Jaime de Pinies 총회의장
뉴욕

- Walters 주유엔 미국대사, Oxnam 아시아협회 회장, Procknow 힌미협회 회장, Lakas 한미협회 사무총장,
Sorensen 전 케네디 및 존슨 행정부 고문
로스앤젤레스

- Bradley 시장, Lavery 시 의전장

2.	문화공보부는 1985.10. ‘국무총리 유엔연설 및 워싱턴 방문관련 해외홍보 대책 보고서’를 작성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보도지원 대책

- 유엔 연설 및 활동은 적극 부각, 워싱턴 활동은 사실 보도 등 적절히 보도
외신 대책

- 유엔 출입기자 대상 사전 브리핑 실시, AP 등 4대 통신 활용 총리 연설 및 동정 보도 확산
대교민 홍보

- 현지 공관장 주관 교민 언론 간담회, 총리를 위한 교민 초청 리셉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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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부통령, 시거 안보보좌관, 슐츠 국무장관, 아마코스트 정무차관, 월리스 경제차관
- 월포위츠 동아태 차관보, 셔먼 동아태 부차관보, 아이솜 한국과장, 미스리위 의전관
- 태프트 국방차관, 아미타지 국제안보담당차관보, 케이시 CIA 국장, 조지 공작차장
- 서먼드 상원 임시의장,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 도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 하트 상원의원, 케네디 상원의원, 퀘일 상원의원, 딕슨 상원의원, 워너 상원의원
- 라이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솔라즈 하원의원, 파셀 하원 외무위원장, 패리스 하원의원, 해머슈미트
하원의원
- 오버도퍼 W.P.지 기자, 게틀러 W.P.지 기자, 썬 W.P.지 기자
- 레어드 전 국방장관, 퓰러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알렌 헤리티지 재단 아세아 연구소장
- 닉슨 전 미국 대통령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8 교민 리셉션 및 공관 브리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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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국제연합과/북미과

MF번호

2015-19 / 3 / 1~396(396p)

1.	외무부는 1985.9.11. 노신영 국무총리의 유엔 40주년 기념총회 참석 전후에 국무총리 내외를 위한
교민 초청 리셉션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적정 규모 및 초청 대상, 소요 예산, 개최 장소 등을 건의할 것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주뉴욕총영사 및 주호놀룰루총영사에게 지시함.
로스앤젤레스: 350명 규모의 리셉션 개최 추진
뉴욕: 교민 초청 리셉션 추진
호놀룰루: 350명 규모의 리셉션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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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가 1985.10. 작성한 ‘국무총리 뉴욕, 로스앤젤레스 방문 교민관계 말씀자료’ 목차는 다음과 같음.
남북 고향방문단에 해외동포 포함 문제
88 올림픽 해외동포 자원봉사 참여
국내 재산의 외화 반출 문제
해외동포 국내 투자 문제
해외동포의 국내재산권 보호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 국내거주 문제
해외동포 묘역 조성
재미 교포단체 지원
노인회관 건립 정부보조(로스앤젤레스)
남가주 한국학교 건물구입비 미불금 변제를 위한 한국계 은행의 융자조치(로스앤젤레스)
교민청 신설
청소년 보호선도

3. 주미대사관이 1985.10월 작성한 ‘국무총리 방미업무 및 현황보고서’ 목차는 다음과 같음.
국무총리 내외 워싱턴 방문
미국 국내정세

- 레이건 행정부의 주요 당면과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레이건 행정부의 권력구조
- 향후 정치정세 및 86 중간선거, 최근 미국의 경제동향
한·미 관계

- 현황, 남북한 문제와 미국의 입장, 미국 내 보호무역 동향과 한·미 교역, 한·미 간 현안
재미 교포사회 동향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UN) 방문, 1985.10.18-11.2.
전9권. V.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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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국제연합과/북미과

MF번호

2015-19 / 4 / 1~374(374p)

외무부는 1985.9.19. 국무총리의 유엔 40주년 기념연설을 위한 유엔 방문 및 워싱턴 방문 시
면담자료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에 자료를 요청한바, 각 부처가 송부해 온 부처별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음.
1. 과학기술처
한·미 산업기술재단 설립: 미측은 재원 확보가 어렵고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
한·미 간 공동연구사업: 우주과학, 박사 학위자 재훈련, 공장 자동화, 정보통신망 구조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에 대한 우려
보험, 영화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섬유류 수입규제 법안
GSP(일반특혜관세제도)

3. 체육부
84년 LA 올림픽대회의 기술과 정보를 한국에 제공
소련 등 공산 국가를 포함한 전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외교적 측면 지원 요청

4. 문화공보부
한국에서의 외국(미국) 저작권보호 및 한국의 저작권 관계 국제협약 조기 가입 문제
외국 영화의 수입 개방 요구
홈 비디오 수입 제한 완화

5. 동력자원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및 장기구매 계약 체결
한·미 석탄 교역 증대 및 공동 개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미국 기업 참여 및 핵연료 공급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해외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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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dling, Lynden O. 바하마 수상 방한,
198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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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19 / 5 / 1~91(91p)

1. 방한 경위
주미대사는 1985.8.23. 바하마를 방문하여 Pindling 수상을 면담하고 전두환 대통령의 간곡한 인사를 전하고
한·바하마 간 외교관계 수립에 만족을 표함.
 수상은 IMF 서울 총회 참석 계기 방한 문제에 관하여 영연방 회의가 10.14. 바하마에서 개최되며 10.11.
동
영국 여왕이 바하마를 방문하게 되어 있어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방한하여 10.8.경 이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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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함.

외무부는
9.24. 바하마 수상 방한 관련, 다음과 같은 일정을 준비 중에 있음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함.

- 대통령 예방(훈장 수여), 국무총리 주최 만(오)찬, 산업시찰, 판문점 시찰
주미대사는 바하마 측으로부터 9.24. Pindling 수상의 방한 일정이 동국에서 개최되는 영연방 정상회담 준비
관계 등의 이유로 단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고함.

2. 방한 결과
Pindling 수상은 1985.10.3.~6. 방한함.

- 재무상 대리, 중앙은행장, 수석재무관, 의전관, 수행 경찰 등 수행
주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대리 주최 만찬, 올림픽 경기장 시찰, 평택 금성 VTR 공장 시찰
- 럭키 금성 제1 연구단지 이사장 주최 오찬, 안양 금성 연구단지 시찰

3.	외무부가 1985.10. 작성한 ‘대통령의 바하마 수상 접견자료’ 중 동 수상의 방한 목적 및 주요 말씀자료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방한 목적

- IMF/IBRD 연차 총회 참석, 한국의 경제 발전상 시찰, 수교(1985.7.8.)에 이은 방한
말씀 자료

- 방한 환영 및 핀들링 수상의 업적 치하
- 수교를 통한 양국 관계 발전 희망 표명
- 국제정치 및 경제정세 설명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남북대화 현황 및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설명
- 서울 올림픽 준비 상황 설명
-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 희망

Schluter, Poul 덴마크 수상 방한, 1985.10.15-19.
전3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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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19 / 6 / 1~249(249p)

1. 방한 경위
주덴마크대사는 1985.3.20. 덴마크 외무성 정무차관보를 면담, 동 차관보가 Paul Schluter 수상이 부부 동반으로
10.16.~20. 방한을 희망한다고 말하였음을 보고하고 방한을 수락해 줄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4.9.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부가 덴마크 수상을 1985.10.16.~20. 국무총리 명의 공식방한 초청키로
결정하였음을 주덴마크대사관에 통보하고 국무총리 명의 초청장을 4.9. 주덴마크대사관에 송부함.

2. 방한 결과
- 수상실 국무차관, 외무성 통상차관보, 수상실 자문위원, 외무성 직원 등 수행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양국 정상회담, 국무총리 면담, 한-덴마크 협력사업 현장 방문, 외무부장관 접견, 농수산부장관 주최
오찬, 현대중공업,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전라북도 방문 등 일정
정상회담 요지(10.16.)

- 전두환 대통령은 덴마크 수상의 최초 방한을 평가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덴마크가 병원선을 파견하고
전후에 메디컬 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을 도와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EC 국가 중에서도 으뜸가는 경제적
안정을 회복한 수상의 영도력에 경의를 표함.
- 덴마크 수상은 병원선 파한은 덴마크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된다면서 한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고
안정을 되찾은 대통령의 영도력에 경의를 표함.
국무총리 면담 요지(10.16.)

- 국무총리는 덴마크 수상과의 접견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5배가 넘는 덴마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볏짚사료처리공장이나 유가공공장 등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이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 덴마크 수상은 남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의 인내심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국이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 국민이 인내와 슬기로서 이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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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uter 수상은 1985.10.15.~19. 방한함.

Schluter, Poul 덴마크 수상 방한, 1985.10.15-19.
전3권. V.2 의전

| 85-027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실

MF번호

2015-19 / 7 / 1~279(279p)

1. 1985.9.9. 외무부 의전장과 주한 덴마크대사 간 슈뤼터 수상의 방한 일정 협의 결과 요지
항공 일정

- 10.11. 덴마크 출발, 10.12.~14. 싱가포르, 홍콩 경유, 10.15. 서울 도착
- 10.19. 서울 출발 동경 경유, 10.20. 덴마크 도착
비공식 대표단 관련사항

336

- 덴마크 측 약 25명(기자 2~3명)의 경제인이 10.11.~17. 방한 예정이며 일부는 10.17. 이후까지 체한 가능
- 한국 측은 현대중공업 시찰에 참가할 비공식 대표단 명단 요청 및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에 참석할
비공식 대표단 명단도 요청
각 행사별 덴마크 측 참석범위
공식 만찬 복장: 블랙타이 또는 민속의상
통역 방식: 한국어 / 영어
한국의 덴마크측 수행원 체재비 부담 범위: 정부 관리 및 부인, 숙식비만 부담
차량 제공 범위: 수상 내외(2), 수행원(4), 기타 수행원(버스 1대)

2. 체한 공식 일정
공항 환영식, 외무부장관 내외 접견, 국립묘지 헌화, 국무총리 예방, 대통령 내외 예방
정상회담, 국무총리 내외 주최 오찬, 주한 덴마크대사 내외 주최 리셉션
현대중공업 시찰, 현대중공업 회장 주최 오찬, 전북지사 내외 주최 만찬
내장사 및 내장산 관광, 농수산부장관 주최 오찬
㈜한·정 유가공 기공식, ㈜한·정 내옥 볏짚 사료 준공식, ㈜레고 코리아 준공식 참석
서울 종합운동장 시찰,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기자회견, 공항 환송식 참석

Schluter, Poul 덴마크 수상 방한, 1985.10.15-19.
전3권. V.3 자료

| 85-027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실

MF번호

2015-19 / 8 / 1~203(203p)

1. 1985.10. 외무부 작성 ‘한·덴마크 정상회담 자료’ 목차
슈뤼터 수상 인적사항, 방한 일정, 덴마크 개관
말씀 자료

- 인사 말씀
- 국제정세 개관: 동서관계, 구주 공동체, 국제 경제정세
- 한반도 정세: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남북대화 현황, 태평양 연안 국가 협력
- 한·덴마크 관계: 양국 관계 현황, 경제협력 및 통상증진, 88 올림픽 개최
- 덴마크 개황, 한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수행원 명단

2. 폴 슈뤼터 수상의 인적사항
1929.4.4. 생, 코펜하겐 법과 졸업, 국회의원, 보수당 대변인, 보수당 당수

- 구주 이사회 덴마크 대표단장, 의원 사절단 일원으로 방한(1977.10.)
성장 배경, 정치 사상 및 성품 기술

3. 기타 영접 준비를 위해 외무부가 작성한 자료
외무부장관 내외의 덴마크 수상 부처 예방 시 말씀자료, 덴마크 수상 부처 예방 시 장관 부인 말씀자료, 총리
부인 말씀자료, 국무총리 주최 오찬 시 덴마크 수상과의 말씀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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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Fabius, Laurent 프랑스 수상 방한, 1985.4.7-9.
전4권. V.1 기본문서

| 85-027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19 / 9 / 1~367(367p)

1. 방한 경위
윤자중 교통부장관은 1981.10.12.~10.28. 교통시설 시찰을 위하여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 방문 중
10.19. Mauroy 프랑스 수상과 대외 무역상을 각각 예방하고 한·프랑스 경제협력 현안 문제를 논의한 후
이들을 구두로 방한 초청함.

교통부장관은
11.16.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송부, 프랑스 수상이 구두 방한초청을 수락하였다고 하면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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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 대한 국무총리 명의 방한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11.28. 남덕우 국무총리 재가를 받아 12.4. 방한 초청장을 주프랑스대사관에 송부함.
김상협 국무총리는 1982.8월 셰송 프랑스 외상 방한 시에 동 방한 초청을 재확인함.
주프랑스대사관은 1983.12.8. 프랑스 외무성과의 협의회 시 Gutmann 외무차관이 Mauroy 수상이 1984년
1/4분기 중 방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고 보고함.

외무부는
1983.12.22.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Mauroy 수상의 1984.3월 방한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프랑스 측에 통보하였으나, 프랑스 측 사정으로 방한이 지연됨.

프랑스
수상 외교담당 특별 보좌관은 1984.4월 주프랑스대사에게 수상의 10.10. 이후 방한 의사를 전달하였는
바, 한국 측은 수상이 10.11.~14. 방한할 것을 희망함.

외무부장관은
1984.7월 프랑스 방문 시 Mauroy 수상 면담을 통해 동 수상의 10월 중 방한 계획을 확인함.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1984.7.17. Mauroy 수상의 사임을 수리하고 새 수상에 Fabius 공업·연구상
(1983.12. 방한)을 임명하였으며, 외무부는 Fabius 신임 수상의 방한을 추진할 것을 주프랑스대사에게 지시함.

2. 방한 결과
Fabius 수상은 1985.4.7.~9. 프랑스 수상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을 가짐.

- 국무총리와의 회담, 전두환 대통령 예방 및 부총리와의 회담
- 외무부장관 접견, 국립묘지 헌화, 잠실 종합운동장 시찰, 프랑스 참전 기념비 헌화(수원)
-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전경련 회장 주최 오찬, 기자 회견, 비원 관람
국무총리와의 회담 요지

- Fabius 수상은 북한 통상대표부의 명칭 변경 허용 조치가 외교적 승인이 아니며 또한 승인을 향한 일보
전진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프랑스의 장래 조치는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확약함.
- 동 수상은 전두환 대통령의 적절한 시기 프랑스 방문을 희망하는 내용의 미테랑 대통령 친서를 전달함.
(외무부는 1985.4.13. 프랑스 공식방문 초청에 사의를 표하는 대통령 명의 회신을 프랑스 측에 전달)

Fabius, Laurent 프랑스 수상 방한, 1985.4.7-9.
전4권. V.2 의전

| 85-028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20 / 1 / 1~505(505p)

1. 1985.3. 외무부가 작성한 ‘프랑스 공화국 파비우스 수상 공식방한 영접계획’ 주요 내용
파비우스 수상 인적 사항

- 1946년 생, 고등 사범학교, 정치 대학원 졸업, 문학교수 자격 취득
- 1974. 사회당 입당, 사회당 미테랑 당수 경제 고문, 비서실장, 하원의원, 사회당 대변인
- 1981. 예산 담당상(최연소 입각), 1983. 공업·연구상, 1984.7.19. 수상(최연소 수상)
- 1983.12.8.~11. 공업·연구상 자격으로 공식 방한(과기처장관 초청)
수행원 명단

영접 준비 사항

- 숙소: 수상 및 수행원(신라호텔), 기자단(앰버서더호텔)
- 환영 장식: 국기 게양, 현판
- 기념품 제작: 기념 앨범 제작
- 선물: 국무총리 명의(수상 및 수행원)
- 훈장: 없음
- 경호: 치안본부 주관
- 홍보: TV, 라디오, 사전 홍보, 체한 중 보도, 한국 홍보자료 배포
- 통신망 구성
- 의료 대책

2. 파비우스 수상의 개인적 특기 사항 관련 자료
가족 사항 및 배경
유년 시절 성향
정치적 성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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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수행원(18명), 비공식 수행원(10~12), 수행 경제인(10), 기술요원(17~18)
- 기자단(20)

Fabius, Laurent 프랑스 수상 방한, 1985.4.7-9.
전4권. V.3 활동사항

| 85-028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20 / 2 / 1~308(308p)

1. 국무총리 회담 요지(1985.4.8)
국무총리는 수상의 방한을 환영하고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의 승격 조치 관련 한국에 대한 사전 통보와
충분한 설명이 없어 한국 국민의 의혹이 컸다면서 이에 대한 수상의 의견을 문의함.

파비우스
수상은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 승격은 외교적 승인이 아니며 또한 외교적 승인을 향한 일보 전진도
아니므로 북한 승인으로 나아가는 일보라고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프랑스의 장래 조치는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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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함.

국무총리는
정치, 경제, 통상,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Air Bus 3대 구입 문제는 곧
매듭을 짓도록 관계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함.

2. 전두환 대통령 예방 면담 요지(4.8.)
전 대통령은 미테랑 대통령의 거듭된 프랑스 방문 초청에 감사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프랑스의 6·25 참전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함.

- 대통령은 소련 극동군이 약 53개 사단으로 해·공군을 합하여 소련 전체 군사력의 약 1/3이 극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련의 군사력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함.
파비우스 수상은 1983년 연구·공업상으로 첫 방한 이후 다시 프랑스 수상으로서는 최초로 방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프랑스 국민은 한국 국민에 대하여 각별한 우의를 갖고 있다면서 특히 어려운 안보상황
하에서 이룩한 한국의 근대화 및 발전에 경의를 표함.

3. 파비우스 수상이 전달한 미테랑 대통령 친서의 요지
대한국 관계 발전에 대한 관심 표명
프랑스 수상의 방한이 한·프랑스 간 경협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희망
전두환 대통령과의 회담 희망 및 상호 적절한 시기에 프랑스 공식 방문을 제의

Fabius, Laurent 프랑스 수상 방한, 1985.4.7-9.
전4권. V.4 자료

| 85-028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20 / 3 / 1~359(359p)

1. 주프랑스대사관이 1985.3.6. 작성한 파비우스 수상 방한 관련 자료의 요지
프랑스 최근 국내 정세, 프랑스의 경제 현황, 프랑스의 대외 정책, 1985년도 정부 시책
한국과의 협력 관계 증진 방안, 북한과의 관계 현황, 기타 참고 사항(수상 인적사항)

2. 전두환 대통령의 파비우스 수상 접견 자료 요지
말씀 자료

- 방한 환영, 양국 정치 관계 언급, 한반도 주변정세, 남북 대화, 국제 정세, 기타 협력
- 한·프랑스 관계: 정치 관계,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명칭 변경, 경제관계, 문화관계
- 프랑스·북한 관계
- 기타 참고사항: 북한의 최근 동향, 남북 대화
- 프랑스 개황
- 프랑스 수상 인적사항
- 수행 각료 인적사항
- 방한 일정

3. 노신영 국무총리의 파비우스 수상 단독 회담 자료 요지
말씀 요지

- 방한 환영 인사말씀, 프랑스의 대북한 관계에 대한 한국 측 기본입장, 프랑스 정부 조치에 대한 한국 측
입장 설명
참고 자료

- 프랑스의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명칭 변경
- 프랑스·북한 관계
프랑스 수상 인적 사항 및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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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Flosse, Gaston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자치정부
수반 방한, 1985.4.22-5.1

| 85-0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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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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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프랑스대사는 1984.12.18. 프랑스 5개 지역의 명예영사 회의를 주재한바, Baudry 파페트 주재 명예영사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자치정부 수반인 Gaston Flosse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985.3월중 방한할 예정이며,
단장에 대한 경희대 명예박사학위 수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1985.1.15. 경희대 측에서 대학교 사정으로 명예박사 수여식을 추후로 연기한다는 서신을 1.12. 전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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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반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을 주파페트 명예영사에게 통보토록 주프랑스대사에게 지시함.

주파페트
명예영사는 4.2. Gaston Flosse 자치정부 수반이 4.22.~5.1. 13명의 대표단을 인솔하고 방한할 예정
이라고 통보해 옴.

수산청은
4.12. Flosse 수반 방한 대표단의 체재비 및 항공료 등 방한에 필요한 경비를 동국 정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청하고자 함을 외무부에 알리고 외빈 차 2대 및 프랑스어 통역 지원을 요청함.

2. 방한 결과
Flosse 수반은 4.22.~5.1. 방한한바 주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주한 프랑스대사관 방문, 수산청장 예방, 수산청장 주최 만찬, 농수산부장관 예방
- 체육부장관 예방, 현대종합상사 방문, 올림픽 경기장 시찰, 원양어업협회장 주최 만찬
- 부산시장 예방, 오양수산 냉동가공공장, 대림수산 냉동공장, 동아제분 제분공장 방문
- 태양실업 통조림공장 방문, 부산시장 주최 만찬, 현대자동차 공장, 현대중공업 조선소
- 경희대학교 이사장 예방, 이사장 주최 오·만찬, 수원분교 시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4.23. Gaston Flosse 자치정부 수반을 접견한바, 주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외무부장관은 많은 한국 어선이 폴리네시아 영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폴리네시아 항구를
어업기지로 사용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긴밀하다면서 수반의 협조에 사의를 표함.
- Flosse 수반은 80척 이상의 한국 어선 및 많은 선원이 진출하여 있으나 아무 문제가 없는 데 만족한다면서
특히 Baudry 명예영사가 신속한 비자 발급 등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스즈끼젠꼬(鈴木善宰) 전 일본 수상 방한,
1985.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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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국회 사무처는 1985.9.24. 일본 전 수상 Zenko Suzuki 의원에 대한 이재형 국회의장 명의 방한 초청 서한이
주일대사관을 통하여 직접 전달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외무부에 송부해 온바, 주일대사관은 10.10. 동 초청장을
스즈키 전 수상에게 전달함.

스즈키
전 수상은 초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방한 시기에 대하여는 국회 사정 및 금후의 정국 동향을 보아
가면서 결정되는 대로 알려 주겠다 함.

주일대사관은
10.28. 스즈키 전 수상은 주한 다니노 공사를 통하여 국회 측과 협의한 결과 11.25.~28. 방한키로

2. 스즈키 전 수상 방한 의의(1985.11. 외무부 작성 ‘스즈키 젠코 일본 전 총리대신 방한’ 자료)
자민당 제2파벌인 스즈키파 회장으로서 일본 정계에 대한 영향력 다대
자민당의 타 파벌에 비하여 다소 소원하였던 동 파와의 관계 증진 기대

- 동 파의 미야자와 자민당 총무회장은 차기 유력 총리 후보의 1인
동 전 수상의 최초 방한임을 감안, 한반도 정세 및 한국에 대한 인식 심화 계기

3. 방한 결과
스즈키 전 수상은 1985.11.25.~28. 방한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를 예방한바, 주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국립묘지 참배, 한·일 의원연맹회장 예방, 민정당 대표위원 예방, 국회의장 주최 만찬
-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및 간담회, 올림픽 경기장 시찰, 대통령 주최 만찬(비공식)
- 판문점 시찰, 주한 일본대사 주최 오찬, 포항종합제철 회장 주최 만찬, 경주 관광
스즈키 전 수상은 11.27.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번 방한은 한국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은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한 결과라고 봄.
- 한국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봄.
- 한국은 중국과의 교류를 적극화할 방침인 것 같은데 일본은 그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과 적극
협력하고 남북대화를 전면 지원해야 하며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남북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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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국회의장 앞 서한으로 이를 한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였다고 보고함.

Seaga, Edward P. 자메이카 수상 방한,
1985.10.7-12

| 85-028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20 / 6 / 1~126(126p)

1. 방한 경위
1985.3.1. 주자메이카대사는 카리브 지역 투자사절단과 함께 2.27. Seaga 자메이카 수상(재무상 겸임)을
예방하였을 때 동 수상이 10.8.~11. IBRD/IMF 서울 총회에 참석차 방한 예정이며 그 기회에 양국 관계 증진,
특히 투자 유치를 위한 일정을 갖기를 희망함을 보고함.

외무부는
자메이카 수상의 양국 관계 협의를 위한 별도 일정 마련 요청에 대해 IMF 총회에 각국의 고위인사가
다수 참석하므로 자메이카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고려하기는 곤란하며 요인 예방 등 간단한 행사 추가는
344

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자메이카대사관에 회신함.

주자메이카대사는
9.20. Seaga 수상이 방한 중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및 무역협회 회장,
기업인 면담을 희망함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주최 만(오)찬(수상급 전원 참석), 외무부
장관 면담, 산업 시찰(삼성전자, 수원 잠업시험장, 양식기 공장) 등의 일정을 주선 중이라고 회신함.

2. 방한 결과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10.10. Seaga 자메이카 수상을 접견한바, 주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Seaga 수상은 한국이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를 활용, 보호무역 조치에 의한 수입 제한을 받지
않고 한국 상품의 미국 시장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 이원경 장관은 한국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CBI를 활용한 진출이 바람직하며 한국 기업의 대자메이카
합작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답함.
- Seaga 수상은 남북대화 현황에 관하여 문의한바, 이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
직접 대화가 최선의 방안이며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재회 문제, 스포츠 회담, 국회 회담, 경제 회담
등에 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 이 장관은 88 서울 올림픽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주자메이카대사는 11.18.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 주최 리셉션에서 Seaga 수상과 만나 동 수상의 방한에
관하여 의견 교환을 한바, 동 수상은 방한 시 한국 정부가 베풀어 준 후의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특히 대통령과 외무부장관에게 안부와 감사의 뜻을 전해 달라고 말함.

Santer, Jacques 룩셈부르크 수상 겸 재무장관
방한, 1985.10.4-9

| 85-0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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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벨기에대사는 1985.8.27. 겸임국 룩셈부르크에 출장 시 외무성 장관 특별보좌관을 면담한바, 동 보좌관은
Poos 외상이 IMF 총회 참석차 방한 시 10.5. 외무부장관, 부총리 및 상공장관을 각각 면담 희망한다고 말하고
면담 주선을 의뢰하였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Poos 외상의 10.5. 외무부장관 면담은 UN 관계 일정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회신함.
외무부는 9.10. 전경련 측에 의하면 룩셈부르크 Henri 왕세자 내외가 IMF/IBRD 총회 대표단 자문위원 겸 제2차
한·룩 민간 경협위 참석차 10.3. 방한 예정이며 전경련 측이 삼성전자, 쌍용 투자증권, 고려제강 공장 방문

Henro 왕세자의 대통령 예방은 기 확정된 대통령의 일정상 실현이 불가능하고 Santer 수상의 국무총리 예방은
10.7.로 확정되었음을 주벨기에대사관에 통보함.

2. 방한 결과
이상옥 외무부차관(장관 대리)은 1985.10.5. Poos 룩셈부르크 부수상 겸 외상을 면담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이상옥 차관은 룩셈부르크가 유엔 등에서 한국의 남북대화 추진 및 긴장완화 정책을 지지하여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남북한 간에 경제 회담, 적십자 회담, 국회 회담, 스포츠 회담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함.
- 이 차관은 북한의 서울 올림픽 공동 개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나 일부 종목의 예선 경기 등은
북한에서 개최되어도 무방하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힘.
Poos 외상은 룩셈부르크가 한국 섬유류 등을 수입하고 철강류를 수출하고 있다고 하고,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룩셈부르크에 한국 은행들의 진출을 권장하면서 합작투자 분야에서 룩셈부르크가 한국에서 Steel Cord 생산
공장을 합작 운영하고 있다고 말함.

- 동 외상은 현재 진행 중인 제2공장 건설 추진과 관련, 초과 생산 문제를 방지할 목적으로 한국 정부가
제2공장 설립 허가를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함.
이 차관은 룩셈부르크 측의 우려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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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민간 경협위 회의 등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주벨기에대사관에 통보함.

룩셈부르크
측은 Santer 수상의 국무총리 예방 및 Henri 왕세자의 대통령 예방을 희망한바, 외무부는 9.30.

MUSA bin Hitam 말레이지아 부수상 겸 내무상
비공식 방한, 1985.5.14-20

| 85-028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20 / 8 / 1~29(29p)

1.	외무부는 1985.4.29. KDI 측에 의하면 미국 Asia Society가 한국 KDI와 협조, 제14차 윌리엄스버그
회의를 5.15.~18.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며, 말레이시아 Musa Hitam 부수상이 동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 여부 파악 및 방한 시 예우 등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지시함.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주재국 외무성에 확인한바 대내 정치 일정상 큰 변동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말레이시
아 부수상의 회의 참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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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 외무성 동아과장은 1985.5.6.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Musa Hitam 부수상의 비공식 방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고 부수상의 방한이 철저히 개인적인 방문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요청함.
5.14. 서울 도착
5.15. 제주도 향발
5.18. 서울 도착
5.20. 홍콩 향발

3.	외무부는 1985.5.7. 대통령 경호실에 Musa Hitam 부수상 경호원의 총기류 반입 및 소지를 허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김포공항 관리공단에 귀빈실 사용 및 대리수속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함.
4.	말레이시아 외무성 동아과장은 1985.5.9.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을 통하여 요청한 부수상의 대통령
예방이 수락되었다고 알려 오면서 부수상이 5.15. 대통령을 예방하도록 주선해 줄 것을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요청함.
5.	1985.5.10. 외무부는 5.15. 대통령 예방은 대통령 일정상 불가함을 말레이시아 측에 통보하고 경호원의
휴대 권총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김포공항에 영치되어야 함을 말레이시아 측에 설명하도록 주말레
이시아대사관에 지시함.
외무부는 말레이시아 측이 요청할 경우 한국 체류 중 말레이시아 부수상에게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첨언함.

네팔 수상 방한계획, 1982-85

| 85-0288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20 / 9 / 1~33(33p)

1.	외무부는 1982.3.11. 국무총리 앞 보고에서 주네팔대사가 Thapa 네팔 수상(외상 겸임)을 국무총리
명의로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해 왔다면서 국무총리 명의 초청장을 3월 하순 네팔을 방문하는
김종호 대통령 특사를 통해 직접 전달할 것을 건의함.
2.	주네팔대사는 1982.4.20. 김종호 대통령 특사가 3.28.~30. 네팔을 방문, Thapa 수상 면담 시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며, 네팔 수상은 외무성을 통하여 동 초청을 수락한다는 서한을 대사관에 전달해 왔다고

3.	주네팔대사는 1985.1.28. Lokendra B. Chand 네팔 수상을 예방하고 동 수상의 방한 가능성을 타진한바,
동 수상은 1982년 유엔 총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뉴욕 방문 시 주유엔 한국대사의 방한 권유를 받은바
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방한할 수 없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
하였다고 보고하고 국무총리 명의로 초청해 줄 것을 건의함.
4.	외무부는 1985.2.19. Chand 수상의 방한 가능 시기 및 초청장 전달 시기에 대한 의견을 주네팔대사에게
문의함.
5.	주네팔대사는 1985.2.22. 미국 대사관 주최 리셉션에서 Chand 수상을 접촉, 방한 시기를 타진한바,
동 수상은 한국 정부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방한 시기에 관해서는 국내 정치 일정 등 제반
형편을 감안, 추후 구체화해 보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함.
6.	외무부는 1985.2.28. 주네팔대사의 건의에 따라, Chand 네팔 수상에 대한 국무총리 명의 방한 초청과 관
련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3.11. 노신영 국무총리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네팔대사관에 송부함.
7.	주네팔대사관은 1985.3.14. 네팔 외무성 아주국장을 통해 국무총리 명의 방한 초청장을 Chand 수상에게
전달하였음을 보고함.

34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보고함.

Lubbers, Ruud 네덜란드 수상 방한, 1985.4.2-16.
전4권. V.1 기본문서

| 85-028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20 / 10 / 1~179(179p)

1. 방한 경위
주네덜란드대사는 1984.9.6. 네덜란드 수상성 차관을 오찬 접촉, Ruud Lubbers 수상의 극동 방문 계획을
문의한바, 동 차관은 1985.4월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함.

네덜란드
외무성 관계관은 9.7. 수상 및 외상이 1985.4.9.~15.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라고 말함.
외무부는 9.12. 네덜란드 Lubbers 수상을 공식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국무총리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네덜란드대사관으로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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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네덜란드 수상 내외는 Hans van den Broek 외상 내외를 대동하고 네덜란드 수상으로서는 최초로
1985.4.12.~16. 공식 방한함.

주요
일정

-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정상회담,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국무총리 예방
- 국무총리 주최 오찬, 부총리 면담, 주한 EC 대사 면담
- 국립묘지 방문, 판문점 시찰, 국립박물관 관람, 비원 관람, 명동성당 미사 참례
- 횡성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 헌화, 수원 필립스 전자 방문, 전경련 회장 주최 오찬
종합 평가

- 네덜란드 수상으로서는 최초로 방한, 양국 정부 지도자 간의 친분 관계를 돈독히 함.
- 양국 간의 기존 협력 관계와 양국 국민 간의 우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 국제 무대에서 한국 입장에 대한 네덜란드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함.
- 남북대화 진전 관련 북한 측 저의를 인식시킴으로써 대북한 관계 개선을 자제토록 함.
- 양국 경제통상 관계 강화, 무역자유화, 제3국 공동진출, 자본협력 및 기술이전 방안 강구
- 한국의 대EC 관계 강화 노력을 측면 지원하기로 함.
Lubbers 수상의 기자회견 내용

- 한국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양국의 공동입장 확인
- 양국 간 정치 및 경제 관계 강화 계기 마련
- 한국 정부의 환영에 사의 표명 및 노신영 국무총리 네덜란드 방문 초청의사 표명

Lubbers, Ruud 네덜란드 수상 방한, 1985.4.2-16.
전4권. V.2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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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20 / 11 / 1~348(348p)

외무부가 1985.3. 작성한‘네덜란드 왕국 루드 루버스 수상 내외 공식방한 영접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상 약력
1939년 생, 로테르담 대학 졸업(경제학 석사)
1974. 루버스 엔지니어링 회사(가업) 경영 참여

1982.11.~ 수상

2. 수행원
공식 수행원(12명)

- 외상 내외, 주한대사 내외, 총무성 제1부차관, 외무성 순회대사 등
기자단(6~7명)

3. 영접 준비 사항
숙소: 수상 및 수행원(신라호텔)
환영 장식: 국기 게양, 현판
기념품 제작: 기록영화, 기념앨범 제작
선물: 대통령 명의(수상 내외 및 공식 수행원)
훈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친수
경호: 치안본부 주관
홍보: TV, 라디오, 사전 홍보, 체한 중 보도, 한국 홍보자료 배포
의료 대책

4. 체한 공식 일정(안)
4.12.(금) 공항 환영식
4.13.(토) 외무부장관 내외 접견, 국립묘지 참배, 총리 예방, 총리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 주한 네덜란드대사 주최 리셉션, 민속공연 관람
4.14.(일) 국립박물관 관람, 비원 관람, 명동성당 미사 참례,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 헌화
4.15.(월) 필립스 전자 방문, 대통령 내외 예방, 정상회담, 전경련 회장 주최 오찬

- 부총리 면담, 주한 EC 대사 면담, 기자 회견,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만찬
4.16.(화) 공항 환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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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77. 경제상
1977. 기민당 하원 원내총무

Lubbers, Ruud 네덜란드 수상 방한, 1985.4.2-16.
전4권. V.3 면담록 및 언론보도

| 85-029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20 / 12 / 1~210(210p)

1. 노신영 국무총리의 네덜란드 수상 면담 요지(4.13.)
노 총리는 북한의 남침 시 네덜란드가 한국에 파병하였으며 희생자들이 이 땅에 묻힌 것을 기억하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국 입장을 지원해 준 데 대하여 깊은 유대감을
표시함.

Lubbers
수상은 네덜란드가 유럽의 관문으로서 전 세계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통상
증진을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기술 및 교역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350

언급함.
노 총리는 EC가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완화하여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개방 조치를 더 취해 주기를 희망하고
북한이 소련 및 중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서방세계는 물론 소련 및 중국에게조차 문호를 전부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점이 북한이 한국의 남북대화 제의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함.

양측은
88 올림픽, 86 아시안게임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2.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네덜란드 외상 면담 요지(4.15.)
이 장관은 1984년 네덜란드 방문 시 베풀어 준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네덜란드가 국제무대, 특히 대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 입장을 지지해 주고 있음에 사의를 표함.

- 이 장관은 한국 외교정책의 기조, 남북한 대화 현황 등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구체적 전망이
보일 때까지 북한의 오판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대북한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함.
Broek 외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도 언론, 보도, 시위의 자유 등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평가함.

- 동 외상은 최근 중국 방문 경험을 설명하고 한·중국 관계 발전이 경제적 측면에서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이 장관은 EC의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조치 등에 있어 네덜란드가 선도적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한바,
Broek 외상은 EC 제국이 많은 부문에서 공동 무역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지양되도록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답함.

Lubbers, Ruud 네덜란드 수상 방한, 1985.4.2-16.
전4권. V.4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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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21 / 1 / 1~195(195p)

1.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자료’의 요지(1985.4. 청와대 정무1 작성)
국제정세 및 개관, 동북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 양국 간 현안 문제
Lubbers 수상 인적 사항

- 성장 배경 및 성품
- 정치 사상

2. 한·네덜란드 양국 간 현안 관련 자료

관세 및 특별소비세 인하
축산물의 금수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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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 방한: 베아트리스 여왕 및 부군, 외무차관, 하원의장, 반 아그트 전 수상
양자 회담: 통상장관회담, 제5차 민간 경협위, 제9차 공동위

Virata, Cesar E. A. 필리핀 수상 방한, 1985.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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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과

MF번호

2015-21 / 2 / 1~164(164p)

1. 방한 경위
주필리핀대사는 1985.4.12. 필리핀 수상실 정무담당 특별보좌관이 Virata 수상이 제주에서 5.15.~18. 개최될
Williamsberg 회의 참석차 5.12. 서울 도착 예정이라면서 방한 기간 중 가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및 부총리
예방 주선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필리핀
수상실 정무담당 특별보좌관은 4.29. Virata 수상이 Williamsberg 회의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해야
하므로 금번 방한은 어렵게 되었다고 하고, 10.2.~22. IMF/IBRD 제40차 연례 총회 시 Virata 수상(재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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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이 참석할 예정이므로 이 때 대통령 예방 및 국무총리, 부총리 면담 주선을 요청함.

외무부는
10.4. Virata 수상의 대통령 예방(10.7.), 국무총리 예방(10.8.) 및 국무총리 주최 만찬(10.10.)이 결정되
었음을 주필리핀대사에게 통보함.

2. 방한 결과
Virata 수상은 1985.10.5.~11.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10.6. 회의 등록, 세계은행 총재 주최 리셉션, 맨 트러스트 하노버 뱅크 주최 만찬
- 10.7. 회의 참석, 홍콩 상하이 뱅크 주최 오찬, 대통령 예방, 외환은행장 주최 리셉션
- 10.8. 개회식, 재무부장관 오찬, 국무총리 예방, 재무부장관 주최 만찬
- 10.9. IFC Meeting, World Bank 회의, 유럽은행 주최 오찬, 서울시장 주최 문화행사
- 10.10. 필리핀 참전 기념탑 참배(경기도 고양군), 국무총리 주최 만찬

Somare, Michael T. 파푸아뉴기니 수상 방한
초청계획, 19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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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 / 3 / 1~266(266p)

1.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1977.2월 파푸아뉴기니 방문 시 Somare 수상에게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여 주도록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8.23. 주인도네시아대사(파푸아뉴기니 겸임)의 건의에 따라
Somare 수상에 대한 국무총리 명의 초청 의사를 재차 전하기로 결정함.
2.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3.8.12. Bonga 국회의장을 방문, 동인의 방한 성과 거양에 관해 협의한바,
동 국회의장은 자신의 방한 결과 및 소감을 수상에게 보고하였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수상 방한 초청

3.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3.8.17. 리셉션에서 Somare 수상을 면담한바, 동 수상은 전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1984년 중 적절한 시기에 방한할 수 있기를 희망함.
4.	파푸아뉴기니 외무차관은 1985.1.8. Somare 수상이 7월 초 일본 방문 예정이며 방일 후 7.11.~14. 방한
가능성을 주파푸아뉴기니대사에게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6.10. 국무총리 명의 방한 초청장을 대사관에
송부함.
5.	파푸아뉴기니 외무성은 1985.6.20. 공한을 통해 Somare 수상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방한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로 인해 한국 측에 끼친 불편에 대해 수상의 사과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전해 줄 것을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에 요청함.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상기 결정은 파푸아뉴기니 건국 후 최초의 수도지역 비상사태 선포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 봉착하여 취한 부득이한 조치로 인식된다고 보고함.

6.	외무부는 1985.6.25. Somare 수상 방한 건에 관해서 1985년 하반기 중에는 외빈 접수 과다 및 정기 국회
등에 비추어 접수가 어렵고 1986년 하반기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주파푸아뉴기니대사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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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전하였다면서 수상은 기회가 되는 대로 방한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고 전함.

Udenhout, Willem A. 수리남 수상 방한,
1985.6.4-8. 전3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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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수리남대사는 1984.4.12. Willem Udenhout 수리남 수상 겸 외상이 5월 하순 양국 경협합동회의의 서울 개최
및 동 회의 참가를 위한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함.

외무부는
5.11. 경협 회의는 실무급 회의가 바람직하므로 수리남 수상의 방한 초청은 동 회의와 별도로 10월
이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수리남대사관에 회신함.

수리남
수상은 6.10. 10월 상순 유엔 방문 직후 방한을 희망한바, 외무부는 6.20.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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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초청장을 송부하면서 10월 중 외빈 접수 상황을 고려, 11월 중순 이후 방한토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수리남
수상은 8.3. 주수리남대사와의 면담에서 방한 일정을 11.28.~12.1.로 변경하는 데 동의함.

- 그러나 동 수상은 11.17. 주수리남대사를 초치하여 예기치 못한 국내 정정 불안(수리남의 유일한 산업인
보크사이트 광산노조 파업)으로 방한을 부득이 1985년으로 연기해야 할 사정임을 설명하고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함.
외무부는 1985.1.4. Udenhout 수상의 방한 기간을 6.4.~7.로 제의한바, 동 수상은 이에 동의하고 경협 합동회
의를 방한 전에 개최할 것을 희망함.

2. 방한 결과
Udenhout 수리남 수상 내외는 1985.6.4.~8.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국립묘지 헌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과학기술연구원 시찰, 국무총리 예방, 판문점 시찰
-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효성 알루미늄,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외무장관 회담
- 대통령 내외 예방,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 기자 회견, 국무총리 내외 주최 공식 만찬
외무부가 1985.5월 작성한‘수리남 공화국 수상의 공식 방한에 대한 보고’
에 따른 방한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수리남 수상으로서 최초 방한
- 한국의 제2 원양어업기지인 수리남에서의 한국 이익 확보
- 수리남 내 한국 인력 진출 기반 조성
- 북한의 대수리남 침투 책동 저지
- 6.25 당시 네덜란드군의 일원으로 29명의 수리남 장병 참전에 대한 사의 표명
- 비동맹 회원국으로 1982.6. 아바나 조정위 외상회의 시 한국 지지 발언에 대한 사의 표명

Udenhout, Willem A. 수리남 수상 방한,
1985.6.4-8. 전3권. V.2 의전

| 85-0296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21 / 6 / 1~414(414p)

1. 1984.6.20. 외무부의 대통령 앞 수리남 수상 방한 초청 건의 요지
수리남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좌경 비동맹 노선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함.
최근에는 북한의 상주공관 설치 움직임이 탐문되고 있어 동 수상의 방한 초청은 수리남의 대북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견제키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유덴호우트 수상의 인적 사항

1977~82 수리남 대학교 영문학 교수
1982~84 정부 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최고정책심의 결정기구 위원
1984.2. 수상 (외상 및 총무장관 겸임)

3. 1984.11.3. 주수리남대사와 수리남 외무차관 간 의전사항 협의 요지
수상 일행 도착 일정: 11.28. 20:00 서울 도착
부인 동반, 외무차관 외 2명의 수행원 및 2명의 경호원
기피 음식은 없으며 해산물을 좋아함.
술을 마시나 담배는 피우지 않음.
영어 및 네덜란드어(최상급 수준)
수상 성명 한글 표기: 윌럼 알프레드 우덴호우트
한국 대통령의 훈장 수여를 수락
국기 의장기는 불필요

수리남
측의 국무총리에 대한 훈장(외국인에 수여되는 최상급 훈장)

- ‘Grand Ribbon in the Honourable Order of the Yellow Star’

4. 1985.5.23. 주수리남대사가 보고한 수리남 측 거론 예상 사항
1천만 달러의 정부 간 저이자 현금차관 공여 요청
대회의장(Congress Hall) 건설에 있어서의 한국 참여 지원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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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생, 수리남 교육대학 졸업,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영문학 박사
1975~84 교원 연구소 영어과 교수

Udenhout, Willem A. 수리남 수상 방한,
1985.6.4-8. 전3권. V.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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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수리남대사가 1984.11.1. 작성한 ‘수리남 공화국 개관자료’요지
주재국 개황: 개관, 역사, 통치기구
정치 정세: 주요 정세 변천과정, 정치 방향, 당면 과제
경제 정세: 일반 개황, 분야별 주요 현황, 당면 과제
한·수리남 관계 현황: 대한 정책, 외교관계 연표, 협정체결 현황, 경제통상 현황, 주요 현안
수리남·북한 관계 현황: 대북한 정책, 외교관계 연표, 협정체결 현황, 인사교류 현황, 경제통상 현황,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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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 상기 자료 중 한·수리남 양국 간 주요 현안
북한 상주대사관 설치 및 북한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저지 문제
Udenhout 수상 겸 외상 방한 문제
경협 협정에 의한 합동위 회의 개최 문제
한국의 300만 달러 전대차관 공여 문제
목조 선박 건조기술자 파견 문제

Chambus, George 트리니다드토바고 수상 방한,
1985.7.19-24. 전2권. V.1 기본문서

| 85-029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21 / 8 / 1~260(260p)

1. 방한 경위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5.4.7. 바베이도스를 방문 중인 트리니다드토바고 Mahabir 신임 외상의 초청으로
만찬을 하고 양국 간 관계 개선 문제를 협의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Mahabir 외상은 4.16. 수상의 방한이 7.19.~22. 실현되도록 한국 정부가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체한
중에 국무총리 및 주요 각료들과 광범위하게 양국 간 현안 문제를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함.

외무부는
4.18.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Chambus 수상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4.23. Chambers 수상
방한 접수 결정을 통보함.

2. 방한 결과
George Chambus 수상은 1985.7.19.~24. 방한함.
노신영 국무총리는 7.20. 트리니다드토바고 George Chambers 수상과의 총리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원칙을 확인함.

- 트리니다드토바고 측은 비동맹 중립외교 노선에 따라 남북한 동시수교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한국과의
실질 관계를 중시하여 남북한 동시수교 입장에서 후퇴, 한국과 먼저 수교하고 북한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추후 수교할 것에 동의함.
- 트리니다드토바고 측은 자국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외국 자본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민간
업체의 투자, 특히 전자 분야 투자를 요청함.
- 트리니다드토바고 측의 앰뷸런스 지원 요청에 따라 한국 측은 6대의 앰뷸런스를 무상원조 자금으로
증여키로 함.
Mahabir 외상은 1985.7.23. 외무장관대리(이상옥 외무차관)와 수교 합의 문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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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외상은 한국과의 수교도 상호 경제 발전을 성취한다는 목표하에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1985.7월중 계획 중인 Chambus 수상 및 자신의 극동 방문 일정에 중국 외에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함.
- 한국 경협조사단 파견 시기와 관련, 동 외상은 4월 방문을 기대하나 늦어도 5월 중에는 파견해 주도록
요청함.

Chambus, George 트리니다드토바고 수상 방한,
1985.7.19-24. 전2권. V.2 의전

| 85-029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21 / 9 / 1~395(395p)

1.	외무부가 1985.7.9.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화국 조지 챔버스 수상 공식 방한
영접계획(안)’의 주요 내용
수상 약력

- 1928년 생, 영국 옥스퍼드 대학 졸업(교육학)
- 국회의원, 공공사업 및 주택장관, 국가안보장관, 재무, 기획 및 개발장관, 재무장관
- 교육 및 문화장관, 상공장관, 농수산장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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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원

- 외상, 상공장관, 지역개발장관, 주미대사, 재무·기획차관, 수상 비서실장 등 19명
- 기업인 27명
체한 일정(7.19.~24.)

- 공항 환영식, 현충탑 헌화, 국무총리 예방 및 회담, 대통령 예방 및 서훈
- 대통령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불국사, 석굴암 및 천마총 관광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유공 울산정유공장, 포항제철, 금성사 평택공장 시찰
- 럭키금성 안양 연구단지 시찰,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국무총리 주최 공식 만찬, 기자 회견

2. 서훈 관련 1985.7월 양국 외무부 간 협의 요지
외무부는 7.3. 현안인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단독수교 추진을 위해 Chambers 수상 및 Mahabir 외상에
대해 대통령 예방 시 수교훈장 광화대장 및 수교훈장 광화장을 각각 수교하기로 결정함.

외무부는
7.8. 트리니다드 측이 한국 대통령에게 Commemorative Medal을 증정하기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
한국은 국가원수 방한 시에만 대통령과의 훈장을 교환하며 기타 인사의 방한 시에는 대통령에 대한 훈장을
접수하지 않고 있음을 주바베이도스대사에게 통보함.

- 단, 국무총리급 이하에 대한 훈장은 총리 예방 시 전수하는 것이 관례임을 트리니다드 측에 통고하고
Commemorative Medal의 성격 및 증정 대상자를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바베이도스대사는 7.9. Commemorative Medal은 훈장이나 영예가 아니며 다만 방한을 기념하는 선물로서
Coat of Arms가 부각된 Token Medal이며 증정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이라고 보고함.

Waligo, Abraham P. N. 우간다 수상 방한,
1985.10.6-12

| 85-030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21 / 10 / 1~126(126p)

1. 방한 경위
주우간다대사대리는 1985.8.20. 7.27. 군사 쿠데타로 인해 Obote 전 대통령(재무장관 겸임)이 축출되었다고
보고하고 Abraham Waligo 신임 수상 겸 재무장관 앞 IMF/IBRD 총회 안내서한을 새로 발송해 줄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9.17. 주우간다대사에게 신임 Waligo 수상에게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희망을 전달
하고 방한 시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 주도록 지시함.

- 주우간다대사대리는 한국 방문 일정안을 외무성을 통해 Waligo 수상에게 전달한바, 동 수상은 한국
정부의 특별 고려 및 호의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Waligo 우간다 수상은 IMF/IBRD 서울 총회 참석차 1985.10.6.~11.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예방, 삼성전자 수원공장, 잠실운동장 시찰
- 외무부장관 예방, 국무총리 주최 만찬, IMF/IBRD 회의 참석
10.10.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Waligo 수상 간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외무부장관은 한·우간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국은 언제라도 신임 대사 파견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간다 측도 동경 상주 대사가 한국을 겸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Waligo 수상은 귀국하는 대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우간다 정부 입장을 조속히 알려 주겠으며 훈련생
파견 등 경제·기술 협력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함.
Waligo 수상은 한국 방문 중 각종 면담 및 행사 계기 한국 측 수행원 및 면담인사에게 한국 방문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향후 한·우간다 관계는 개선 발전될 것임.
-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주최 만찬 초대, 외무부장관 면담 등 일정 주선에 감사함.
-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라 개발국이며 매우 깨끗한 나라임.
- 우간다는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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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chell, Jame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상 방한,
1985.10.7-12

| 85-030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21 / 11 / 1~50(50p)

1. 방한 경위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5.9.16. IMF 회의에 참석하는 겸임국 수상들의 방한 일정을 확인 보고하라는 외무부의
지시를 받고 9.16.~17.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 출장, James Mitchell 수상, 외무차관 등과 면담 및 만찬을
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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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chell 수상은 1984.7월 정권 인수 후 북한대사의 계속적인 면담 요청을 거부하여 왔으며 향후 대사
교체 시 신임 대사의 신임장 접수 거부 등을 통하여 대북한 관계 동결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함.
- 또한 수상은 IMF 총회 참석차 10.7.~12. 방한 예정이며 체한 기간 중 비교적 자유로운 일정을 원하고
있다고 함.
- 수상은 10.14. 유엔 40주년 기념행사 연설을 할 예정이며 한국 측이 요청한 보편성 원칙 적용 문제,
남북대화 촉구 등을 자신의 연설문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함.

2. 방한 결과
Mitchell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상은 1985.10.7.~12.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주최 만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조선소), 포항제철 시찰
외무부가 1985.9월 작성한‘
‘미첼’세인트빈센트 수상 접견자료’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한 환영, 미첼 수상 업적 치하, 양국 관계 발전에 만족 표명
- 세인트빈센트의 카리브 제국 내에서의 지도적 위치 경하
-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설명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설명
- 남북대화 현황 및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설명
- 88 서울 올림픽 준비 상황 설명

TOFILAU Eti Alesana 서사모아 수상 겸 외상
방한, 1985.10.6-10

| 85-030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22 / 1 / 1~162(162p)

1. 방한 경위
주뉴질랜드대사는 1984.4.23. 뉴질랜드를 비공식 방문 중인 서사모아의 Tofilau Eti Alesana 수상의 요청으로
면담한바, 동 수상은 공식 방한 의사를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함.

외무부는 4.28. 8월 초 방한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뉴질랜드대사는 5.31. Tofilau
수상을 면담하고 7.31.~8.3. 방한 일정에 잠정 합의함.

외무부는
6.8. 진의종 국무총리 명의 방한 초청장을 서사모아 측에 전달하였으나 서사모아 측 사정(국가원수의
8월 초 외유)으로 방한이 취소됨.

주뉴질랜드대사는
1985.5.31. Tofilau 수상을 면담한바, 동 수상은 작년 8월 공식 방한이 실현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공식방한 기간으로 1985.10.3.~6.을 희망하고 이어서 10.7.~12. 서울 IMF
총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함.

2. 방한 결과
Tofilau 서사모아 수상 겸 외무장관은 1985.10.6.~10. 방한, 국무총리 면담,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주한 서사
모아 명예영사 주최 만찬, IMF 총회의장 주최 리셉션, 재무부장관 리셉션 및 서울시장 주최 문화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짐.

- 수상 부인, 재무장관, 외무차관 겸 수상 비서실장, 재무차관 등이 수행함.
서사모아 수상은 1985.10.7. 국무총리를 예방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총리는 버마 랑군사건 관련, 서사모아 정부의 대북한 단교(1983.12.21.) 조치에 사의 표명
-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방안 협의
- 서사모아 수상 1986년도 방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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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기 격추사건, 랑군사건 등을 극복하고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전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서사모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기 위하여 북한과 단교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서사모아 관계는 더욱 긴밀화될 것으로 믿음.
- 최근 비공식 방한한 서사모아 농수산장관의 보고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등 전반적인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양그룹 목재와 합판공장 합작투자 건은 승인하였으며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증진되기를 바람.

이상옥 외무차관 가봉 및 라이베리아 방문,
1985.8.7-18. 전2권. V.1 기본문서

| 85-030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5-22 / 2 / 1~207(207p)

1.	1985.6.8. 외무부는 1985.9.2.~7. 앙골라에서 개최 예정인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대변할
비동맹 핵심 우방국 확보 등을 위하여 고위 교섭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대통령 재가).
파견 대표: 이상옥 외무부차관
방문 국가: 라이베리아, 가봉
방문 시기: 1985.8.7.~18.
기타: 대통령 친서 휴대
362

2. 이상옥 외무부차관은 1985.8.10. 라이베리아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 차관은 한국 문제가 비동맹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논의되는 경우 채택될 한국 조항은
균형되고 공평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제4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라이베리아 외상이 한국 입장, 특히
유엔 가입 지지 발언을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함.

라이베리아
외무차관은 한국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외상의 유엔 총회 연설 시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를
표명하도록 하였다고 말함.

3.	이상옥 차관은 1985.8.12. Eastman 라이베리아 외상을 면담한바, 동 외상은 비동맹회의 및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 예정이라면서 한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함.
라이베리아 총선거를 앞둔 Doe 국가원수의 국내정치 일정 관계로 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통령 친서는
Eastman 외상에게 수교함.

4.	이상옥 차관은 1985.8.15. 봉고 가봉 대통령을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수교한바, 봉고 대통령은 그간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여 온 것은 일관된 정책이며 자신이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을 고려 중이라면서
비동맹회의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함.
5.	이 차관은 1985.8.15. Martin Bongo 가봉 외상을 면담한바, 동 외상은 가봉이 뉴델리 비동맹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금번 앙골라 회의에서도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한국 입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함.

이상옥 외무차관 가봉 및 라이베리아 방문,
1985.8.7-18. 전2권. V.2 자료

| 8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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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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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 / 3 / 1~306(306p)

1.	외무부 아프리카국이 1987.8.2. 작성한 ‘외무부차관 서·중부 아프리카지역 순방자료(1985.8.7.~18.)’의
주요 내용
순방 일정, 라이베리아 체재 일정, 국가원수 예방 자료, 외상 예방 자료, 외무차관 면담 자료, 선물 목록, 라이베리아
개황, 공관 현황 등

상기
자료 중 라이베리아 및 가봉 외상 예방 시 면담 자료 요지는 다음과 같음.

2. 방문국별 체재 일정
라이베리아

- 8.9. 몬로비아 도착, 8.10. 라이베리아 외무차관 주최 만찬
- 8.11. 대우건설현장 시찰, 차관 주최 오찬(공관원 참석), 대사 주최 만찬
- 8.12. Eastman 외상 예방, Doe 국가원수 예방
가봉

- 8.13. 인근 공관장 전략회의 (가봉, 중앙아, 카메룬 대사)
- 8.14. 대통령, 외상, 농업장관, 광산장관 예방, 외무차관 주최 만찬
- 8.15. Octra 철도 및 Enam 공예학교 시찰, 국경일 리셉션 참석

3. 국별 현안 사항
라이베리아

- 외무성 및 상공성용 승용차 지원
- 외무성 소장급 외교관 한국 초청연수는 87년 이후 가능 (현재 민간인 2명 연수 중)
- 외무성 한국 담당관의 일본 방문 계기(8.30.~9.9.) 방한초청 용의 표명
가봉

- 가봉측, 미곡생산을 위한 Kengo 지역 농장조성 타당성 실시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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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교환 및 외무부장관 안부 전달
- 양국 관계 발전 만족 표명
- 한반도 정세 및 남북대화 진전 현황 설명
- 앙골라 비동맹회의 및 제40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입장 지지 및 대변 요청
- 북한과의 관계 개선 자제에 사의 표명(라이베리아에만 해당)
- 양국 간 호혜적 입장에서 경제협력 관계 긴밀화 희망
- 10만 달러의 재정원조 용의 표명
- 88 올림픽 준비상황 설명 및 성원 요청

이원경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85.7.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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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7.14.~26.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귀로에 7.26.~27. 비공식 방일,
아베 일본 외상과 7.27. 단독회담을 가진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아세안 관계
이 장관은 아세안 확대회의에서 한국의 옵서버 참가를 제의해 준 데 대하여 일본 측에 사의를 표하고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한국 조항이 삽입되도록 노력하여 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사의를 표함.
364

2. 북한 전세기 일본 착륙
일 외상은 북한의 유니버시아드 선수단 수송을 위한 북한 전세기의 일본 착륙 방침을 결정하였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전례로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음을 확인함.

3. 한·일 각료회의
이 장관은 금번 각료회의가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이며 금년이 한·일 국교
2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금번 회의에서 구체적 결실을 얻어 한·일 관계의 기반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바, 일 외상은 좋은 구상이라면서 이에 동의함.

4. 과학기술협력 협정 가서명
이 장관은 협정 체결 교섭이 서울에서 8.9.~10. 개최되며 동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한 후 각료회의에서
가서명토록 할 것을 제의함.
 외상이 시간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문의한바, 일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민간 부분을 제외한다면 가능하다고
일
생각하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함.

5. 기능인력
이 장관은 일측이 공동성명에 따라서 기능인력 연수 확대, 고도 기술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연수대상 분야에
넣도록 약속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함.

6. 교포 3세 법적 지위 협의 개시
이 장관은 동 문제 협의 시기를 8.13. 고위 실무자 협의에서 합의하고 이를 각료회담에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성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5.9.27-10.7.
전3권. V.1 기본문서 1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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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9.27.~10.7. 제40차 유엔 총회(1985.9.17.)에 참석한바, 방문 목적 및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음.
방문 목적

- 유엔 총회 기조연설 기간(9.23.~10.11.) 중 외상 등 각국의 고위인사 대거 유엔 참석 기회를 이용, 유엔
무대를 통한 적극 외교 전개
- 유엔 40주년 기념 77그룹 외상회의(10.2.~4.) 참석
주요 활동계획

2. 외무부장관의 뉴욕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음.
9.26. 뉴욕 도착
9.27. 아베 일본 외상 주최 조찬, 페루 외상 면담, 대사관저 만찬
9.30. 예멘 외상 면담, 총회 의장 면담, 인도 외무담당 국무상 면담, 미얀마(구 버마) 외상과 오찬, 트리니다드
토바고 및 바하마 외상 면담, 오스트리아 외상 주최 리셉션
 쿠웨이트 외상, 기니 외상, 수단 외상 면담, 한국 국경일 리셉션 참석
10.1.
10.2. 월포위츠 미 국무부 차관보 접견, 한·미 외상회담, 특파원 초청 만찬
10.3. 말레이시아 외상과 조찬, 77그룹 외상회의 연설, 인도네시아 외상과 오찬, 볼리비아 부통령 면담, 유엔 사
무총장 면담

10.4.
태국 외상, 파키스탄 외상, 요르단 외상 면담, 유엔 기자단 초청 오찬
10.5. 뉴욕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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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의장, 사무총장 면담
- 한·미 정례 외상회담 개최(1985.4.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 친북한 동시수교국 및 미수교국과의 외상회담 개최
- 아세안 등 주요 우방국과의 외상회담 추진
- 유엔 40주년 기념 77그룹 외상회의 연설
- 주유엔대표부 주최 국경일 리셉션(10.1.) 참석
- 각국 외상 주최 리셉션 참석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5.9.27-10.7.
전3권. V.2 기본문서 2 : 활동보고 및 면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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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9.27. 아베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가진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일 양측은 지난 각료회의가 양국 각료 간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실질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동 회의 후속조치가 착실히 추진되도록 상호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에 합의함.
 장관은 최근의 남북한 대화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실질적 성과가 없음을 밝히고 일·북한 교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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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준 이상으로 급진전되지 않도록 신중한 대처를 요청한바, 아베 외상은 충분한 이해를 표명함.

한·일
양측은 일·북한 관계, 재일 한국인 지문날인 문제, 이이노 해운 한국 입항 문제, 일 외무성 출입기자
단 방한 초청, 한·일 훈련함 상호 방문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 기타 경제문제 등을 협의함.

2.	이원경 장관은 1985.10.2. 슐츠 미 국무장관과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를
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 장관은 슐츠 장관이 9.23.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한 유엔 가입과 남북대화 노력 등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전폭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노력을 미측이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슐츠
장관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훌륭히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 대언론 관계 및 학원 문제 등을 잘 다루어 나간다면 남북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장관은 미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동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국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와 한국 내
이
자유화 계획에 대한 과도한 공개적 관심 표시의 경우 한국 정부가 외부의 압력으로 시장 개방을 추진한다는
국내적 오해와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함.

슐츠
장관은 미국의 어려운 입장도 이해해 주고 한국이 시장개방 노력을 계속하는 등 호의적 고려가 있기를 희
망함.

3.	이 장관은 1985.10.3.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바, 동 사무총장은 이 장관의 남북대화 현황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남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 의사소통
경로로서의 역할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함.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UN] 방문, 1985.9.27-10.7.
전3권. V.3 한·미국 외무장관 회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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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미주국이 1985.10.2. 작성한 ‘제1차 한·미 외무장관 회담자료’의 주요 내용
정무 관계

경제 관계

- 한국시장 개방 문제
- 미 의회 보호주의 무역 법안
- 한·미 무역관계 일반
- 대미 무역 흑자 문제
- New Round

2. 슐츠 미 국무장관 약력
George Pratt Shultz, 1920년 생, 뉴욕 시 출생
프린스턴 대학 졸업, 문학사(경제학), MIT 공대 산업경제학 박사
해병대 소령 예편, 시카고 대학 교수 및 학장
닉슨 행정부 시 노동장관, 예산국장, 재무장관, 벡텔 회사 부사장, 사장, 회장
1982.7.~ 국무장관
부인 및 2남3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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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대화
- 동북아 정세
- 한·중국 관계
- 미·북한 관계
- 신뢰 구축 방안
- VOA 방송 중계 문제
-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 한·이스라엘 관계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1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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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7.5. 대통령 앞 보고를 통해 7.14.~25. 동남아 및 서남아 5개국 공식
방문 및 7.26. 일본 비공식 방문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동·서남아 국별 방문 기간 및 주요 면담 예정 인사
싱가포르(7.15.~17.): 리관유 수상, 다나발란 외상
말레이시아(7.17.~18.): 마하티르 수상, 리타우딘 외상, 스티픈 영 과학기술상
368

인도(7.18.~21.): 자일 싱 대통령, 벤카타라만 부통령, 라지브 간디 수상, 브이 피 싱 재무상, 파르타사라티
외무성 정책기획위원장, 쿠르쉬드 칸 외교담당 국무상

네팔(7.21.~23.):
비렌드라 국왕, 로켄드라 찬드 수상, 란디르 수바 외상
미얀마(구 버마)(7.23.~25.): 우산유 대통령, 우몽몽카 수상, 우 칫 라잉 외상

2. 방문국 주요 인사 면담 및 외상회담 시 주요 협의 내용
각국 원수 예방 시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및 방한 희망 전언
최근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설명

- 한국의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각국 지지 확보
동남아 및 서남아 정세를 비롯한 주요 국제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기반 강화

- 1985.9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의 협조
- 제40차 유엔 총회에서의 협조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개최 측면 지원
동남아 및 서남아 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 버마사건 이후 북한의 기반 만회 책동 저지
- 경제, 기술협력 등 실질관계 강화 도모

3. 일본 아베 외상과 조찬 회담 시 협의 내용
1985.7.30. 일·중 외상회담에 대비한 협의
1985.8.29. 개최 예정인 한·일 각료회담 사전 협의
지문 날인 문제 등 양국 현안 협의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2 국별교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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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 / 9 / 1~315(315p)

이원경 외무부장관 순방 관련, 방문국별 교섭 내용임.
1.	주싱가포르대사는 1985.4.11. Chan 외무차관을 면담, 외무부장관의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제시하고
동 방문이 양국 간 협력증진 방안 협의 및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을 희망한다고 말한바, 싱가포르
측은 4.17. 한국이 제시한 방문 기간(1985.7.14.~16.)에 동의한다고 통보함.
주싱가포르대사는 5.14. Barry Desker 외무성 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양국 외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재국
관심사항으로 국제 및 지역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아세안 현황 설명,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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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
싱가포르 외무성은 7.8. 외상 면담, 외상 주최 만찬, 제1부수상 예방, 한·싱 경협위 개막식 참석, 주롱 공업단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방문 등 방문 일정(안)을 제시하면서, 리관유 수상은 외국의 장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고
설명함.

2.	주미얀마(구 버마)대사는 1985.4.11. 외무성 정무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한국 외무장관의 7.23.~25.
미얀마 방문 제의에 대하여 환영을 표함.
3.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5.4.17.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과 면담한바, 동 국장은 주재국이 ASEAN
의장국으로서 외상의 회의 주재 일정으로 인하여 한국 측이 제의한 7.16.~18. 외무장관의 방문 일정을
7.18.~19.로 조정해 줄 것을 희망함.
한·말레이시아 양측은 방문 일정을 1985.7.17.~18.로 확정하고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외상 주최 비공식 만찬,
수상 예방, 외상 면담 등의 일정을 수립함.

4.	주인도대사는 1985.4.20. 외무성 동아차관보를 면담한바, 동 차관보는 한국 측이 제시한 인도 방문 일정을
수락하며 대통령과 수상이 한국 외무부장관을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함.
인도 외무성은 7.1. 다음과 같은 인도 방문 일정안을 통보함.

- 7.19. 외무담당 국무상 예방 및 회담, 재무상 예방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수상, 부통령 예방, 외무
담당 국무상 주최 만찬
- 7.20. 대통령 예방, 외무성 정책기획위원장 예방, 인도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기자 회견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3 국별교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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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경 외무부장관 순방 관련, 방문국별 교섭 내용임.
1.	주네팔대사는 1985.4.7. 주재국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외무장관 방문 계획을 전달한바, 외무차관은
한국 외무장관 최초의 네팔 공식 방문을 환영하고 국왕, 수상 예방 및 외상회담을 주선하겠다고 말함.
주네팔대사는 7.2.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한국 외무장관으로서는 10년 만인 금번
공식 방문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뜻 깊은 모종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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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국장은 한국의 지원으로 10여 년간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잠업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선정,
한국의 협력 제공을 외상회담 시 제의할 계획이라고 말함.
- 또한, 한국 측이 네팔 측 경협 제의에 약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최소한 협력 용의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고 함.
한·네팔 양측은 네팔 방문 일정(7.21.~23.)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외상 예방 및 회담, 수상 예방, 외상 주최 공식만찬, 국왕 예방, 외무장관 주최 리셉션

2.	주미얀마(구 버마)대사관은 1985.7.4. 외무성 의전과장과 협의하여 외상 예방 및 회담, 대통령 예방,
수상 예방, 외상 주최 만찬 등 외무부장관 방문 일정(7.23.~25.)을 확정함.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4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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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7.15.~25.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미얀바(구 버마) 등
아주 5개국을 순방, 방문국 국가원수 및 수상을 예방하고 각국 외상들과 회담을 가진바, 국별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싱가포르(7.15.~17.)
외무성 고위 실무자 정례 회담 개최 합의, 한국의 아세안 인적개발 사업 참여 지지 확보
주한 상주공관 개설 추진에 호의적 검토 의사 표명

2. 말레이시아(7.17.~18.)
한국의 아세안 인적개발 사업 참여 지지 확보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참여 기반 확보 (철도, 석유화학 등 분야)
한·말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동방정책에 의한 양국 간 협력증진 합의

3. 인도(7.18.~21.)
대통령의 조속한 인도 방문 실현 강력 희망, 국무총리 인도 방문 환영
한·소 관계 개선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을 위한 대소 영향력 행사 요청
경제, 통상, 과학기술협력 증진 희망, 한국의 무역역조 개선 노력 요망
인도 국립은행의 서울지점 설치 협조 및 해운협정 조속 타결 요망
1985.10.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 개최 추진, 4/4분기 중 과학기술협력 회담 개최 합의

4. 네팔(7.21.~23.)
네팔 평화지대 선언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네팔 측 요청 2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제공 약속, 잠업 개발사업 계속 지원 합의
한국 건설업체의 네팔 개발사업 참여 요망에 호의적 검토 다짐

5. 미얀마(7.23.~25.)
국무총리 미얀마 방문 초청, 주한 상주공관 개설 추진 노력 표명
티크, 주석 등 버마 산품의 직접 수입 및 구상무역 추진
기술협력 등 경제·통상 관계 증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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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경제협력 위원회 합동회의 참석, 양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 협의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5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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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1985.7.15.~25.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미얀마(구 버마) 등 아주
5개국 순방에 관한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향신문은 7.29.‘남남협력 차원서 경제 결속 다져: 5개국 순방 후 귀국한 이원경 외무장관’제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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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관은 5개국 순방은 1983년 랑군사건으로 중단된 전두환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방문국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데 큰 목적이 있었다고 언급함.
- 특히 비동맹회의 의장국인 동시에 대소련 영향력이 큰 인도와는 외교·경제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방문 성과를 설명함.
경향신문은 7.26.‘버마 대통령 방한수락’제하 랑군 주재 소식통들을 인용, 우산유 버마 대통령이 이원경
외무부장관 접견 시 편리할 때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제의를 수락했다고 보도함.

조선일보는
7.25.‘이 외무, 아웅산 굽어보며 눈물’제하 랑군사건 후 한국 외무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버마를 찾은 이원경 장관의 동정을 보도함.

- 이 장관은 24일 오전 버마 최대의 불교 사원인 쉐다곤 파고다를 방문하여 1983.10.9. 북한의 테러 만행
으로 17명이 순직했던 아웅산 묘소를 굽어보면서 여러 차례 눈시울을 적시었다고 보도함.
서울신문은 7.20.‘간디 수상 예방 우호 증진 논의 : 방인 이 외무’제하 인도를 공식 방문 중인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일 하오 라지브 간디 수상을 예방, 양국 간 우호증진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협의했으며
싱 재무장관과 정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함.

2. 순방국 언론의 한국 외무부장관 방문 관련 보도는 다음과 같음.
인도 하이드라바드 News Time은‘Indo-Korean Accord Likely’제하 기사 보도(6.30.)

- 뉴델리 Indian Express지는‘Learning from Korea’ 제하 사설을 게재(7.25.)
네팔 Rising Nepal지는‘Kathmandu And Seoul’제하 사설 게재(7.22.)
미얀마 Working People’
s Daily지는‘Prime Minister U Maung Kha receives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제하 기사를 보도(7.24.)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6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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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 3 / 1~401(401p)

1. 외무부 아주국 작성 ‘외무부장관 싱가포르 공식 방문자료(1985.7.15.~17.)’의 주요 내용
순방 일정(전체), 싱가포르 체재 일정, 면담인사 인적 사항
외상회의 자료

2. 외무부 아주국 작성 ‘외무부장관 말레이시아 공식 방문자료(1985.7.17.~18.)’의 주요 내용
순방 일정(전체),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 면담인사 인적 사항
외상회담 자료

- 인사 교환
- 우호협력 관계 증진 희망
- KAL기 사건 및 버마사건 시 지원에 사의 표명
- 한반도 정세 및 남북대화 진전 현황 설명
- 대북한 관계 발전 자제 요청
- 한·말 정책협의회 활성화
- 경제 관계
- 태평양지역 협력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문제
- 88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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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교환
- 우호협력 관계 만족 표명
- KAL기 사건 및 버마사건 시 지원에 사의 표명
- 한반도 정세 및 남북대화 진전 현황 설명
- 대북한 관계 발전 자제 요청
- 외교실무자 연례 협의회 개최 추진
- 주한 상주공관 개설
- 경제 관계
- 태평양지역 협력
- 국제무대에서의 지원 요청
- 88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요청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7 자료 2(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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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아주국 작성‘외무장관 인도 공식 방문자료(1985.7.18.~21.)’
의 주요 내용
1. 순방 일정(전체), 인도 체재 일정, 면담인사 인적 사항
2. 외상회담 자료
374

인사 교환
국제·지역정세 평가

- 한반도 정세 설명
- 인도 측 설명 예상 사항
양국 관계

- 전반적 관계 평가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인도 방문
- 양국 외무성 간 활발한 인사 교류 희망
- 무관 접수 요청
- 국제사법재판소 가입 협조 요청
비동맹 관계
한국 측 거론 사항

-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 희망
- 선박 수출 증대 및 무역 불균형
- 양국 통상장관회담 조기 개최
- 합작 및 기술협력 증진
- 방콕 협정 확대
인도 측 거론 예상 사항

- 무역 역조에 대한 우려 표명
- 대한국 수출 증대 요망
- 벌크 화물 적취 분담
-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증진 희망
- 건설 협력
- 어업 협력
- 인도 국립은행 지점 설치 허가
- UNIDO/국제 유전 및 생물 공학센터 참여

이원경 외무장관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7.15-25. 전8권. V.8 자료 3

| 85-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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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23 / 5 / 1~307(307p)

1. 외무부 아주국 작성 ‘외무부장관 네팔 공식 방문 자료(1985.7.21.~23.)’의 주요 내용
순방 일정, 네팔 체재 일정, 면담인사 인적 사항
외상회담 자료

2. 외무부 아주국 작성 ‘외무부장관 미얀마(구 버마) 공식 방문 자료(1985.7.23.~25.)’의 주요 내용
순방 일정, 버마 체재 일정, 면담인사 인적 사항
외상회담 자료

- 인사 교환
- 양국 관계 발전에 만족 표명
- 우산유 대통령 방한
- 주한 상주공관 개설
- 북한 기반 만회 책동 저지
- 체육 교류 확대 (미얀마 측 거론 시)
- 국제정세 의견 교환
- 한반도 정세 설명
-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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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교환
-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에 대한 만족 표명
- 비렌드라 국왕 방한 실현 희망 표명
- KAL기 및 버마사건 시 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
- 테러 사건에 대한 개탄
- 네팔 평화지대 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

이원경 외무장관 중동 순방, 1985.11.15-28.
전4권. V.1 기본계획

| 8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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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23 / 6 / 1~163(163p)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11.15.~12.1.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오만 국왕 즉위 15주년 기념행사에
경축사절로서 참석한 후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국별 방문 기간 및 주요 면담 예정 인사
오만(11.17.~20.)
376

- 카부스 국왕, 유수프 알라위 외상
쿠웨이트(11.20.~23.)

- 자베르 국왕, 사아드 수상, 사바 부수상 겸 외상 등
바레인(11.23.~26.)

- 이싸 국왕, 칼리파 수상, 모하메드 외상 등
사우디(11.26.~29.)

- 파흐드 국왕, 압둘라 황태자 겸 제1 부수상, 사우드 외상 등

2. 방문국별 주요 인사 면담 시 협의 내용
각국 원수 예방 시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전달 및 방한 초청 전언과 친서 전달
최근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설명
이·이 전 및 중동평화 문제 등 최근 중동 정세 및 주요 국제정세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
순방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재확인

- 외상 방한 초청
- 주한 상주공관 유치
- 고위인사 방문교환 증대
- 스포츠, 문화, 청소년 교류 확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 한국의 유엔 가입 정책 지원 요청
-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요청
걸프협력 이사회(GCC) 주요 회원국들과 실질협력 관계 증진 방안 협의

- 건설 및 인력 진출 증대
- 무역확대, 자원협력, 합작투자 증진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 올림픽 개최 측면 지원 요청

이원경 외무장관 중동 순방, 1985.11.15-28.
전4권. V.2 국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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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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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동과

MF번호

2015-23 / 7 / 1~276(276p)

이원경 외무부장관 순방 관련 방문국별 교섭 내용임.
1.	오만 공보성 고문은 1984.10.30. 주오만 한국대사관을 방문, 오만이 1985년도 카부스 국왕 즉위 15주년
국경일 행사(11.18.)에 한국을 포함 12개국 정상급 인사를 초청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오만 공식 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함.
외무부는 1985.1.~8.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오만 방문이 제반 국내 사정으로 실현되기 어려우며 대신
외무부장관이 서남아 순방 계기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1.17.~20. 오만을 방문, 국경일 행사에 참석키로

2.	주쿠웨이트대사는 1985.9.9. 쿠웨이트 외상 비서실장을 면담, 외무부장관의 쿠웨이트 방문 기간을
11.20.~23.로 하고 외상 회담, 외상 주최 오찬, 국회의장 방문, 국왕 및 수상 예방 등 한국 측 희망 일정을
제시함.
주쿠웨이트대사는 한·쿠웨이트 간 현안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주한 쿠웨이트 상주공관 설치 문제, 국왕 및 외상의 방한 실현 문제, 양국 간 정기회의 개최 문제, 아랍·
아세아 의원친선협회 구성, 한·쿠 의원친선협회 구성, 한·쿠 항공 문제 등

3.	외무부는 외무부장관의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 3개국 순방 시 바레인을 경유만 할 계획이었으나
주바레인대사의 건의를 수용, 바레인을 공식 방문 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바레인 측과
교섭토록 한바, 바레인 측은 외무부장관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국왕, 수상 예방 및 외상 회담 등을
주선키로 하고 방문 기간을 11.23.~26.로 결정함.
4.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85.8.11. 사우디 외무성 의전장을 면담, 외무부장관의 사우디 공식방문
계획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사우디 외무성은 외빈 접수 계획으로 인하여 최종 결정을 계속 미루다가 11.12. 한국 측 희망 기간 중 사우디
외상의 벨기에 및 네덜란드 방문, 세네갈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등으로 인해 한국 외무부장관의 방문 접수가
어렵다고 통보함.

이에
따라 외무부는 사우디 측의 사정을 감안하여 장차 상호 편리한 시기에 외무부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계획하겠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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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결정하였음을 오만 정부에 통보함.

이원경 외무장관 중동 순방, 1985.11.15-28.
전4권. V.3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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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23 / 8 / 1~147(147p)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11.15.~28.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3개국을 공식 순방,
방문국 국왕, 수상 및 기타 고위인사들을 예방하고 각국 외상과 공식 회담을 가진바,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오만
378

오만 국왕 즉위 15주년 축하, 오만 측,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불고려
한국의 오만 제3차 경제개발계획(1986~90) 참여 희망에 대해 환영 표명

2. 쿠웨이트
쿠웨이트 수상 및 외상, 국회의장의 적절한 시기 방한 희망 피력
1986년 중 주한 쿠웨이트 상주공관 설치 용의 표명
한·쿠 공동위 설치 합의
한국 업체의 쿠웨이트 개발 계획 계속 참여 환영
한국 업체의 건설 분야 현지 업체와의 합작 및 GCC 자유무역지대 진출 요청

3. 바레인
바레인 국왕의 방한 초청 수락
건설, 교역, 합작투자 분야 협력 확대 희망
바레인 측의 Gulf Air의 바레인-서울 취항 호의적 검토 요청

4. 중동 순방 성과 및 평가
GCC 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정상외교 기반 조성
대GCC 제국 경제 진출 강화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지원
한국의 대중동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이원경 외무장관 중동 순방, 1985.11.15-28.
전4권. V.4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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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동과

MF번호

2015-23 / 9 / 1~210(210p)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중동 순방 준비 자료임.
1. 한·오만 외상회담 자료
인사 교환, 국왕 즉위 15주년 경축,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정상외교 기반 조성
한반도 정세 및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설명,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
쌍무 우호협력 관계 강화, 국제무대 협력 강화, 경제 관계, 건설 관계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 88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요청

인사 교환,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정상외교 기반 조성
한반도 정세 및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설명,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가 테러리즘 규탄, 쌍무 우호협력 관계 강화, 주한 쿠웨이트 상주공관 개설
국제무대 협력 강화, 경제 관계, 원유 추가도입, 체육·문화 교류 증진
쿠웨이트 항공 서울-동경 경유 회항 운수권 부여, 88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요청

3. 한·바레인 외상회담 자료
인사 교환,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정상외교 기반 조성
한반도 정세 및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설명,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
쌍무 우호협력 관계 강화, 주한 바레인 상주공관 개설, 국제무대 협력 강화, 경제 관계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 88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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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쿠웨이트 외상회담 자료

379

Caputo, Dante Mario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1985.4.17-20

| 85-032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4 / 1 / 1~354(354p)

1. 방한 경위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4.11.15. 태국 부수상을 위한 Dante Caputo 외상 주최 오찬에 참석, 동 외상에게 방한
가능성을 타진한바, 동 외상이 1985년 중 방한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고함.

아르헨티나
외무성 의전장은 1985.1.14. Caputo 외상이 2월 후반기 방한을 희망한다고 전하면서 한국 측 사정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Caputo 외상의 방한 기간 관련 주아르헨티나대사를 통하여 아르헨티나 측과 교섭한 결과,
380

1985.4.3. 동 외상이 1985.4.17.~20. 공식 방한할 예정임을 발표함.

2. 방한 결과
Caputo 외상은 1985.4.17.~20. 공식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국립묘지 헌화, 한·아르헨티나 외상회담, 국무총리 예방, KAIST 시찰
- 국무총리 주최 오찬, 대통령 예방 및 서훈,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잠실 경기장 시찰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현대중공업 및 현대자동차 시찰, 불국사 및 천마총 관광
전두환 대통령의 4.18. Caputo 외상 접견 시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Caputo 외상은 양국 간에 많은 사업을 해낼 수 있으며, 경제, 통상 교류를 넓혀 가면서 자원개발, 합작
투자 등을 공동으로 추진,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 전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이익에 도움이 될 협력 분야가
대단히 크며 기존 우호관계 위에 경제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시된다고 언급하고 알폰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함.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Caputo 외상 간 외상회담 시 주요 협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이 장관은 아르헨티나 7천 명의 한국 교포사회가 아르헨티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민사회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한성기업의 120세대 어업이민 정착문제도 아르헨티나 어업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Caputo 외상은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민을 장려하는 입장이며 한성기업 이민 문제는 양국 이주
실무협의회에서 다룰 것인바, 방한 전 아르헨티나 내무장관이 한국 이민의 근면성과 우수성을 고려,
향후 이민 접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하였다고 말하고,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에 특별 배려를 당부함.

Harris, Stuart F. 호주 외무차관 방한,
1985.4.28-5.1

| 85-032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24 / 2 / 1~63(63p)

1.	Stuart Francis Harris 호주 외무차관은 1985.4.28.~5.1. 한국을 방문하고 5.1. 외무부장관을 예방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호주 외무차관 언급 요지

- 헤이든 외상의 문안 전달 및 1985년 후반기 외무부장관 호주 방문 요망
- 외무부장관 호주 방문 시 남북한 관계 진전 상황 설명 및 한·중, 한·소 간 관계에 관한 의견 교환 요망
- 한·호 간 우호관계 감안,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대처 필요
- PECC 서울 회의의 조직 및 내용 호평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고무적인 태도 변화 설명
- 중국 어뢰정 사건 시 한국 측의 신속 조치 평가

2.	주호주대사는 1985.5.9. Harris 외무차관을 접촉한바, 동 차관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과 각각 면담할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대단히 유익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동 차관은 특히 한국의 남북대화 및 대중, 대소 관계에 관한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양측 외무성 간부 간의 보다 빈번한 접촉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한국 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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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 성과 설명
- 호요방 방호 시 남북한 및 한·중국 관계에 관한 한국 입장 전달 및 지지에 사의 표명
- 남북한 간 대화 현황 및 추이 설명
- 남북한을 통한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계속적 이해와 지지 요청
- 한·중국 관계 및 한·소 관계 현황 설명
- 88 올림픽 개최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Lanc, Erwin 오스트리아 전 외무장관 방한,
1985.10.21-11.2

| 85-032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24 / 3 / 1~21(21p)

1.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5.9.6. 세계 핸드볼협회 회장인 Erwin Lanc 전 오스트리아 외상이 서울 세계
여자 주니어 핸드볼 선수권대회 참석차 10.21.~11.2. 방한 예정임을 보고하고 동인이 현재에도 비엔나
시 당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임을 고려, 체한 중 외무부장관 면담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5.9.17. Lanc 회장의 한국 방문 시 외무부장관 예방 및 장관 주최 오찬을 계획하고 있음을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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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 구주국이 1985.10.29. 작성한 ‘외무부장관의 국제 핸드볼연맹 회장 면담자료’ 중 Lanc 회장
인적 사항 및 한·오스트리아 현안 문제는 다음과 같음.
인적사항: 어빈 란츠(Erwin Lanc), 1930년 생, 비엔나 대학 법학과 졸

- 비엔나 특별시 의원, 연방의회 의원, 체신상, 내무상, 외상
- 1남1녀(부인은 1983.11. 사망)
한·오스트리아 현안 문제

- 부총리 방오(한국 측 사정으로 연기)
- Sinowatz 수상, Gratz 외상, Fischer 과학상 등 주요 인사 방한 추진
- 과학기술 협력 협정 등 협정 체결 추진

보츠와나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4-85

| 85-0324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24 / 4 / 1~12(12p)

외무부는 1984.10.11. 주케냐대사가 제39차 유엔 총회 대책 관련 겸임국인 스와질랜드
(1984.9.9.~14.), 보츠와나(9.25.~10.1.) 양국에 출장한 후 건의한 사항 중 보츠와나 외무장관
방한 초청 등 보츠와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함.
1. KOTRA 무역관 개설
상공부 의견 조회 중이나 비공식 반응은 부정적
전임자에 비해 양국 관계 심화에 적극적인 신임 외상을 통해 상주공관 개설 재제의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1985년 중 편리한 시기) 초청장 전달 (1984.10.17. 주케냐대사에게 지시)

3. 무상원조
양수기: 스와질랜드 측 요청대로 시험용 수동 및 모터 펌프 송부 조치 중
지하수 개발림 지원: 관련 부처와 협의 중

4. 박람회 참가
상공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부정적 반응
나이로비 주재 상사 차원에서 참가 가능성 타진토록 주케냐대사에 지시

5. 상주공관 설치
상주대사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공관 설치가 곤란할 경우 대안으로 프랑스식 무역사무소 및 영사관(Trade
Office and Consulate)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 대사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본부 방침임을 주케냐대사에
통보하고 보츠와나 정부 입장을 적절한 기회에 타진토록 지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신임 외상 방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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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po Velasco, Jorge 볼리비아 외무차관 방한,
1985.6.10-14

| 85-032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4 / 5 / 1~77(77p)

1. 방한 경위
주볼리비아대사는 1985.5.9. 볼리비아 정부의 대북한 수교 검토와 관련, 북한의 수교책동 저지에 중요한
인사인 Crespo 외무차관을 서울 개최 국제개발 연찬회를 계기로 방한 초청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방한 결과
Crespo 외무차관은 1985.6.10.~16.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384

-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차관 예방, 외무차관 주최 만찬, 판문점, 대우 중공업, 삼성전자 방문
- 경제 부총리 예방, 국제개발 연찬회 참석, 구미공단 및 올림픽 시설 시찰
외무부장관은 1985.6.10. Crespo 차관을 접견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Crespo 차관은 볼리비아 정부가 대북한 문제로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아 왔으나 북한과
수교치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함.
- 동 차관은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바탕으로 한-볼리비아 혼성위원회 구성을 제의함.
- 외무부장관은 북한과 수교치 않기로 한 볼리비아 정부의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이 정책 전환을
가져올 때까지는 우방들에게 수교하지 말 것을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함.
- 외무부장관은 혼성위원회 1차 회의를 La Paz에서 60일 이내 개최하자는 제의에 동의함.
외무부차관은 1985.6.10. Crespo 차관과 면담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Crespo 차관은 한국 정부가 볼리비아에 대해 그간 공여해 준 경제 협력은 양국 간 관계 심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볼리비아 총선 후 신정부 출범 이전에 이러한 기존 협력 관계를 체계화시키고 협력 가능
분야를 설정, 신정부에 인계하여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함.
- 이를 위해 신정부 출범 이전 한국대표단을 La Paz에 파견하여 제1차 혼성위원회를 개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설정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설명함.
- 이에 대하여 외무부차관은 혼성위원회 개최 제의를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남북 관계, 88 서울 올림픽
준비 상황, 86 아시안게임 및 IMF 총회 개최 계획 등을 설명함.

볼리비아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1-85

| 85-0326 |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4 / 6 / 1~103(103p)

1.	주볼리비아대사는 1981.11월 북한이 볼리비아의 비동맹 회원국 지위를 구실로 외교관계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요인 초청과 경제협력 제의 등 집중적인 대볼리비아 수교 책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북한 침투 저지 대책으로 Gonzalo Romero 외상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주볼리비아대사는 12.18. Romero 외상을 방문,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며, 1982.4.15.
만찬 시 동 외상은 주재국 사정상 9~10월경 방한을 희망한다고 말함.

2.	외무부는 1982.10.22. 볼리비아 신정부와의 우의 증진 및 대북한 수교 저지를 위해 볼리비아 집권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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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인자(좌익혁명 국민운동 사무총장)인 Mario Velarde Dorado 외상을 방한 초청키로 하고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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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한바, 동 외상은 11.11. 주볼리비아대사와의 면담에서 1983년 봄 방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3.	1983.5.30. 주볼리비아대사는 5.16. 외상직에 취임한 Tamayo 외상의 요청으로 단독 면담한바, 동
외상은 한국 정부에 정치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주볼리비아대사는 동 외상 취임
후 북한의 각종 정략적 지원 제의를 거부하고 주한 공관장 임명, 한국산 타이어 수입을 추진한 점을
고려하고 북한 침투저지를 위해 정치자금의 지원을 수차례 건의함.
6.7. 외무부는 선진조국 창조의 국가 목표에 비추어 정치자금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하고
외상의 방한은 계속 추진할 것을 주볼리비아대사에게 지시함.

이후,
Tamayo 외상은 지속적으로 정치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방한을 연기하였으며, 8.25. 외상직을 사임함.

4.	외무부는 1984.2.24. Jose Ortiz Mercado 볼리비아 신임 외상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볼리비아대사관에 송부함.
주볼리비아대사관은 4.10. 내각 개편으로 외상이 경질됨에 따라 Ortiz 외상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본부에 반송함.

5.	주볼리비아대사는 1984.4.19. Gustavo Fernandez 신임 외상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동 외상을 방한 초청토록 지시하고 8.23.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6.	주볼리비아대사는 1985.8.6. 출범한 볼리비아 신정권과의 유대 강화 및 북한의 수교책동 저지 방안의
일환으로 Gaston Araoz 외상의 방한 초청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9.18.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동 외상은 1985.10.4. 주볼리비아대사와의 면담 시 1985년 중에는 방한이 어렵다고 말함.

Del Valle, Alliende Jaime 칠레 외무장관 방한,
1985.5.24-28

| 85-0327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5-24 / 7 / 1~472(472p)

1. 방한 결정
주칠레대사는 1984.3.5. Alliende Jaime del Valle 칠레 외상을 면담하고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
한바, 동 외상은 사의를 표하고 방한 시기는 추후 협의,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함.

외무부는
7.23. del Valle 외상의 방한을 칠레 측 제의대로 1984.12.3.~7. 접수키로 하였다고 통보하고 11.5. 칠레
외상의 방한 관련 보도 자료를 발표함.

피노체트
칠레 대통령은 11.6.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분 개각을 단행한바, 칠레 측은 del Valle 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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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방한할 예정임을 확인함.

2. 방한 연기
외무부는 1984.11.10. 주칠레대사를 통해 방한 일정안을 통보하면서 급작스러운 아세안 순방 일정 변경으로
인해 외무부장관이 del Valle 외상 이한 전인 12.5.에 출국하게 되었음을 칠레 외무성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함.

칠레
외무성 의전장은 11.13. 주칠레대사에게 Valle 외상의 방한 기간(12.3.~7.)이 수개월 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무부장관이 외빈 방문 기간 중 타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것은 의전 관례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함.

외무부는
11.14. 외무부장관의 아세안 회원국 순방이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며 방문국 사정으로 부득이 12.5.
출발하게 되었다면서 칠레 외상이 12.3. 오후 늦게 도착하여 12.4. 대통령, 총리 예방, 외상회담,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 만찬 등이 있으므로 사실상 주요 행사는 마치게 된다는 점을 칠레 측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주칠레대사에 지시함.

칠레
외무성 의전장은 11.15. 주칠레대사에게 칠레 외상이 한국만을 방문하는 것이나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공식 일정이 12.4. 하루밖에 안 되므로 한국 방문의 성과를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금번 방한 계획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함.

칠레
외무성 양자정무국장은 1985.2.6. 주칠레대사관에 del Valle 외상의 5월 하순 방한을 희망함.

3. 방한 결과
del Valle 칠레 외상은 부인 동반, 1985.5.24.~28.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서훈, 총리 예방, 총리 주최 오찬, 외상회담,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국립묘지 헌화, 국립박물관 관람, 잠실운동장 시찰, 경주 관광, 기자회견
-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시찰
5.25. 개최된 한·칠레 외상회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칠레 외상은 한국의 대북 기본 입장 및 유엔 한국 제반 문제에서 한국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을 약속하고
기술이전, 자본투자 등을 통한 새로운 경협 관계 형성을 희망한다고 말함.
- 외무부장관은 피노체트 대통령이 1986년 중이라도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함.

Ramirez Ocampo, Augusto 콜롬비아 외무장관
방한, 1985.5.30-6.2

| 85-032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4 / 8 / 1~407(407p)

1. 방한 경위
주콜롬비아대사는 1983.1.17. 콜롬비아 외무차관을 면담, 한국 국무총리의 콜롬비아 공식 방문 시 Lloreda
외상에 대한 방한 초청 사실을 상기시키고 1983.3월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계기 외상이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함.

콜롬비아
정부는 1984.6.28. Augusto Ramirez Ocampo를 신임 외상에 임명하였는바, 주콜롬비아대사는
7.6. Ocampo 외상에 대해서도 방한 초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초청장을 송부해 줄 것을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Ocampo
외상은 1985.2.19. 한국 대사 면담 시 6월 초순 중 한, 일, 중 3개국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함.

2. 방한 결과
Ramirez Ocampo 콜롬비아 외상은 1985.5.30.~6.2.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서훈,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외상회담
- 부총리 주최 오찬,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콜롬비아 외상 주최 리셉션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대우중공업, 판문점, 잠실운동장, 국립묘지, 콜롬비아 참전기념탑 방문
- 명예박사학위 수여(한국 외국어대학)
5.31. 개최된 한·콜롬비아 외상회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외무부장관은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 등을 설명하고 콜롬비아 측이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의 기도를
저지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1982년 이래 콘타도라 그룹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 지지해 왔음을 강조함.
- 콜롬비아 외상은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거론 시 한국의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으며 비동맹에서도
한국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특별 고려, 계속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콘타도라 그룹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함.
- 동 외상은 한국의 IDB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커피 수입 증대를 요청하고 어업, 광업 등
기술협력 분야에서의 초청 연수는 물론 더 많은 한국인들이 콜롬비아에 와서 한국의 기술전수 등을
통해 양국 간의 실질협력 관계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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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함.
주콜롬비아대사는 9.10. 콜롬비아 외상 주최 오찬에 참석한바, 동 외상은 1985년 초 한국, 일본, 중국 및 싱가포르

Said KAFE 코모로 외무협력 및 대외통상장관
방한, 1985.5.20-23

| 85-032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24 / 9 / 1~99(99p)

1. 방한 경위
주프랑스대사는 1985.3.13. 파리 체류 중인 Salim 코모로 회교 연방공화국 주재 명예영사가 한국 선박 구입
관련 대우 측의 판매 조건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으며 코모로 측이 조만간 납품 업체 선정을 해야 할 사정이므로
대우 측의 조속한 회답을 요망한다고 말했음을 보고함.

코모로
외무성은 Said Kafe 외상이 인솔하는 사절단 3명이 5.20. 방한, 유조선 구매 건 등을 협의할 예정임을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하고 한국 측 입장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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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코모로 외상 일행은 1985.5.20.~23.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우 회장 주최 만찬, 상공부장관 면담, 해협위 기획단장 면담, 대우 방문
- 주코모로 겸임대사 주최 만찬, 대우조선 시찰, 외무부장관 예방, 장관 주최 오찬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5.23. Said Kafe 코모로 외상을 접견한바,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코모로 외상은 금번 방한이 대우와 선박 수입 문제 논의를 위한 것인바, 대체로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고 말하고 코모로 대통령 친서를 전두환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외상은 코모로가 현재 세이셸, 모잠비크,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국에
둘러싸여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으며 인접국들이 코모로 현 정부의 전복 행위까지 손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바나나 수출이 여의치 않아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우방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요망된다고 말함.
- 외무부장관은 코모로의 어려운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겠으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더욱이 외상의 설명에 공감한다고 말하고 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후 검토하여 외교 경로를 통해
회신하겠다고 언급함.

Parades Pena, Diego 에콰도르 외무부 정무차관
방한, 1985.12.11-13

| 85-033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4 / 10 / 1~111(111p)

1. 방한 경위
주에콰도르대사는 1985.8.29. Diego Paredes Pena 에콰도르 외무성 정무차관이 대만 정부 초청으로 10월
초 4박5일간 대만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귀국길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서 한국 측 사정을 문의해 왔다고
보고하고 동 차관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외무부는
9.3. 동 차관의 방한 희망 시기가 IMF/IBRD 총회 개최 기간(1985.10.2.~11.)과 겹치므로 9월 하순
또는 10월 중순 이후의 가능한 시기를 타진, 보고할 것을 지시함.

Paredes 정무차관은 1985.12.11.~13.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차관 면담,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주한 에콰도르대사 주최 오찬 및 만찬
-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판문점 시찰
이상옥 외무부차관은 12.12. Padres 차관을 면담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외무부차관은 Padres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그간 양국 간의 활발한 인사 교류에 만족을 표하면서
에콰도르 정부가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함.
- Paredes 차관은 에콰도르가 한국의 유엔 가입을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혼성위원회의 결성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말함.
- 이 차관은 한국은 민간기업의 진출, 합작을 통한 양국 간 경제관계 심화를 희망하며 혼성위원회를
1986년 중 개최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함.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2.17. Paredes 차관을 접견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이 장관은 에콰도르 정부가 남북한 관계 및 여타 세계 문제에 대해 한국의 기본 입장을 이해하고
성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함.
- Paredes 차관은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바, 이 장관은
현안인 투자보장협정 등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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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Teran Teran, Edgar 에콰도르 외무장관 방한,
1985.5.13-16

| 85-033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4 / 11 / 1~365(365p)

1.	주에콰도르대사는 1985.2.26. Edgar Teran Teran 외상을 면담한바, 동 외상은 한국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5.12.~16. 방한할 것임을 통보해 옴.
2. Teran 외상은 부인 동반, 1985.5.13.~16.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서훈, 국무총리 예방, 외상회담 및 문화협정 서명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상공부장관대리 면담, 국립묘지 헌화, 잠실운동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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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에콰도르대사관 방문, 기아산업 시찰, 판문점 시찰, 국립박물관 시찰
부총리 내외 주최 오찬,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 에콰도르 외상 내외 주최 리셉션

3.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5.14. Teran 외상과 회담을 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Teran 외상은 1984년 8월 출범한 에콰도르 신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다방면에서 심화 확대하고자 하며 동
일 서명된 문화협정과 같이 문화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를 가
일층 긴밀화하고자 한다고 말함.

- 동 외상은 경제적으로 한국 기업의 에콰도르 진출이 바람직스러우며 에콰도르 정부는 필요시 자유무역
지대 건설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동 외상은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이 편리한 시기에 에콰도르를 방문해 달라는 코르데로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해 왔으며 외무부장관 내외도 에콰도르를 방문해 달라고 말함.
외무부장관은 한국이 에콰도르로부터 일당 5만7천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에콰도르 진출을 위해 양국 간 투자보장 협정 체결이 매우 소망스럽다고 말함.

- 이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비동맹 회원국인 에콰도르의 협조를 요청한바, Teran 외상은 에콰
도르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함.

4.	주에콰도르대사는 1985.6.26. Teran 외상을 면담한바, 동 외상은 금번 방한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제반
협력은 물론, 한·에 양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함.

Marcelino NGUEMA Onguene 적도기니 외교장관
방한, 1985.6.7-11. 전3권. V.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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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카메룬대사는 1984.9.26. 적도기니에 출장, Marcelo Nguema 외상을 면담한바, 동 외상은 Obiang
대통령의 방한이 가급적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사전교섭차 한국 방문 의사를 밝힘.
동 외상은 Obiang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1985년 전반기에 방한을 희망하고 있으며 자신은 1985년 초 방한을
희망한다고 말함.

2.	주카메룬대사는 1984.10.31.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장을 카메룬 주재 적도기니대사관에 전달
한바, 적도기니 측은 Nguema 외상의 방한이 1985년 2월 중순에 실현되기를 희망함.

방한 시기로는 적합지 않음을 Nguema 외상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바, 동 외상은 방한 시기를
4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고함.
4.	주카메룬대사는 1985.2.14.~16. 적도기니에 출장, Nguema 외상을 면담하고 동 외상의 방한 기간을
5.28.부터 4박5일로 일단 결정한바, 동 외상은 방한 중 토의 의제로 Obiang 대통령 방한문제, 어업협력
협정 체결문제, 차관에 의한 호텔 건설문제, 각종 생필품, 공산품의 연불차관에 의한 공급문제, 석유
탐사 참여 기타 공업화 협력문제 등을 언급함.
5.	Nguema 적도기니 외상은 1985.6.7.~11. 방한한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예방 및 훈장 수훈, 국무총리 예방, 외상회담, 수산청장 면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국립묘지 헌화,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수산진흥원 시찰, 공동어시장, 남양어망(주) 시찰
잠실 올림픽경기장 시찰, KOEX 시찰,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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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카메룬대사는 1985.1.21. 적도기니 측에 1985.2월 방한은 한국의 총선거, 구정, 공관장회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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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ino NGUEMA Onguene 적도기니 외교장관
방한, 1985.6.7-11. 전3권. V.2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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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1985.6.14. 작성한 대통령 앞 적도기니 외상 방한 결과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한·적도기니 외상회담(6.8.)
한국 측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적도기니 정부의 깊은 이해와 협조에 사의 표명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문제가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도기니 측에 영향력 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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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기니 측은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노력에 원칙적으로 전적인 지지를 표명
적도기니 측은 한국이 조속한 시일 내 UN 의석을 갖게 되기를 희망
적도기니는 주택, 사회간접자본, 스포츠, 수산 분야 한국의 협력 제의를 수용할 용의 표명

- 필요시 투자보장협정 체결 용의 표명
한국 측은 1985년에 1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제공 예정

- 1984년 선박엔진 및 어로장비 지원

2. 국무총리 예방(6.10.)
적도기니 외상은 자국이 농업국이므로 협력 전망이 큰 것은 카카오, 커피, 목재 분야이고 지하자원으로 광물도
있고 석유 매장 가능성도 있으니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함.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는 상호 고위인사 및 연수생 교류 등을 지속하면 양국 간 유대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현 단계로서는 호전적인 북한이 있어서 양국 간 관계 심화가 어려우나 3~4년 후면 한국의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되므로 협력 관계는 가일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함.

3. 수산청장 면담(6.8.)
양국 간 어업협력 증대, 연수생 및 기술자 파견, 적도기니 경제수역 내 한국어선 진출 등 수산 분야 협력
가능성을 협의함.

적도기니
측은 어업협력협정 초안을 수산청장에게 전달하고 수산청장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함.

4. 공동성명 발표
양국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하여 88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기원하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88 올림픽에
대한 적도기니의 외교적 지원을 기대함.

Marcelino NGUEMA Onguene 적도기니 외교장관
방한, 1985.6.7-11. 전3권. V.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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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아프리카국이 작성한 1985.6.8.‘한·적도기니 외상회담 자료’중 회의 주요 의제별
언급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인사 교환
방한 환영 및 양국 간 우호친선 관계 증진을 위해 진력해 온 외상의 노고에 사의 표명

2. 적도기니의 정치, 경제 발전 치하
대하여 경의 표명

3. 적도기니의 한국 입장 지지에 사의
북한의 방해에도 불구, 유엔, 비동맹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계속 지지해 준 데 대하여 사의 표명

4. 국제 정세 및 아프리카 정세
동서 대립 및 군비 경쟁 지속이 세계 평화와 안정 위협, 남북 문제의 심화 언급
나미비아 독립,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 차드 사태, 서부 사하라 문제, 아프리카 한발사태 등

5. 동북아 정세
6. 한반도의 정치, 군사 정세
7. 한반도 통일과 남북대화
8.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 희망 표명
수산 분야 협력 용의, 1984년도 1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공여, 원양어업 전진 기지 설치 가능성 검토

9. 서울 올림픽 준비 상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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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8월 오비앙 대통령의 취임 이래 온 국민이 단결하여 정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고 있는 데

Wolde, Goshu 이디오피아 외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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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3.8.5. Goshu Wolde 외상을 면담한바, 동 외상 언급 사항은 다음과 같음.
한국의 경이적 국가 발전을 찬양하고 양국의 기존 전통적 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면서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함.

방한
가능성 관련, 동 외상은 1983년에는 일정이 바빠 불가능하나 유엔 등에서 한국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1984년에는 기회를 보아 방한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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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4.6.1. 주재국 외상과의 면담을 요청 중에 있다면서 외상 면담 시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초청을 전달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외무부는 6.4. 동 건의를 승인함.
외무부는 6.7. Wolde 외상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3.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4.11.22. 아디스아바바 주재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1984.11월 일본 아베
외상이 에티오피아 방문 시 Wolde 외상을 방일 초청하였음을 언급하였다고 보고한바, 외무부는
11.27. Goshu Wolde 외상의 방일 시기를 탐문, 동 외상의 방일 계제에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지시함.
4.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5.2.20.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 Wolde 외상의 극동 방문 계획 및 방
한 가능성을 타진한바, 동 국장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2.25.~3.5. OAU 각료회의(이사회) 이후에야 결
정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외상과의 면담 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Sallah, Ousman A. 감비아 외무차관 방한,
1985.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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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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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6.1.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9월)에 대비, 감비아의 한국 입장 적극 대변 역할을 확보키
위하여 감비아의 Osman A. Sallah 외무차관을 부부 동반 항공료 및 체재비 한국 측 부담 조건으로
방한 초청키로 결정함.
2. Sallah 외무차관 부처는 1985.9.18.~24.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새마을 시범부락 시찰, 올림픽 조직위 방문, 올림픽 경기장 시찰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 포항 종합제철소 시찰, 경주 시내 관광, KOEX 시찰

3. 이상옥 외무부차관은 1985.9.19. Sallah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 차관은 방한을 환영하고 앙골라 비동맹 회의에서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북한이 이제는 비동맹이
북한 일방의 무대가 되도록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Sallah
차관은 앙골라 비동맹 회의에서 한국 관련 3개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127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기하고 우방들이 동조한바, 북한은 세 불리함을 깨닫게 되었고 127항 대신 인도 뉴델리에서 채택 선언된
119항을 수락키로 쉽게 타협함으로써 북한은 비동맹회의에서 자의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함.

- 동 차관은 쿠바 대표단이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주최 안을 들고 나와, 본인이 이는 IOC 헌장에 위배되므로
감비아가 수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하자 쿠바는 자동 취하하여 없었던 일로 되었다고 설명함.
- 동 차관은 비동맹운동 전체로서의 방향 변화가 엿보였으며 회원국들이 보다 현실주의적이 되었고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면서 한국이 바로 이 비동맹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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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 예방 및 서훈, 통일원 장관 예방, 외무차관 면담, 외무차관 부처 주최 만찬
국회 외무위원장 예방 및 국회 시찰, 국립박물관 및 비원 방문, 땅굴 시찰

Genscher, Hans-Dietrich 독일 외무장관 방한,
1985.7.6-9.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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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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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동휘 외무부차관은 1981.10.23. 정책협의회 참석차 독일을 방문, Von Staden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Hans-Dietrich Genscher 독일 외상에 대한 노신영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방한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함.
Genscher 독일 외상은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하여 11.9. 방한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나 현재의 제반 업무를
고려할 때 방한 시기는 예측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답신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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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양국 외무부는 Genscher 외상의 1982.7월, 10월 및 1984.10월 방한 가능성을 협의하였으나,
독일 측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1984.11.28.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Genscher 외상은 당초 1985.3월 방한 의사를 표시함.
동 외상은 방한을 앞두고 갑자기 브라질 대통령 위임식(3.15.) 경축사절로 지명됨에 따라 부득이 방한을 연기,
1985.7월 공식 방한키로 확정됨.

3. Genscher 외상 내외는 1985.7.6.~9.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예방 및 서훈, 국무총리 예방 및 국무총리 주최 오찬, 국회의장 대리 면담
외상회담,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 상공부장관, 통일원장관, 과기처장관 면담
국회의장대리 예방, 민정당 대표위원 면담, 신민당 총재 면담, 김수환 추기경 면담
고려대 명예박사학위 수여, 과기원 강연, 판문점, 서울 종합운동장 시찰
겐셔 외상 주최 리셉션, 국립묘지 헌화, 기자회견

4. 한·독 외상회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독 관계

- 대통령의 서독 방문 관련 협의
-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독일 측 지원의사 표명
한반도 및 주변정세 및 88 서울 올림픽(한국 측 설명)
동·서 관계 및 동·서독 관계, 독일의 대아시아 관계(독일 측 설명)

5. 상공부장관과 Genscher 외상 간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경제기술 협력 분야

- 양측은 양국 간 중소기업 협력, 기술이전 및 경제계 인사교류 확대에 합의
교역 분야

- 독일 측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 희망, 한국의 수입규제 및 관세장벽 완화 요청
- EC의 대한국 GSP 축소 및 철폐 움직임 설명

Genscher, Hans-Dietrich 독일 외무장관 방한,
1985.7.6-9. 전2권. V.2 의전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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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언론의 Genscher 외무장관 관련 보도 내용
서울신문은 1985.7.9.‘경협 증대로 한국발전 기여’제하 기사를 통해 방한 중인 겐셔 서독 외상이 8일 기자
회견에서“서독 정부는 한국과 경제·과학·기술협력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한국 경
제 발전에 기여할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고 보도함.

경향신문은
7.9.‘한국에 기술이전 용의’제하 기사에서 방한 중인 겐셔 외상이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88 서울 올림픽을 무력으로 방해하는 것을 반대한다”
고 말하고“그러나 무엇보다 그 때까지 한국
내의 정세가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으며“서독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원한다면 최고

2. 외무부가 작성한 양국 외무장관 단독면담 시 외무부장관 말씀 요지
한국 정부는 현재 전두환 대통령의 1986년 상반기 중 독일, 영국, 프랑스 3개국 순방을 검토 중인바, 순방
목적은 전통 우방인 유럽 선진 지도자들과 정상외교를 통한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고 쌍무 협력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있음.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독일을 방문한 바 있으나 금번 유럽 순방이 실현되는 경우 전두환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 되기 때문에 의전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예우가 수반되기를 바라며 국빈 방문(State Visit)으로
예우해 줄 것을 요청함.
 대통령의 바이체커 대통령에 대한 1987년 중 공식 방한 초청 의사를 바이체커 대통령에게 보고해 주기
전
바람.

3. 독일 외무장관의 인적 사항
성명: 한스 디트리히 겐셔 (1927년 생)
학력: 할레 대학 및 라이프치히 대학 졸 (법학 및 경제학)
경력: 1952년 자민당 입당

- 2차 국가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자격 획득)
- 자민당 하원 원내의원단 간사
- 연방 하원의원
- 자민당 부당수
- 연방 내무상
- 자민당 당수
- 1974.5.~현재 연방 부수상 겸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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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기술을 이전할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고 보도함.

Venkateswaran, A. P. 인도 외무부 동아차관
방한, 1985.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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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Ghose 주한 인도대사는 1985.3.6.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과의 면담 시에 고위인사 방한과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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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외무부 Venkateswaran 동아담당차관 일행 3명이 5월 셋째 주 방한, 한국 외무부와 양국 관계
전반에 관한 협의를 갖기를 희망함.
- 정책협의회 또는 합동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정식으로 구성하지 않고 양국 외무성 고위관리 간의
교환방문을 통한 협의를 희망함.
인도 외무성 Kalha 동아 차관보는 5.7. 주인도대사에게 Venkateswaran 외무차관 일행이 6.8.~12. 방한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며, 외무부는 Venkateswaran 차관 일행의 동 기간 방한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함.

인도
외무성 Kalha 동아 차관보는 6.2. 주인도대사에게 전화, 수상실 지시로 6.3.부터 예정되었던
Venkateswaran 차관 일행의 일본 및 한국 방문이 연기되었다고 통보함.

- 동 차관보는 6.3. 간디 수상의 6.6.~19. 해외 순방에 Venkateswaran 차관이 수행하라는 수상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함.

2. 방한 결과
Venkateswaran 차관은 1985.6.23.~28. 방한한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예방 및 면담, 경제기획원 차관 면담
- 한국경제 현황 브리핑 청취, 판문점 시찰, 올림픽 조직위 방문, 잠실 종합운동장 시찰
- 포항제철 시찰, 경주 관광,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시찰,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주한 인도대사 주최 만찬
한·인도 외무차관 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국 측은 한반도 정세 및 서남아 정세 설명
- 한국 측은 한국 문제 불토의 희망 등 한국의 대비동맹 입장 설명
- 인도 측은 무역 역조의 조속한 시정 촉구, 양국 간 합작투자 증진
- 인도 측은 원양어업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희망, 해운협정 체결 희망
- 인도 측은 싱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 전달(인도 방문 조속 실현 희망)

Ali Abdusalam AL-TREIKI 리비아 외무장관 방한,
1985.7.29-8.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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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외무부는 1984.10.23. 리비아의 Al-Treiki 외상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 서한을 전달하도록 주리비아
대사에게 지시함.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Abdulssayed 대표는 1984.12.6. 외무부 중동국장을 방문하고 리비아 Al-Treiki 외상이
한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을 수락하는 공한을 전달함.

- 동 대표는 동 외상 방한 기회에 한·리비아 공동위 개최를 희망하고 개최 시기를 1985.5월 또는 6월로
조정할 것을 요청함.

Al-Treiki 외상은 1985.7.29.~8.1. 공식 방한하여,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 예방 및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외상회
담을 통하여 양국 간 관계 증진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방한 중 제1차 한·리비아 공동위
원회를 공동 주재함.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7.30. Al-Treiki 외상과 회담을 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이 장관은 한국의 남북한 간 직접대화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통일 시까지의 잠정적인 방안으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에 협조를 요망함.
- 이 장관은 비동맹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건설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협조를 요망하고 88 올림픽에
대한 리비아의 참가 및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인정한다고 언급함.
- Al-Treiki 외상은 외세 개입 없이 관련 당사자들 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동맹 회의 관련 한국이 처한 상황에 유념하겠다고
말함.

3.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10.8. 리비아 Al-Treiki 외상과 면담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카다피 지도자가 초청한 혁명 기념일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함.
Al-Treiki 외상은 현재의 양국 관계에 만족을 표한 후 양국 간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 한국이 리비아로부터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해 줄 것을 희망하고, 경제기술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함.
 장관은 양국 외무장관의 상대국 방문 기회에 경제기술문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바, 동 외상은
이
환영을 표시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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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 Abdusalam AL-TREIKI 리비아 외무장관 방한,
1985.7.29-8.5. 전2권. V.2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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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Al-Treiki 리비아 외무장관 방한과 관련한 양국 간 의전 사항에 대한 협의 내용임.
1.	리비아 외무성 협력국장은 1985.7.10. 주리비아대사에게 Al-Treiki 외상이 전두환 대통령 예방이
어렵더라도 예정대로 방한할 것이라고 함.
2. 외무부는 1985.7.12. 주리비아대사에게 다음 사항을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함.
400

Al-Treiki 외상의 착한·이한 일시 및 항공편, 리비아 출발 후 귀국 시까지의 전 항공 일정
외상 인적사항, 기호, 기피음식, 음주 및 흡연 여부, 혈액형, 사용 언어, 외상 부인 사항
서열 순 수행원 명단, 경호원 동반 시 총기류 반입 여부, 훈장 수훈 가능 여부
선물 지참 여부, 선발대 규모, 방한 시기, 비행 일정 및 협의 사항

3.	리비아 외무성 협력국장은 1985.7.16. 주리비아대사에게 외상 방한 시 부인을 동반할 것이며 수교
훈장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4.	리비아 외무성 협력국장은 1985.7.21. 주리비아대사에게 리비아 대표단은 외상, 주택성 장관, 대수로
담당 장관,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대표 및 외상 부인 포함 총 13명이라고 통보함.
5. Al-Treiki 외상은 1985.7.29.~8.5. 방한한바, 주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립묘지 헌화,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상회담,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개회식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찰,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 국무총리 예방
서울종합운동장 및 삼성전자 시찰, 건설부장관 주최 만찬, 삽교천 방조제 시찰
운정 양수장 시찰, 럭키금성 안양연구단지 시찰, 한·리 공동위 폐회식

Tenku Ahmad RITHAUDDEEN 말레이지아 외상
비공식 방한, 1985.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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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5.5월 Rithauddeen 말레이시아 외상이 5.19. 한·말레이시아 월드컵 축구 예선
참관차 축구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5.16.경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외무성에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고함.
2.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5.5.14. 말레이시아 외상 특별보좌관에 확인한바, Rithauddeen 외상의 방한
일정이 5.18. 서울 도착, 5.21. 서울 출발이고 외상의 방한이 사적 방문이며 전 국왕인 Pahang 축구협회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고함.
3.	중앙일보는 1985.5.22. ‘말레이시아 외상, 한국축구 승리 축하’ 제하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지난 18일 내한해 한·말레이시아 축구 경기를 관람했던 Rithauddeen 외상은 21일 한국의
기량을 칭찬하고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바란다는 서한을 이원경 장관에게 전달하였
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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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부수상 등의 방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무성 내에서도 일체 비밀에 부쳐져 왔음을

Fathulla JAMEEL 몰디브 외무장관 방한,
1985.10.3-10

| 85-034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25 / 10 / 1~27(27p)

1.	주스리랑카대사는 1984.2.18. 스리랑카를 방문 중인 몰디브의 자밀 외상과 면담한바, 동 외상은
1983년 방한 중 한국 외무부장관이 1984.2~3월에 몰디브 방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방문해 주기를 희망하고 방문 시기를 알려 달라고 요망함.
2.	몰디브 외무성은 1985.10.2. 주스리랑카대사관에 Jameel 외상이 IMF/IBRD 연차 총회 몰디브 대표
단장으로 방한 예정임을 알리면서 대표단원에 대한 공항 입국사증 발급 편의 및 외상에 대한 관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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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를 요망함.
3.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10.8. Jameel 몰디브 외상과 면담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 장관은 몰디브 방문 초청에 감사하고 방문 가능 여부는 10월 말경에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자밀
외상은 1985.11.14.~21. 가윰 대통령을 수행, 오만 국왕 즉위식 참석 예정이라면서 동 기간을 제외한
어느 때라도 몰디브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함.

자밀
외상은 금번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시 북한 지지 국가 수도 많지 않았으며 이들 국가의 압력도 과거에
비해 강하지 않았다면서 다수가 현실적인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 방안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함.
 장관은 몰디브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비동맹 회원국도 아니고 앙골라와 외교관계도 없는 불리한
이
입장이었는데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크게 힘입었다고 답변함.
 장관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한 관계 및 88 올림픽 등을 설명함.
이
자밀 외상은 몰디브가 소규모 선수단이지만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에 대표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함.
이 장관은 몰디브에 제공키로 되어 있는 무상원조는 예산 사정상 1986년 중으로 연기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한바, 자밀 외상은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함.

Niaz Ahmad NAIK 파키스탄 외무차관 방한,
1985.3.15-18

| 85-034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25 / 11 / 1~183(183p)

1.	주파키스탄대사는 1984.8.22. Naik 파키스탄 외무차관의 방북 결과를 보고하면서 동 차관의 방북
효과 상쇄 및 한·파키스탄 간 우호 증진 견지에서 동 차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외무부는 8.23. Naik 외무차관의 1984년 내 방한을 추진하도록 승인함.
Naik 외무차관은 9.3. 서한을 통해 방한 초청을 수락함.

2.	주파키스탄대사는 1985.2.3. 파키스탄 외무성 Sattar 차관보를 면담, Naik 외무차관의 방한 가능성을
거론한바, 동 차관보는 3.5. 외무차관 일행이 1985.3.13.~14. 일본 방문 후 2~3일간 방한하게 될 것이
추후 양측 간 협의를 거쳐 파키스탄 외무차관의 방한 기간은 1985.3.15.~18.로 최종 결정됨.
3.11. Naik 외무차관 일행의 일본 방문을 위한 출국 이후 동 차관의 지아 파키스탄 대통령의 소련 방문 수행
여부와 관련 방한 기간 단축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동 차관의 방한은 예정대로 진행됨.

3.	Naik 외무차관은 1985.3.15.~18. 방한하였으며, 이상옥 외무부차관은 3.16. 동 차관을 면담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 차관은 한국 외교 정책,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한·소 관계 등을 설명함.
Naik 차관은 이란·이라크 전, 아프간 사태, 파키스탄·인도 관계, SARC 관계, 파키스탄·중국 관계,
파·일 관계, 파·미 관계, 회교권-EC 관계 등을 설명함.
 차관은 파키스탄 지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아 대통령의 최초 방한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커다란
이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함.

Naik
차관은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방한 성과가 있기 바라며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나 중요한 것은 교섭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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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함.

Sheikh Suheim Bin Hamad AL-THANI 카타르
외상 방한, 1985.3.26-4.1

| 85-034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5-25 / 12 / 1~85(85p)

1.	주카타르대사는 1985.3.11. 황태자 임명 문제와 관련, 외상직 수행을 거부함으로써 국왕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Sheikh Suheim Bin Hamad AL-THANI 카타르 외상이 3.26.~30. 왕실 2호 전용기편으로
사적 방한할 예정임을 보고함.
카타르 외무성은 주카타르대사에게 구체 사항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일본 상주 주한대사가 외상의 체한
편의를 주선할 예정이라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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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카타르대사는 1985.3.13. AL-THANI 외상 수행원이 총 20명이며 사적 여행이라고 말하면서
체한 일정 등은 동경 상주 주한 카타르대사가 주선할 것이나 동 외상의 최초 방한 및 현 직책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함.
3. AL-THANI 외상은 1985.3.26.~30.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장관 면담 및 장관 주최 만찬, 올림픽 조직위 시찰, 잠실 올림픽경기장 시찰
대우중공업 시찰, 창덕궁 관람, 회교사원 방문

4.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3.27. AL-THANI 외상을 면담한바, 카타르 측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전두환 대통령과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카타르 방문 구두 초청
가까운 장래의 주한 카타르 상주공관 설치에 대해 언급
이스라엘·이집트 전의 조기 종식을 위한 한국의 특별한 역할 부탁

Tovua, Paul 솔로몬아일란드 외상 방한,
1985.4.25-5.2

| 85-034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25 / 13 / 1~70(70p)

1.	외무부는 1985.4.4. 주피지대사에게 KDI가 4.29.~5.2. 서울 개최 예정인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 솔로몬 Tovua 외상을 방한 초청하였다고 알리고 동 외상의 회의 참가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함.
주피지대사는 4.22. Tovua 외상이 PECC 회의 참석차 외무성 관계관을 대동, 4.25. 서울 도착 예정이며 VIP
예우를 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하고 동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건의함.

2. Tovua 외상은 1985.4.25.~5.2. 방한하였는바, 주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립박물관 시찰, PECC 회의 참석

3. 이상옥 외무부차관(장관대리)은 4.26. Tovua 외상을 면담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 외무부차관 발언 요지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기본 입장 설명
- 남북대화 진전 상황 설명
- 88 올림픽 개최 홍보
- 북한의 화·전 양면전략 설명
- 태평양지역 협력 중요성 강조
Tovua 외상 발언 요지

- 한반도 문제는 외세의 간섭 없이 상호 간의 직접대화에 의해 정상화되어야 하며, 솔로몬 정부는 한국의
대화 노력을 지지함.
- 솔로몬은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되기 이전에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을 것임.
- 한국이 솔로몬의 원자재를 많이 구입해 줄 것을 희망함.
- 한국 기업이 솔로몬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한국 정부가 유도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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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대리 면담, 외무부장관대리 주최 비공식 만찬, 수산청장, 산림청장 예방
판문점 시찰, 이건산업 시찰 및 이건산업 사장 주최 만찬, 현대종합목재 사장 주최 만찬

Bodstroem, Lennart 스웨덴 외무장관 방한,
1985.1.19-22. 전3권. V.1 1983-84

| 85-0347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실

MF번호

2015-25 / 14 / 1~206(206p)

1.	주스웨덴대사는 1983.5.11. 수상 외교담당 보좌관을 면담 시 Bodstroem 외상의 아시아 방문 계획을
문의한바, 동 보좌관은 외상의 방한 문제를 외무성과 협의해 줄 것을 제의하였으며, 주스웨덴대사는 본부
훈령에 따라 스웨덴 외무성 정무4국장(아시아담당)과 면담하고 외상의 아시아 방문 계획을 확인함.
외무부는 5.21. 2박3일 체한 일정으로 외상의 방한을 추진토록 지시함

2.	주스웨덴대사는 1984.7.6.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1985년 초에 외상이 방한키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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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고 말함.
3.	외무부는 1984.10.16. Bodstroem 외상이 1985.1.19.~23. 방한해 줄 것을 희망하는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하였으며, Bodstroem 외상은 회신에서 방한 초청을 수락하고 자신의 방한이
양국 관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4. 외상 방한 준비 과정에서 한·스웨덴 양측이 협의한 외상회담 의제는 다음과 같음.
세계정세 개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유럽 및 북구 정세
정무, 경제·통상 관계 등 양자 관계

5.	Bodstroem 외상 내외는 7명의 공식 수행원 및 기자단을 대동하고 1985.1.19.~22. 공식 방한한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내외 예방, 국무총리 예방, 국무총리 내외 주최 오찬,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
외상회담, 한·스웨덴 협력협정 서명, 스웨덴 대사 주최 리셉션, 기자회견
판문점 시찰, 동양전자통신 시찰, 외상 내외 주최 오찬, 국립묘지 헌화, 국립박물관 관람

Bodstroem, Lennart 스웨덴 외무장관 방한,
1985.1.19-22. 전3권. V.2 1985

| 85-0348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실

MF번호

2015-25 / 15 / 1~254(254p)

외무부가 1985.1.23. 작성한 대통령 앞 Bodstroem 스웨덴 외상 방한 결과에 관한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방한 의의
북구 제국의 외상으로서는 최초의 방한으로서 북구 제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 제고 반영
동 외상의 방한은 스웨덴이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표면상 남북 등거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통상

2. 외상회담 결과
제1차 외상회담

- 한국 측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및 남북대화 현황을 설명함.
- 스웨덴 측은 한국의 남북대화 노력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에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북구 정세를 설명함.
제2차 외상회담

- 한국 측은 대아프리카 관계 개선, 북구 제국과의 협력 강화,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스웨덴의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의 정치·사회 발전 현황을 설명함.
- 스웨덴 측은 한국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약속하고 한국의 정치·사회 발전 현황에 깊은 이해를 표함.
- 양측은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 확대 및 교역 증대가 호혜적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함.
한·스웨덴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 협력협정 서명

3. 스웨덴 외상의 기자회견 시 주요 언급 내용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 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적극 지지함.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독일 방식과 같은 실질적 방법으로 생각하여 이를 지지함.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스웨덴은 언제까지라도 판문점 중립국 감시위원단(NNSC) 활동에 계속
참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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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등 한국과의 실질적 관계 증진 필요상 사실상 한국 우위 차등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또한
종래 비판적이었던 스웨덴의 대한국 언론 및 여론을 크게 순화시키는 계기 마련

Bodstroem, Lennart 스웨덴 외무장관 방한,
1985.1.19-22. 전3권. V.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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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구주국이 1985.1월 작성한‘스웨덴 외상 방한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Bodstroem 외상 약력 및 인적 사항
2. 외상회담 자료 주요 내용
국제 정세
408

- 강대국 간 대립과 국지 분쟁의 지속
- 국제 경제의 불안정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한국의 남북대화 및 평화통일 노력
태평양 연안 노력
구주 및 북구 정세

- 구주 안보 정세
북구 및 스웨덴 정세
한·스웨덴 관계

- 양국 관계 발전 만족 표명
- KAL기 사건 및 버마사건 시 지지 사의 표명
서구 제국의 균형적 대북한 접촉 요청
한국의 대동구권 및 아프리카 전선국가 관계 개선 측면 지원 요청
통상 증진 및 경제 협력
북구 제국과의 협력 강화 희망
88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요청

Fall, Ibrahima 세네갈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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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3.29. 기존 한·세네갈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1985.9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
대비한 한국 입장 지지 교섭을 위해 주세네갈대사의 건의에 따라 Ibrahima Fall 신임 외상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세네갈대사관에 송부함.
2.	주세네갈대사는 1985.4.26. Fall 외상을 방문, 초청장을 전달하고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한바, 동 외상은
한국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조속히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 주겠다고 함.
409

국장은 현재로서 외상 명에 의하여 11.10.~20. 사이를 방한을 위해 비워 놓고 있다고 말함.
4.	주세네갈대사는 1985.8.8. Fall 외상 내외 주최 레바논대사(외교단장) 송별 리셉션에 참석한 기회에
외상에게 방한 시기를 문의한바, 동 외상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Diouf 대통령의 OAU 의장 당선으로 예상 외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며 당초 잡아 두었던 11.10.~20. 방한
예정 기간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OAU 관계 출장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기간으로 변경하게 될
것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함.

5.	주세네갈대사는 1985.8.22. 외무성 정무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Diouf 대통령의 OAU 의장 당선
후 대통령 및 외상의 일정 재조정 결과 외상의 1985년 중 방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함.
6.	주세네갈대사관은 1985.9.20. Fall 외상 명의 이원경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외무부로 송부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Abdou Diouf 대통령의 OAU 의장 피선에 따른 장관 명의 축하 서신을 접수하였으며,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함.

본인에
대한 방한 초청은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바이며 구체적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음.
세네갈이 OAU 의장을 맡는 동안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히 되기를 희망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세네갈대사는 1985.7.25. 세네갈 외무성 정무국장을 면담하고 Fall 외상 방한 문제를 협의한바, 동

Alvarez, Glenn A. 수리남 외무차관 방한,
198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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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수리남대사는 1985.1.7. Amanh 외무차관이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되고 외무성의 Glenn A. Alvarez 유엔과장이
외무차관에 임명되었음을 보고하고 1.24. 신임 차관의 좌경 성향 등을 고려, 수리남에 대한 북한 침투 저지
차원에서 외무차관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외무부는
1.30. Alvarez 신임 외무차관을 항공료 및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방한 초청키로 결정하고 초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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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함.

7.29.
Alvarez 차관은 1985.10.14.~18. 방한을 희망하였고 외무부는 이를 수락하였으나, 9.18. 동 차관은
11.5.~9. 방한을 희망한다고 수정 제의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기간 방한을 수락함.

2. 방한 결과
Alvarez 외무차관은 1985.11.5.~9. 방한한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외무부장관 예방, 한·수리남 외무차관 회담.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수출입은행장 면담
- 핀문점 시찰, 잠실 종합운동장 시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시찰, 한국개발연구원 방문
- 국립수산진흥원, 한국어업기술연수소, 부산 공동어시장, 대림수산 냉동공장 방문
11.6. 이상옥 외무부차관과 Alvarez 차관 간의 외무차관 회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이 차관은 한·수리남 양국이 1975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관계가 증진되고 있으며 Udenhout 수상 및
John Kie Sim 외상 방한으로 더욱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
경제회담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함.
- Alvarez 차관은 수리남 정부의 외교정책 중 하나가 한반도의 직접대화 지지이며, 수리남 정부는
비동맹 및 유엔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하였다고 설명함.
- Alvarez 차관은 Sim 외상 방한 시 차관 문제를 수출입은행과 협의한 바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배려를
바란다고 언급함.
- 이 차관은 수리남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하도록 요청하겠으며 한국 정부가 수리남과 기술협력을
증대해 왔다면서 이러한 기술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함.

Brunner, Edouard 스위스 외무성 국무상 방한,
1985.5.1-7

| 85-035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26 / 4 / 1~150(150p)

1. 방한 경위
주스위스대사는 1984.1.23. 스위스 외무성 Edouard Brunner 국무상이 1985.4.28.~5.10.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동인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 국무상(Secretary of State)직은 스위스 연방 7개 성 중 외무성과 경제성에만 있는 직위로서 차관에
해당됨.
외무부는 1985.1.28. 스위스 국무상의 방한 초청을 수락하고 1985.4.29.~5.1. 방한이 바람직하다는 한국 측

외무부가 동 기간 방한에 동의, 방한 기간이 5.1.~7.로 최종 결정됨.

2. 방한 결과
Brunner 스위스 국무상은 1985.5.1.~7. 방한한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예방, 외무차관 면담, 해협위 기획단장 예방
- 대한적십자사총재 예방, 서울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 방문, 국민대 주최 강연회
- 판문점 중립국 감시위원단(NNSC) 스위스 대표 방문,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이상옥 외무부차관은 5.2. Brunner 국무상을 면담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이 차관은 한·스위스 양국이 1962년 외교 관계 수립 이래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 교역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양국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함.
- Brunner 국무상은 스위스가 판문점 NNSC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치적으로도 한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양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강대국의 영향력 하에서 독립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 공통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말함.
- 주 한 스위스대사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30% 증가하였으며 스위스항공은 1986.4월 취항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이 차관은 한반도 정세, 남북한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국회회담에 관해 설명하고 한·중
관계 및 한·동구권 관계 등을 설명함.
- Brunner 국무상은 스위스 외교의 관심사가 EC 등과의 대외통상 증대, 소련 및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변 각국과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이라면서 모두 교섭 가능한 것들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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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동 국무상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함.

스위스
외무성은 2.5. Brunner 국무상이 공식 방한 기간으로 5.1.~4.을 희망하고 있음을 한국 측에 통보하였으며,

SIDDHI Savetsila 태국 외상 방한, 1985.6.10-13.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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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태국대사는 1980.4.8. 태국 Siddhi 외상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동 건의를
수락하고 초청장을 송부함.

주태국대사는
1980.5.22. Siddhi 외상을 방문,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 서한을 전달한바, 동 외상은 원칙적
으로 방한 초청을 수락하며 박동진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 달라고 말함.

주태국대사는
1980.10.15. Siddhi 외상을 방문, 신임 노신영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고 상호
412

편리한 시기에 방한토록 권유한바, 동 외상은 방한 초청을 수락한다면서 방한 시기는 1981년 봄이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함.

Siddhi
외상은 1981.4월 방한 시기로 6.5.~7.을 희망하였으나 추후 동 장관 일정 관계로 연기하였으며 1981.11
월 Prem 수상의 방한 시 수행함.

이범석
외무부장관은 1983.1월 태국 방문 시 동 외상을 구두 초청함.

2. 방한 결과
Siddhi Savetsila 태국 외상은 공식 수행원 10명을 대동하고 1985.6.10.~13. 방한한바, 주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국무총리 주최 오찬, 외상회담,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농수산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대리 면담, 삼성전자, 잠실종합운동장 시찰
- 대사관 주최 리셉션, 현충탑 헌화
한·태국 외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반도 문제: 태국 측은 한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에 계속적 지지를 다짐
- 캄푸치아 정세: 한국 측은 동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 입장에 지지를 표명
- 북한 관계: 태국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현 수준 이상 발전시키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
- 경제·통상: 양측은 통상 규모를 1988년까지 10억 달러로 증대시킨다는 합의 달성을 위해 노력
- 한·중 관계: 태국은 한국의 대중 관계개선 희망 의사를 중국에 전달하기로 협조 약속
- 태평양 지역 협력: 태국은 1985.6월 아세안 SOM 회의 등에서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사업(HRD) 참여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
- 아세안게임 및 서울 올림픽: 태국은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약속
-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SIDDHI Savetsila 태국 외상 방한, 1985.6.10-13.
전2권. V.2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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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아주국이 작성한 영접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목차: 시티 외상 인적사항, 수행원 명단, 방한 공식일정, 영접 준비사항, 행사 설명 및 행사 계획, 우천 시
일정, 숙소 배치

시티
외상 인적 사항: 1920년 생, 미국 MIT 금속학 학사, 석사, 공군 소위 임관, 공군대장, 국회의원, 국가안보
회의 사무총장, 수상실 장관, 외상

수행원:
주한 태국대사, 외무성 경제국장, 외무성 정치군사조정관, 외무성 정무부국장, 외무성 정책기획과장,

선물(외무부장관 명의), 경호 및 경비, 영어 일정표 및 영접 계획서 인쇄 등

기타
행사 설명 및 세부 계획

2. 외무부 아주국이 작성한 한·태 외상회담 자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사 교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동남아지역 정세: 아세안 관계, 캄푸치아 사태 및 난민 지원, 민주 캄푸치아 연정 지원
한·태 양국 간 협력관계: 경제통상 분야 한국시장 개방, 타피오카 펠렛 관세 인하 조치

- 태국산 수입 증대, 합작투자 증대 및 투자보장 협정 체결, 태국 진출 한국 상사원의 법적 지위 문제,
일본 시장 개방정책에 대한 한국 측 견해
북한 침투 책동 저지
태평양지역 협력
88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협조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한·미 정상회담, 한·중국 관계, 한·소 관계, 한·일 관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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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경제협력과장, 주한 정무참사관 등 9명

영접
준비 사항: 영예수행(주태대사), 숙소(신라호텔), 교통편(외빈 차량 4대), 양 국기 게양(숙소 및 승용차),

Tupouto’a 통가 외상 겸 국방상 방한, 1985.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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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9.21. 피지 Qionibaravi 부수상 및 통가 Tupouto’a 외상(왕세자)이 IMF 총회 참석차
방한 예정이라고 하면서 동인들의 방한 일시를 보고할 것을 주피지대사에게 지시함.
2.	주피지대사는 1985.9.26. 통가 외상은 10.7. 서울 도착, 10.10. 이한 예정인 반면, 피지 부수상은 국내
사정으로 IMF 총회에 참석지 못하고 재무차관 및 Reserve Bank 총재 등만 참석 예정임을 보고함.
주피지대사는 9.28. 통가 외상 겸 국방상의 서울 도착 시 재무성 부차관이 수행 예정임을 보고함.
414

3. 외무부 아주국이 작성한 통가 Tupouto’a 왕세자 방한 영접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적 사항: 1948년 생, 영국 Sandhurst 왕립사관학교 졸, Oxford 대학 외교관과정 수료
경력: 외무차관보, 주영 고등판무관 대리, 외상 겸 국방상
1980.12.4.~7. 외무부장관 초청 공식 방한

- 1983.3.13.~26. 제7차 태평양지역 육군관리 세미나 참석차 방한
체한 일정

-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만찬, 한은 총재 주최 만찬, IMF/IBRD 총회 참석
- 각국 대표 기조연설, 서울시장 주최 문화행사
외무부 제1차관보의 Tupouto’
a 왕세자 초청 만찬 시 말씀자료

- 1980년 및 1983년에 이어 세 번째 방한 환영
- 남태평양에 대한 북한 침투 저지 협력
- 국제기구 등에서의 협조
- 88 올림픽 게임 참여 및 지원

Erdem, I. Kaya 터키 부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1985.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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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9.21. IMF/IBRD 서울총회에 터키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I. Kaya Erdem 부수상의 방한
시 국무총리 예방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리고 동 부수상의 약력을 파악, 보고할 것을 주터키대사에게
지시함.
2.	외무부는 1985.9.30. Erdem 부수상의 10.7.~10. 방한 시 부수상급에 대한 예우로 부총리 면담, 총리
예방 및 총리 주최 만찬 등의 일정을 추진코자 한다고 주터키대사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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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수상은 대규모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 준 데 대하여 사의
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준비한 일정을 수락함.
동 부수상은 한국 정부의 IMF/IBRD와 같은 국제회의 주최를 축하하면서 금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직접 보고 한국 정부 지도자들과 만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4. 국무총리는 1985.10.8. Erdem 부수상을 접견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국무총리는 터키를 잊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로 첫째, 한국전쟁 중 본인도 중위로 참전했는바 당시 터키군들의
용감성에 큰 감명을 받았고 둘째, 본인은 과거 주터키대사관에 근무하였는바, 터키 국민의 따뜻한 우정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함.

국무총리는
양 국민이 서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유사한 점이 많으며 터키어도 한국어와 같은 우랄알타이어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에브렌 터키 대통령의 방한 이래 양국 관계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함.

터키
부수상은 터키 국민도 한국에 대하여 특별한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을 방문하니 가까운
친구 집에 온 것 같다고 말함.

터키
수상은 10월 중순 유엔 연설차 뉴욕 방문 예정이므로 국무총리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터키대사는 1985.9.30. Erdem 부수상을 면담하고 한국 정부가 준비한 방한 주요 일정을 설명한바,

Acland, Antony 영국 외무부 사무차관 방한,
1985.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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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영대사는 1985.4.12. 영국 외무성 Anthony Acland 사무차관이 중국(구 중공) 방문 후 1985.6.17.~22.
방한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외무부는 5.9. Acland 사무차관을 공식 방한 초청키로 결정하고 주한 영국대사관에 이를 통보함.

2. Acland 사무차관은 1985.6.19.~22. 방한한바, 체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416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면담, 부총리, 외무부장관, 올림픽조직위 사무차장 예방
김상만 동아일보 명예회장 주최 오찬,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주한 영국대사 주최 만찬
판문점, 유엔사령부 방문, 울산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시찰

3. 이상옥 외무부차관은 1985.6.20. Acland 사무차관과 면담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 차관은 KAL기 사건 및 버마사건 시 보여 준 영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럽 방문 관련
영국의 환영에 감사함.

- 이 차관은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관한 영국의 견해에 한국도 공감하며, 한국의 수입자율화 비율을
현 85%에서 수년 내 95%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함.
- 이 차관은 6.20. 시작되는 남북한 경제회담 및 남북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등을 설명함.
Acland 차관은 지난 수년간 한국의 대영 수출은 거의 2배 증가하였으나 영국의 대한 수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서 발생한 한·영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시장의 개방 필요성을 지적함.

- 동 차관은 북한의 IMO(국제해사기구) 가입 문제와 관련, 한국의 우편투표 방식 추진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북한이 IMO 회원국이 되는 경우 런던에 상주할 북한대표부 활동을 제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4. 외무부 구주국이 작성한 외무차관을 위한 Acland 사무차관 면담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방한 환영 및 한·영 우호협력 계속 증진에 만족 표명
한반도 정세 설명
중국 정세에 대한 영국 측 평가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 반응 청취 요청
북한의 IMO 가입 문제
홍콩 문제
아프리카 미수교국 및 우간다와의 관계 개선
한·영 통상관계

Armacost, Michael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8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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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chael H. Armacost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1985.2.4. 주미대사에게 전화로 약 2주간 일정으로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을 순방코자 준비 중이며 3.22.~24. 방한코자 일정을 마련 중이라고 알려 옴.
동 차관은 3.8. 미국 출발, 파키스탄, 인도 및 북경 방문 후 방한하며 3.24. 동경 출발 워싱턴 귀임 예정임.

2. Armacost 정무차관은 1985.3.20.~22.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주한 미국대사 주최 오찬, 한국 언론인 면담

이 장관은 전두환 대통령 방미 시 공동성명이 없는 만큼 레이건 대통령의 신문 발표 내용에 한반도 안보의
긴요성을 재천명하고 미국의 확고한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협조를 요청함.

- 또한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되도록 요청함.
Armacost 차관은 한국 측의 요망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현재 추진 중인 남북대화와
관련 한·미 간에 계속 긴밀한 협의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동 차관은 남북대화는 한국 측의 이해에 비추어 한국이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나 미
측으로서도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말함.
- 또한 동 차관은 김대중 귀국 문제가 민감한 문제였는데 양국 간 발전을 위해서도 동 문제가 원만히
처리가 된 점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
-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한·미 간의 교역 문제들을 언급할
것이며 최근의 한국 국내정치 발전을 높이 찬양할 것인바, 최근 한국 측이 취한 제반 국내적 조치들은
미 행정부가 대한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3.21. Armacost 정무차관을 접견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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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esias, Enrique V.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985.11.5-8.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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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우루과이대사는 1985.5.7. 주재국 외무성 신임 정무국장을 예방, Enrique Iglesias 외상 방한 문제를
포함, 양국 관계에 대하여 협의한바, 동 국장은 외상이 7.16.~19. 일본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
시기를 전후로 하여 한국 방문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함.
주우루과이대사는 외상의 1985년 중 방한이 좋겠다는 내용의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 서한을 보내 줄 것을 건
의함.

외무부는
5.10. 주우루과이대사에게 우루과이 외상의 11월 중 방한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초청장을 송부함.
418

2. Iglesias 외상은 1985.11.5.~8.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외상회담, 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면담, 부총리 주최 오찬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주한 우루과이대사대리 주최 만찬, 현충탑 헌화, 판문점 시찰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종합운동장, 삼성전자 시찰,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 서명

3.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11.6. Iglesias 외상과 한·우루과이 외상회담을 가진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 장관 언급 요지

- 동북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설명
- 개발도상국 간의 남남협력의 중요성 및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 용의 표명
- 한국 기업의 대우루과이 사업 실현 희망
우루과이 외상 언급 요지

- 남북한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및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
- 우루과이 신정부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이며 외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이 주요
관심사임을 설명
- 한국과의 교역 확대 및 한국 기업의 우루과이 진출을 희망

4. 우루과이 외상의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및 KDI 부원장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IMF/IBRD 총회 결과, 특히 외채 문제 관련 의견 교환
외환관리 등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및 정책 설명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에서의 공동보조 필요성 인식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한국 기업의 대우루과이 투자 희망

Iglesias, Enrique V.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985.11.5-8.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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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미주국이 작성한 한·우루과이 외상회담 자료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정무 관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설명
우루과이 정세를 포함한 중남미 정세

2. 우루과이 외상의 주요 관심사
- 대우그룹은 우루과이에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산물 가공공장 투자 결정한 후 세부사항 교섭 중
세계 경제, 중남미 경제 및 한국 경제발전 등에 관한 의견 교환

- KDI 방문
New Round 및 외채 문제 등에 있어서의 개도국 간의 공동보조

3. 기타
경제·과학·기술 협력 협정 서명 (외상회담 직후)
양국 경제 실무자 회의 개최
대통령 예방 시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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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대우루과이 투자

이종찬 특사(민정당 원내총무) 가나 및 세네갈
방문, 1985.9.8-12.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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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7.10. 제40차 유엔 총회 및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이종찬 민정당
원내총무 및 국회 운영위원장을 가나 및 세네갈에 대통령 특사로 파견키로 하고 동 특사를 접수하도록
해당 공관에 교섭을 지시함.
7.17. 가나 외무성은 특사 접수에 이의가 없다고 회신함.
7.30. 세네갈 정부도 대통령특사 영접에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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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9.18. 이종찬 특사의 서부 아프리카 방문(9.8.~12.)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네갈 Diouf 대통령은 세네갈은 국제적, 지역적 분쟁이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함.

- Diouf 대통령은 한국의 대아프리카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요청에 대해 동 대통령은 Fall
외상이 방한케 되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함.
Diouf 대통령이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의장으로 피선됨에 따라 동국의 국제적, 지역적 영향력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40차 유엔 총회 및 여타 국제무대에서도 세네갈은 한국 입장 지지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임.
가나의 저스티스 아난 국가원수 대행은 한국 정부의 자주적인 남북대화 노력은 가나 정부의 외교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함.

3.	주가나대사관은 1985.9월 이종찬 특사의 가나 방문 시 P.V.Obeng 내각수반이 이 특사에게 가나의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협력을 요망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가능하면 주재국 정부의 요청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현대로부터 연불 구입한 선박 4척의 연체 미불금을 장기 저리 차관으로 전환
자원의 공동개발 기타 협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한국 경제 사절단의 파견 요청
Dry Dock 시설 등 재건사업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요청

이종찬 특사(민정당 원내총무) 가나 및 세네갈
방문, 1985.9.8-12.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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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가 1985.8.26. 작성한 이종찬 대통령 특사 아프리카 순방 자료 및 특사 훈령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통 사항

- 대통령 친서 및 문안인사 전달
- 한반도 정세 및 남북대화 등 한국 입장 표명
- 유엔 및 비동맹에서의 한국 입장 적극 지지 요청
국별 훈령(세네갈)

국별 훈령(가나)

- 롤링스 의장의 지도력 찬양 및 1986년도 방한 성사 희망
-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강화 희망
- 문화, 스포츠 등 협력관계 강화

2.	본 문건에는 현지 공관에서 작성한 이종찬 대통령 특사의 세네갈, 가나 방문안내서 및 특사 순방자료에
포함될 남북대화 현황, 올림픽준비 추진현황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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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갈의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적극 지지에 사의 표명
- 한·세네갈 우호협력 관계 만족 표명 및 강화 희망
- 기니, 깝베르데 등 미수교국 관계개선 측면 지원 요청

봉두완 특사(국회외무위원장) 요르단 및 수단
방문, 1985.7.9-18.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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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5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1985.9.2.~7.) 및 제40차 유엔 총회 대책의 일환으로 수단
및 요르단에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키로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6.11. 외무부는 상기 내용을 주요르단 및 주수단 대사관에 통보하고 특사의 접수 가능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일정 주선, 면담자 선정, 면담 자료 등 특사 접수에 따른 준비 사항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수단대사관은 1985.6.23. 주재국 한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약 100만 명의 아동이 아사
422

상태에 있는 실정이며 식수, 의약품 등이 절대 부족한 상태임을 감안, 특사 방문 시 최소한 5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지원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3.	외무부는 1985.7.2. 봉두완 대통령 특사가 휴대할 대통령 친서 및 교섭훈령을 확정한바, 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 표명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요청
제40차 유엔 총회 시 기조연설 등을 통한 한국 입장 지지 요청

- 유엔 창설 40주년을 계기로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한국의 유엔 가입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해
줄 것을 요청

4. 봉두완 특사는 1985.7월 중동 순방 결과 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한바, 주요 방문 성과는 다음과 같음.
요르단

- 비동맹회의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함.
- 요르단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
수단

- 비동맹회의 및 유엔에서 한국 입장 지지 약속
- 수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 경제개발 경험이 상호 결합되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는 가일층
발전될 전망

봉두완 특사(국회외무위원장) 요르단 및 수단
방문, 1985.7.9-18.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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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가 1985.7월 작성한 중동지역 특사 방문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방문국 및 일정

- 요르단: 1985.7.9.~13.
- 수단: 1985.7.15.~18.
수행원

- 외무부 중동국 조성찬 심의관, 중동과 정용칠 사무관
주요 면담인사

2. 본 문건에 포함된 여타 자료
외무부가 1985.7월 작성한 특사 방문 자료(요르단, 수단)
주요르단대사관 작성 봉두완 대통령특사 요르단 방문 관련 자료(주요 인사 면담 자료, 요르단 개황)
주수단대사관 작성 수단 개황, 양국 간 현안 문제, 주재국 인사 면담 시 언급 요지, 주재국 정세 등 자료
외무부 작성 올림픽 준비 추진현황, 남북대화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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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 Hussein 국왕, 왕세자, Al-Rifai 수상, 상원의장, 외상 등
- 수단 Dahab 과도군사위원회 위원장, Gizouli 수상, Ayoub 외상 등

정재철 특사(정무장관) 시에라리온 및 자이르
방문, 1985.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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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6.28. 앙골라 비동맹외상회의, 1986년 비동맹 정상회의 대책 및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재철 정무장관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시에라리온 및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에
파견하기로 함.
1985.7월 외무부는 대통령 특사가 휴대할 시에라리온 및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앞 대통령 친서를 작성함.

2.	외무부는 1985.7월 특사 파견 대상공관에 대해 정재철 대통령 특사 파견 계획을 통보하고 주재국이
424

특사를 접수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7.10. 시에라리온 외무성 의전장은 주시에라리온대사를 면담, 자국 정부가 특사를 기꺼이 접수할 것임을
공문으로 통보함.

3. 정재철 대통령 특사는 1985.8.29. 아프리카 방문 결과를 외무부에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8.18. 스티븐스 시에라리온 대통령 면담

- 동 대통령은 자국이 정치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하부구조가 취약하여 오래전부터 경제 면에서
한국과의 관계 심화를 도모해 왔으며 양국 지도자 교류가 무역 및 경제, 기술협력 강화로 발전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함.
- 동 대통령은 앙골라회의 및 유엔 총회에서 시에라리온 정부의 한국 입장 지지를 항상 기대해도 좋다고
언급
8.20.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면담

- 동 대통령은 1982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국 입장 지지를 약속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실천
해 나갈 것 이라고 말함.

박세직 특사(총무처장관) 중남미 순방, 1985.7.238.13.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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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5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등 대비, 고위 교섭단을 다음과 같이 파견하기로 결정함.
중남미(페루, 볼리비아, 자메이카): 총무처 장관
중동(요르단, 수단): 국회 외무위원장
서부 아프리카(라이베리아, 가봉): 외무부차관

2.	Percovich Roca 페루 수상 겸 외상은 1985.6.10.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단 초청 공한을 주페루
대사관에 송부하였으며, 정부는 7.3. 페루 대통령 취임식에 박세직 총무처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키로

3. 박세직 특사는 1985.7~8월 출장 결과 보고를 외무부에 타전한바, 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페루(7.25.~30.)

- 7.26. Alla N. Wagner 페루 신임 외상은 한반도 문제는 외상 취임 전에 공식 견해 표명은 어려우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임.
- 7.29. Garcia 페루 대통령과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한·페 양국 간의 제반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
시키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관민 경제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
파라과이(7.30.~8.1.)

- 7.31. 스트로에스너 파라과이 대통령은 1984년에 이어 1985년에도 한국이 무상원조를 제공하여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함.
- 8.1. 외무성에서 살디바르 외상 주재로 무상원조 20만 달러 기증 서명식을 개최함.
볼리비아(8.4.~7.)

- 8.6. Victor Pas Estenssoro 신임 대통령은 대통령 특사 파견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고 말함.
- 한·볼 양국 의회 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볼 친선협회 결성 촉진
자메이카(8.8.~10.)

- 8.8. Oswald Harding 외무장관은 자국의 비동맹에 대한 입장은 어느 세력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순수한
비동맹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며 남북한 문제에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잘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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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통령 명의 신임장을 발급함.

박세직 특사(총무처장관) 중남미 순방, 1985.7.238.13. 전2권. V.2 결과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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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박세직 특사 중남미 순방 결과 보고서 및 준비 자료임.
1. 박세직 대통령 특사의 중남미 순방 결과 보고서
1985.8.28. 외무부에 제출한 순방 결과 보고서로서 향후 비동맹 대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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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 지역은 페루의 차후 향방에 크게 좌우될 제반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페루에 대해 각별히
중점을 둔 경제적 노력이 필요함.
- 중남미의 부존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호 경제교류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관민합동 조사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
- 교민사회 내에 활동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은 기대 이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요망됨.

2. 박세직 대통령 특사가 휴대한 대통령 친서(1985.7.16. 외무부 작성)
과거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및 제40차 유엔 총회에서
의 지지 요청 등을 포함

3.	주자메이카대사관이 작성한 대통령 특사 방문 자료 및 외무부 각 실·국이 작성한 특사 파견 참고 자료
다수

Eastman, Ernest(외상), Jones, G. Alvin(재무상)
라이베리아 공화국 특사 방한, 1985.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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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라이베리아 대사관은 Eastman 라이베리아 외상이 1985.8.13. 자신이 전두환 대통령의 친서를 Doe
원수에게 전달하였던바 Doe 원수는 즉석에서 차기 유엔 총회 및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라이베리아 정부는 양국 간의 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외상과 재무상을 특사로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이와 관련, 1985.8.19. Forth 주한 라이베리아대사는 외무부 아프리카국장을 방문, Doe 국가원수의 특사 파견
관련 메시지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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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가, 동 일정이 유엔 총회와 중복됨에 따라 특사 접수 시기를 9.14.~17.로 수정 제의함.
3.	Doe 원수는 1985.10월 총선거에 앞서 Eastman 외상 및 Alvin Jones 재무상을 국가원수 특사 자격으로
9.15.~17. 파한하여 9.9.자 Doe 원수의 친서를 전달함.
Doe 원수는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에서 자국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가 1,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85.9.16. 라이베리아 특사 방한 관련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대통령실에 보고함.
9.16. 외무부장관과 라이베리아 특사 간의 조찬 시 한국의 신용 공여 불가 입장을 설명
양국 재무부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 전달
1985년도 대외 무상원조 자금 중 10만 달러 내지 20만 달러 지원 검토 중

5.	외무부는 1985.10.8. Doe 원수의 친서에 대해 Doe 원수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과를 추후 통보
하겠다는 내용의 전두환 대통령의 회신을 작성, 주라이베리아대사관에 송부함.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0.21. Doe 원수를 예방,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긴급 원조자금 10만 달러 및 포니,
로얄살롱 등 자동차 10대 등 선물 증정 의사를 통보함.

- 긴급 원조자금 10만 달러는 10.22. 외상에게 전달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5.8.27. Doe 원수의 메시지에 대한 대통령의 회신에서 특사 파한 시기를 9.23.~26.로 제의

Athulathmudali, Lalith 스리랑카 특사(보안장관 겸
국방부 부장관) 방한, 1985.6.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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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lith Athulathmudali 스리랑카 보안장관은 1984.11.28. 주스리랑카대사를 초치, 주재국의 군 장비 및
무기 현대화 계획 추진 관련 협의를 위해 1985.2월경 한국 방문을 희망함.
1984.12월 외무부는 스리랑카 보안장관의 방한 희망을 국방부, 상공부에 통보하고 방한 초청장을 작성,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2.	국방부는 1985.2.11. 스리랑카 보안장관을 방한 초청키로 하고 국방부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외무부에
428

송부함.
주스리랑카대사는 2.21. 보안장관을 방문하고 초청장을 전달한바, 동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방한은 어렵다고
말함.

스리랑카
보안장관은 6.11. 자신의 방한이 6.23.~27. 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방한 중 대통령 예방을 희망함.

3.	주스리랑카대사관은 1985.6.14. 보안장관 방한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동 장관이 방한 중
외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희망하며 무기판매 문제 협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함.
4.	Athulathmudali 장관은 1985.6.23.~27. 방한, 대통령 예방(스리랑카의 테러 대응 노력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는 자예와르데네 대통령 친서 전달), 국방부장관 및 외무부장관 면담, 대우 및 방위산업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6.25. 이원경 외무부장관과의 면담 시에 Athulathmudali 장관의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스리랑카 내에는 친중 공산당원이 200여 명, 친소 공산당원은 2만 명 등 많은 친공 그룹이 있음.
의회 내에 조직을 가진 공산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나, 3개 마르크시스트 그룹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음.

자예와르데네
스리랑카 대통령은 우방국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바, 인도 항공 및 동경 폭발 사건을
볼 때 테러 방지를 위한 일종의 강력한 국제 활동이 요구됨.

5.	외무부는 1985.7.4. 자예와르데네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양국 간 테러 대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회신 서한을 주스리랑카대사관에 송부함.
주스리랑카대사는 7.11. 주재국 외상 면담 시 대통령 회신을 전달함.

Habib BOURGUIBA 튀니지 대통령 특별보좌관
방한, 1985.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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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튀니지대사는 1984.3.29. 대통령 특보 겸 경제개발은행 총재인 Bourguiba Jr.를 예방한바, 동인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국 방문을 희망함.
주튀니지대사는 1985.3월 Bourguiba 특보가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IMF 총회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동 기회에
한국을 방문키로 결정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주일
튀니지대사는 1985.6.10. 주일대사에게 대통령의 아들인 Habib Bourguiba 특보가 IMF 총회 참석차
방한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동 기회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와의 면담 주선을 요청함.

요청한바, 동인은 한국 측 제안에 따르겠다고 말함.
1985.8~9월 외무부는 상공부, 문화공보부, 수출입은행, 포항제철 등에 Bourguiba 특보의 방한 일정에 협조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동 특보를 위한 지방 산업시찰 일정을 준비함.

3.	주튀니지대사는 1985.10.3. Bourguiba 특보와 면담한바, 동 특보는 10.2. 사태로 인하여 IMF 총회 후의
방한을 취소하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IMF 총회 참석을 위한 10.6.~11. 방한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그 이후 한국 정부 요로와의 일정은 재조정할 생각은 없으나 한국 정부에서
적절히 처리해 주기를 희망함.
이에 따라 주튀니지대사는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수출입은행장 등과의 면담을 10.11. 이전으로 앞당겨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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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튀니지대사는 1985.6.28. Bourguiba Jr. 특보와 면담, 한국 방문을 비공식 방문으로 하여 줄 것을

박준병 민정당 의원 호주 방문, 1985.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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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7 / 9 / 1~33(33p)

1.	외무부는 1985.5.11. 박준병 민정당 의원이 호주 외무성의 Overseas Visitors’ Programme 에 따른
초청으로 6.4.~12. 호주를 방문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호주대
사관에 지시함.
2.	주호주대사관은 1985.5.16. 박준병 의원의 방호 관련, 호주 외무성에서 작성 중인 일정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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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의원 친선협회, 상·하원 외교국방 합동위원회 방문
호크 수상, 외상, 상원의장 예방, 호주 노동당, 자유당 본부 방문
외무성, 총리성 등 관계관 간담회, 외무차관 주최 오찬
ANU 전략연구소, Dantroon 사관학교 방문 등

3.	주호주대사관은 1985.6.27. 박준병 의원의 호주 방문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Hayden 외상과 면담, 국내 정치정세, 남북대화 진전 상황, 남·북한 군사력 비교 및 북한. 중국 관계에 관해
설명 및 의견 교환

Sibraa
국회 외교·국방합동위원장 주최 오찬에 참석, 국내 정치정세, 정부 여당의 주요 시책, 특히 민주화
시책, 올림픽 전망 및 양국 의원 교류 증진에 관해 의견 교환

Menadue
무역성 차관과 면담, 한·호 통상장관회의 및 양국 간 교역증진 문제, 한국의 원자재 수입 다변화
정책 및 한·호 합작사업 증대의 당위성에 관해 설명 및 의견 교환

의원친선사절단 에콰도르 방문, 1985.9.12-14

| 85-037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7 / 10 / 1~46(46p)

1.	국회사무처는 1985.6.24. 외무부에 1985.7.9.~12. 의원친선협회의 에콰도르 방문 계획을 통보하면서
동 기간 중 에콰도르 정부의 의원단 접수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줄 것을 요청함.
주에콰도르대사관은 6.24. Carlos Chaves Guerrero 한·에 친선협회 회장과 접촉한바, 동 기간 중 한국 방문
단 접수에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국회사무처는 1985.7.30. 한·에콰도르 의원친선사절단의 방문 기간을 7월 중 임시국회 개회로 인해
8.20.~24.로 연기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85.9.15. 외무부에 의원친선사절단의 9.12.~14. 에콰도르 방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9.13. Bucaram 국회의장, Penaherrera 부통령, Galarza 대법원장, Paredes 외상대리 면담
외상대리 주최 오찬, Espinoza 동자부장관 면담
한·에 의원친선 협회 및 주재국 주요인사 초청 리셉션 개최

4.	주에콰토르대사관은 1985.9.16. 의원친선사절단의 주재국 방문에 관한 현지 언론보도 및 부통령
예방 사진을 외무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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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콰도르대사관은 7.31. 의원단의 에콰도르 방문이 주재국 의회 일정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종찬 의원 스페인, 그리스 방문, 1985.9.13-19

| 85-037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27 / 11 / 1~51(51p)

1.	외무부는 1985.7.25. 이종찬 민정당 원내총무가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 순방 후 스페인(8,26.~29.),
그리스(8.29.~9.1.)를 방문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일정 주선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토록 해당 공관에
지시함.
외무부는 8.23. 이종찬 특사의 스페인(9.13.~16.) 및 그리스(9.16.~19.) 방문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관련 공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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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그리스대사는 1985.8.27. 이종찬 특사의 면담 일정이 다음과 같이 추진 중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Alevras 국회의장, Moralis 사회당 집행위원, Zigdis 중도당 당수 면담
외무장관, 제2외상은 유엔, EEC 회의 참석 등으로 부재

3.	이종찬 특사는 1985.9.19. 그리스 방문 일정을 끝내고 태국으로 향발한바, 그리스 방문 중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9.18. Moralis 사회당 집행위원을 면담, 남북대화 문제, 올림픽 문제 등 광범한 문제를 토의하고 사회당 정부
인사와의 상호 교류 문제를 제기함.

동일
Stefanides 국회 제1부의장을 예방하고 한·그리스 양국 의회 인사의 교류를 제기한바, 동 부의장은
국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함.

Zigdis
중도당 당수를 예방하고 각국의 의회가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국제 테러리즘에 관하여 심각하게
토론했음을 상기시키고 한국도 피해자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테러 방지 대책에 국제적인 연대의식으로
임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상대방도 이에 적극 동의함.

김영삼 민추협 공동의장 일본 방문, 1985.10.2-11

| 85-037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27 / 12 / 1~166(166p)

1.	외무부는 1985.10.2. 주일대사관에 대해 이기주 공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김영삼 민추협 공동의장을
방문하여 최근 일본의 정국 동향, 특히 사회당의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사회당과의 접촉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지시함.
2.	김영삼 의장은 1985.10.2.~11.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10.3.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행
한바, 주요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독재에 반대하는 평화적 항거가 계속되고 있음.

남북대화는
남북한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고 장기 집권 합리화와 주변 국제정세의 압력에 의한 것임.
북한의 고려연방제에는 반대함.

3. 김영삼 의장은 1985.10.4. 이시바시 일본 사회당위원장과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김 의장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더불어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일본 국민의
도의적 관심을 요청함.

이시바시
위원장은 한국 국민의 민주화 및 통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표하고 한국에서 신민당이 국민적
기반을 가진 강력한 야당이라고 말하고 신민당과의 교류와 협력을 희망함.
 의장은 이시바시 위원장에게 1986년 1월 중 한국을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시바시 위원장은 이를
김
수락함.

4.	국가안전기획부는 1985.10.7. ‘김영삼 외유 중 문제발언 내용 및 대책 방안’제하 자료를 배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세력과의 외교 자제 설득
신민당과 일 사회당 간 교류 저지
일 사회당 인사 방한 비자 발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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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독재 폭압에 시달리고 있는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독재는 근절되어야 하며 한국에서는

의원친선사절단 말레이지아 방문, 1985.9.15-16

| 85-037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27 / 13 / 1~32(32p)

1.	국회사무처는 1985.4.30. 외무부에 의원친선사절단의 해외 방문 일정(말레이시아의 경우 7.24.~27.)을
통보하면서 동 일정에 대해 관계국 의회 측과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
말레이시아 국회사무총장은 5.16. 의회가 개회 중인 7.24.~27. 방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국회사무처는 6.18. 외무부에 의원친선사절단의 해외 방문 계획이 변경되어 말레이시아 방문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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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사무처는 1985.8.30. 외무부에 9.15.~18. 말레이시아 방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9.12. 의원친선사절단의 주재국 국회의장단 면담이 9.17.로 확정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의원친선사절단장인 정동성 의원은 1985.10.4. 말레이시아 상원의장, 하원의장 앞 감사 서한을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송부함.

국회사절단 모리셔스 방문, 1985

| 85-037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5-27 / 14 / 1~15(15p)

1.	외무부는 1985.2.15. 국회 사무총장에게 1985.2월 Daby 모리셔스 국회의장이 제의한 한·모리셔스
의원친선협회 구성 문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국회사무처는 3.5. 외무부에 한·모리셔스 양국 의회 간 교류 증진을 위해 Daby 국회의장 또는 의원단의
방한 초청, 국회의장의 모리셔스 방문을 모리셔스 측에 타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3.5. 국회사무처의 요청 사항을 주케냐대사관에 통보하고 모리셔스 측 반응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2.	국회사무처는 1985.3.16. 의원친선사절단의 모리셔스 방문을 6.13.~15.로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3.	주케냐대사관은 1985.6.10. 모리셔스 외무성이 전문을 통해 한국 국회사절단의 6.16.~19. 동국 방문을
수락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사절단 명단을 조속히 알려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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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측의 접수 가능 여부를 타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국회사절단 포르투갈 방문, 1983.7.12-15

| 85-0377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27 / 15 / 1~61(61p)

1.	외무부는 1983.5.31. 주포르투갈대사에 대해 임종기 민한당 총무가 다음 목적으로 7.13.~16. 포르투갈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의회 지도자와의 면담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유대 강화
IPU(국제의원연맹) 대표단장 및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서울 총회 지지 기반 확보

2.	주포르투갈대사관은 1983.6.2. 임종기 의원 일행의 주재국 방문 기간 중 주재국 의회 지도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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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이 원칙적으로 양해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포르투갈대사관은 1983.7.5. 봉두완 위원장과 허경구 의원의 6.30.~7.2. 포르투갈 방문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Amaral Nunes 국회의장 대행은 서울 IPU에 주재국 대표단 참석을 확인하면서 본인도 가능한 한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함.
 Silva 외무성 부장관은 한국이 주재국과 협력하여 농업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포르투갈어 사용국과 삼각
Da
협력을 할 것을 제의함.

4.	주포르투갈대사관은 1983.7.15. 임종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사절단의 주재국 방문 결과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울 IPU 총회 계기 또는 동 의장 재임 기간 중 국회의장 명의로 Morais 국회의장 방한 초청
한·포 의원친선협회 조기 구성에 합의
서울 IPU 총회에 포르투갈 측 의원 다수가 참석토록 요망

국회의원 베네수엘라 방문, 1984-85

| 85-037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7 / 16 / 1~34(34p)

1.	국 회사무처는 1984.1.21. 유치송 민한당 총재 일행이 2.20.~23. 베네수엘라 방문을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주요 인사 면담 등 일정 주선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1984.2.16. 유치송 총재 일행의 2.13.~15. 베네수엘라 방문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Herrera 전 대통령은 양국 야당 간 유대 강화를 희망하고, 주한 상주공관 설치, 해군 선박의 대한 발주를

결실이 있기를 희망함.

Ferrer
하원의장은 항상 한국을 지지하며 양국 간 정부, 의회 차원의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을 약속함.

3.	국회사무처는 1984.3.19. 유치송 총재의 베네수엘라 주요 인사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을 외무부로
송부함.
4.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1985.7.5. 국회외무위 의원단의 7.1.~3. 주재국 방문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Mora 상원의장은 한국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기회가 되면 꼭 방한하겠다고 말함.
Ferrer 하원의장은 1985.9월 캐나다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시 자국이 제안 예정인 개발도상국 외채와 마약
문제에 관한 2가지 의제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이 되어 주기를 희망함.

43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자신의 업적으로 설명함.

Mora
상원의장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하에서 이룩한 경제 발전에 경의를 표하고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국회외무위원회 시찰단 남미 순방, 1985.6.21-7.3

| 85-037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7 / 17 / 1~69(69p)

1.	국회사무처는 1985.6.13. 외무부에 국회외무위 시찰단의 남미순방(6.21.~7.6.)을 통보하면서, 주요 인사
예방 및 면담 등 일정 주선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1985.6월 국회 외무위원회 시찰단의 남미 순방 계획을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일정 주선에 협조하여
줄 것을 지시함.

2.	주페루대사관은 1985.6.23. 외무위원단 일행이 예정대로 주재국에 도착하였으며, 상원의장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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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ell Del Solar 의원 및 한·페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하원 외무 분과위원장 방문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85.6.27.~29. 국회 외무위 시찰단의 주재국 방문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Gomez Ceturion 상원부의장, Pugliese 하원의장, Galvan 내무성차관 면담
상원 부의장 주최 오찬, 내무성차관 주최 비공식 만찬 참석
상기 면담 시 주재국 인사들은 주재국에 이민해 온 한국인의 근면, 성실 및 책임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인
의 이민에 대한 계속적인 문호개방을 다짐하면서 한·아르헨티나 통상 및 경제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이재형 국회의장 서구 순방, 1985.6.20-7.10

| 85-038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27 / 18 / 1~347(347p)

1.	국회사무처는 1985.5.30. 외무부에 1985년도 의원외교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이재형 국회의장 일행이
6.19.~7.11.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서구 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알리고 일정 주선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6~7월 해당 재외공관은 예방 및 면담 주선, 일정 등 방문 준비 상황을 수시로 외무부에 보고함.

2.	이재형 국회의장은 1985.6.26. 핀란드 방문 후 출국에 앞서 핀란드의 8개 언론 매체와 기자회견을
가진바, 이 의장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으나, 북한은 이산가족 재회를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3.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85.6.30. 국회의장 일행 숙소인 Imperial Hotel에서 최홍희 등 북한 ITF 태권도
사범의 만찬 행사가 있었으며, 동 행사에 참석한 북한 태권도 사범 5명과 안병규 의원 등이 호텔
로비에서 조우하였다고 보고함.
4.	국회사무처는 1985.8.1. 국회의장 구주지역 방문 시 각국 면담인사에 대한 감사 서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7월 남북 국회회담이 남북통일 문제에 기여하기를 바람.
한국은 남북한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하며, 1981년 이래 한국은 여러 차례 전제조건 없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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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국회의원 방한, 1984

| 85-038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8 / 1 / 1~152(152p)

1. 하원 상무분과위원장 방한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84.2.24. J. Migloizzi 주재국 하원 상무분과위원회 위원장 일행 3명이 3월 중순 미국
및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기회에 한국 방문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국회사무처는
2.28. Migloizzi 위원장 방한 시 체재비는 국회에서 부담, 초청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Migloizzi 위원장 일행은 1984.3.14.~17.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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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국회 상공위원장, 상공부차관, 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 국회의장 주최 오찬, 국회 재무위원장 주최 만찬, 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오찬
- 판문점, 삼성전자 시찰

2. 상원 외교분과위원장 방한
Adolfo Gass 아르헨티나 상원 외교분과위원장은 1984.1.6. 한국 정부의 초청이 있는 경우 3월경 방한을 희망
한다고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언급함.

국회사무처는
2.23. 국회가 체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Adolfo Gass 위원장을 방한 초청할 계획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주아르헨티나대사는
4.4. Gass 위원장을 면담한 후, 동인이 84년 상반기에 한국을 방문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0.18. Gass 위원장 방한 시, 동인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서훈하여 줄 것을 건의함.
Adolfo Gass 위원장은 1984.12.23.~28.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예방
- 올림픽경기장,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삼성전자 수원공장, 용인 민속촌 시찰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방한, 1985

| 85-038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8 / 2 / 1~275(275p)

1. 상원의원단 방한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84.10.16. 양국 간 관계 증진을 위해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의 방한을
국회에서 접수하여 줄 것을 건의함.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85.2.2. 주재국의 중진 상원의원 6명으로 구성된 의원단의 방한을 한국 측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아르헨티나
상원의원단 일행은 3.25.~4.1.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2. 하원의장 방한
외무부는 1984.3.10. Juan Carlos Pugliese 아르헨티나 하원의장을 국회의장 명의로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국회사무처에 요청함.

국회사무처는
3.26. Pugliese 의장에 대한 국회의장 명의 초청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7.5. Pugliese 의장이 산적한 업무로 현재까지 방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85.3.13. Pugliese 하원의장이 비서실장을 대동 4.18.~21.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4.7. Pugliese 하원의장이 국내 정치 일정상 방한 일정을 불가피하게 1개월 가량
연기하게 되었음을 보고함.

Pugliese
하원의장은 1985.5.5.~8.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국회의장, 정무장관 예방
- 판문점, 제3땅굴, 삼성전자, 국립박물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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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정무장관 예방
- 임진각, 판문점 시찰
- 서울종합운동장,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시찰 및 경주 관광

부룬디 국회의장 방한 초청, 1983

| 85-0383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28 / 3 / 1~15(15p)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83.7.8. Emile Mworoha 부룬디 국회의장이 최근 Cuvelier IPU 의장대행을 방문
하고 부룬디의 IPU(국제의원연맹)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하면서, 부룬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부룬디
국회의장을 IPU 총회 기간 중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국회사무처는 7.14. IPU 사무국이 부룬디의 가입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83.7.20. IPU Cornillon 사무차장과 접촉한바, 부룬디 국회의장이 브뤼셀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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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 가입 희망을 표시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현재까지 부룬디로부터 가입을 위한 정식 요청이 없었다고
보고함.
외무부는 7.22. 부룬디가 IPU 가입을 신청할 경우 Mworoha 국회의장의 방한 초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주벨기에대사관에 통보함.

3.	국회사무처는 1983.7.29. 부룬디 국회의장 방한 초청 건과 관련, 부룬디가 서울 총회 시 IPU 가입을
위하여 IPU 사무국에 정식 신청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 총회 기간 중 방한 초청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브라질 하원의장 방한, 1985

| 85-038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8 / 4 / 1~347(347p)

1.	주 브라질대사관은 1984.4.4. 외무부에 Marcelo Linhares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장 및 Marcilio
하원의장에 대한 국회의장 명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국회사무처는 6.2. Marcilio 하원의장에 대한 국회의장 명의의 초청장 및 Linhares 의원친선협회장에 대한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 회장 명의의 초청 서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주브라질대사관은
6.23. 주재국 내 정치 사정으로 Marcilio 하원의장의 7월 중 방한이 어렵게 되었음을 외무
부에 보고함.

한국 측에 일임하겠다고 하였다고 보고함.
3. Marcilio 하원의장 일행은 1985.1.31.~2.3.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의장 예방, 국회 주최 만찬
외무부장관 예방,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올림픽경기장 시찰
부총리 예방, 삼성전자 시찰, 민속촌 관광

4. 주브라질대사관은 1985.11.8. Ulysses 주재국 하원의장에 대한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11.21. Ulysses 하원의장에 대한 국회의장 명의의 초청 서한을 주브라질대사관에 송부함.

5. Ulysses 브라질 하원의장 일행은 1985.12.19.~22.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예방 및 수교훈장 광화장 수훈
국회의장 예방, 국립묘지 참배, 명예박사 학위 수령
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오찬, 삼성전자 방문, 한·브 경제협력위원회 원장 주최 만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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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브라질대사관은 1984.12월 외무부에 Marcilio 하원의장이 1985.2월 방한을 희망하며 방한 일정은

카나다 국회의원 방한, 1985-86

| 85-038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5-28 / 5 / 1~126(126p)

1.	주캐나다대사관은 1985.1.8. Jean Chretien 하원의원(전 외상)이 1.16.~20. 방한 예정임을 보고하였으며,
국회사무처는 1.14. Chretien 하원의원이 국회 외무위원장 명의로 초청되었다고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외무부장관 예방을 주선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Chretien 하원의원의 방한 중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국회부의장,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 차관 예방
- 국립박물관, 판문점, 대우중공업, 삼성전자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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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캐나다대사관은 1985.1.11. Andrew Witer 의원을 비롯한 주재국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 6명이
이민정책 자료 수집차 방한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캐나다 하원의원들은 1.17.~20. 방한하여, 1.18.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과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외개발공사 사장은 캐나다 투자이주 대상자 자격 요건이 최근 5년 내 3년 이상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투자금이 10만 달러 이상이며, 신체검사의 최종 판정은 홍콩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신체검사도 한국에서 판정하기를 희망함.
- 주한 캐나다 영사는 자격 요건은 꼭 3년 이상 해당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은 아니며,
이민법상 일정한 투자 하한선도 없다고 하고, 신검 문제는 캐나다 법상 캐나다에 등록된 의사의 판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함.

3.	주 캐나다대사관은 1985.4.5. Robert Coates 하원의원(전 국방상, 한·캐 의원친선협회 고문)이
4.13.~16.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Coates 하원의원은 4.15. 교통부장관과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부산 간 고속철도에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업체인 봄바르디에사가 관심이 많으며, 고속철 건설에
따른 재정 및 기술에 참여하기를 희망함.
- 한국의 고속철 사업과 캐나다의 유전 및 조선 사업에 offset project case 추진이 가능할 것임.

4.	봉두완 한·캐 의원친선협회 회장은 1985.6월 개인 자격으로 동 협회 캐나다 측 회장인 P.Elzinga 의원과
고문인 R. Coates 의원을 방한 초청함.
두 의원은 6.23.~26. 방한,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에 참석함.

5.	주캐나다대사관은 1985.5.16. Marcel Danis 주재국 하원부의장이 9.3.~8. 서울에서 개최되는 태권도
대회 참가차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Danis 하원 부의장은 방한 중 국회의장,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국회 부의장 주최 오찬에 참석함.

Strauss, Franz Josef 독일 기독사회당수 겸
Bayern 주 수상 방한, 1985.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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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독대사관은 1985.8.4. Strauss 기독사회당수 겸 Bayern 주 수상이 10월 초 한국을 방문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인의 정치적 비중에 비추어 방한 시 일정 작성 등에 각별한 배려를 건의함.
주독대사관은 8.24. Strauss 당수가 10.10.~13.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5.9월 Strauss 당수의 체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작성함.
새마을운동 본부 방문,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 민정당 대표위원 예방
재경 독일 상공인과의 면담, 판문점, 제3땅굴 시찰, 금성통신, 대한항공 회장 예방

3.	외무부는 1985.10.10. Strauss 당수 방한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독일 기독사회당 당수 겸 바이에른 주 수상인 Franz Josef Strauss가 10.10.~13. 영애 및 수행원 16명을 대동,
방한함.
동 당수는 체한 중 대통령, 국회의장 및 민정당 대표위원 등을 예방, 국제 정세 및 한·독 간의 우호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임.

4.	Strauss 당수는 1985.12.8. 이재형 국회의장 앞으로 방한 중 베풀어 준 환대 및 선물에 사의를 표하는
감사 서한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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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미사, 국립박물관, 비원 관람

독일 국회의원 방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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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사무처는 1984.7.6. 외무부에 주독대사가 건의한 Spilker 독·한 의원친선협회장 일행의 1984.10월
방한을 환영하며, 체재비를 국회가 부담할 것임을 통보함.
국회사무처는 8.16. Spilker 회장에 대한 왕상은 한·독 의원친선협회 회장 명의 방한초청 서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주독대사는 1984.9.13. Spilker 회장과 면담 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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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방한을 희망하며, 방한 의원단 규모는 6~7명 선이 될 것임.
방한 대표단은 체한 중 국립묘지 참배, 판문점 시찰, 대통령 예방을 희망함.
Spilker 회장의 양국 간 교류 증진에 대한 공헌을 고려, 최상급 훈장을 수여할 것을 건의함.

3.	주독대사는 1984.10.24. 독일 하원 측이 1984년 중에는 한·독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의 방한이 어렵
고 1985.2월 방한을 희망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며, Spilker 회장이 1984.11월 단독 방한을 희
망함에 따라 양측 간에 협의가 있었으나, 한국 국회 측 희망에 따라 동인이 1985년 여타 친선협회 의
원단과 함께 방한하는 방향으로 결정됨.
4.	주독대사관은 1985.3.5. 외무부에 독·한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이 1985.4.30.~5.9. 방한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방한 기간에 대한 한국 측 조정 요청에 따라 독일 측은 3.28. 방한 기간을 단축하기로 함.
5.	Spilker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일 의원친선사절단 8명은 1985.4.28.~5.4.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국회 방문, 판문점, 제3땅굴 시찰, 국립박물관, 경복궁 관람
금성통신, 올림픽조직위, 올림픽경기장 방문
울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시찰 및 경주 관광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국무총리 예방, 국회의장 만찬

6.	주독대사관은 1985.10.24. Wolfgramm 하원의원이 10.28.~11.1. 방한,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중앙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주한 독일대사관은 10.25. 외무부에 Wolfgramm 의원의 방한을 통보하면서 손재석 문교부장관, 권이혁 한국
교원대 총장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함.

Wolfgramm
의원은 10.30.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와 면담함.

다께이리 요시가쯔(竹入義勝) 일본 공명당 위원장
방한, 1985.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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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일본 공명당 나노미야 부위원장은 1985.6.18. 다케이리 공명당 위원장 방한 문제와 관련 주일대사관 이기주
공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 옴.

국회사무처는 7.11. 다케이리 공명당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장 명의 방한 초청 서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2. 방한 결과
다케이리 공명당 위원장은 1985.7.22.~25. 방한하였으며, 국회의장,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대리 예방,
국회의장 주최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진 후, 홍콩 향발함.

다케이리
공명당 위원장은 7.23. 노신영 국무총리와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케이리 위원장은 중국 당국에 전하고자 하는 요망 사항이 있는지를 문의함.
- 노신영 총리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몇 개의 분야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희망을 중국 측에 전하여 주기 바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를 먼저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주변 국가는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함.
다케이리 위원장은 8.8. 주일대사에게 중국 방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등소평은 한국과의 관계 수립 및 진전을 자신도 원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3자 회담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에 중국의 참가를 확인해 본바, 등소평은 아시안게임의 규약과 올림픽
헌장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함. (중국의 양 대회 참가는 확정적인 것으로 감촉되었다고 부언)
- 중국은 소련의 북한 접근을 의식하여 북한에 대하여 군사 원조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감지되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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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이리 위원장은 7.22.부터 약 4박5일간 한국을 방문하고, 그 후 중국(구 중공)을 방문할 예정임.
- 다케이리 위원장은 방한 중 대통령 예방을 비롯 한국 정계 요인과의 면담, 판문점 및 경주 견학, 포항
제철,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및 전자제품 공장 등 산업 시찰을 희망하고 있으며 방한단은 5~6명으로
구성되고 기자단 4~5명이 동행할 예정임.
- 1981년 방한 시 국회의장의 초청 형식을 취했는바, 금번에도 국회의장의 초청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함.

후지이 가쯔시(藤井勝志) 일본 자민당 외교조사
회장 방한, 1985.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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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일대사관은 1984.10.26. 후지이 가쓰시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이 11월 중 중국(구 중공) 방문 후 11월 하순경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인이 소위 신 3자회담 구상을 가지고 방한을 희망
하였으며 자민당 내 비둘기파라는 측면에서 동 의원의 방한을 수락해 줄 것을 건의함.

1985.6월
주일대사관은 그간 방한이 연기되어 온 후지이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이 6.25.~7.3. 기간 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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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함.

6.13.
외무부는 후지이 의원의 방한을 환영하며 주요 인사 면담 일정을 주선 중에 있음을 주일대사관에 통보함.

2. 방한 결과
후지이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1985.6.26.~29. 방한하였으며, 체한 중 노신영 국무총리(6.29.) 및 이원경
외무부장관(6.27.)과 면담한바, 후지이 의원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바, 한·일 간의 기술이전,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김일성은 민족주의적 자세를 취하면서도 공산주의자로서 무력 투쟁 태도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와서 인식했는바, 북한과는 진지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임.
-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예정이며 홍콩의 현 체제와 중국의 제도가 서로 공존하게 되는데 북한도 계속해서
고립, 폐쇄적으로 나갈 수는 없을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함.
- 김일성은 한국동란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대통령은 평화 공존을 제의하여 서로 만날 수 있다면,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며, 진실로 그러한 만남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임.
- 전 대통령은 바쁜 일정으로 만나지 못하였으나 최고 책임자 회의를 하자는 제의는 좋은 생각임.

Chirwa, R.W. 말라위 의회당 사무총장 겸 무임소장관
방한, 1985.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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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우간다대사관은 1983.12.23. Chirwa 말라위 집권당 사무총장이 1984.2월초 자신의 아시아 지역 방문 기회에
한국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인이 말라위 제2인자로서 반다 대통령
사후 후계자로서도 유력시되는 실력자임을 들어 민정당 사무총장 또는 정무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1984.1.14.
민주정의당은 Chirwa 사무총장에 대한 민정당 사무총장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1.16. 외무부는 우간다와 말라위 간 상호 통신의 어려움에 비추어 상기 초청장을 주케냐대사관에 송부,

어렵게 되었음을 통보함.

2. 방한 결과
Chirwa 말라위 집권당 사무총장 겸 무임소장관이 1985.5.19.~26. 방한하였으며, 방한 중 민정당 사무총장,
외무부장관, 국회의장, 정무장관을 면담하고 농기구 제조회사, 올림픽 주경기장, 판문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Chirwa
사무총장은 5.22. 국무총리와 면담한바, Chirwa 사무총장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대통령이 말라위를 방문하든지 또는 ‘반다’ 말라위 대통령이 방한하든지 어느 쪽이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 중국(구 중공), 소련과는 아무런 외교 관계도 없으며 앞으로 관계를 수립할 의사도 없음.
- 말라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농산품을 잉여 생산하는 유일한 국가임.
주말라위대사관은 6.12. Chirwa 사무총장의 방한 중 감사 서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Chirwa 사무총장은 12.3. 외무부장관, 정무장관, 민정당 사무총장 등 한국 측 인사에 대한 연하장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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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rwa 사무총장에게 전달토록 조치함.

1.26.
말라위 외무성은 주우간다대사관 앞 텔렉스를 통해 Chirwa 사무총장이 분주한 국내 일정상 방한이

페루 국회의원 방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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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페루 관계 강화 외교의 일환으로 1985년 중 페루 정계 유력인사 및 상·하원의원들을
방한 초청하고 체한 중 외무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 면담, 산업 시찰, 판문점 및 지방 방문 등의
일정을 주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lfredo Barnechea Garcia 제1야당(APRA) 외무위원(1.22.∼27.)
APRA 당은 1985.4월 실시 예정인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시되며 동 외무위원은 당내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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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인사임.

외무장관
면담 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페루 수교활동 대처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함.

2. Ramon Ponce de Leon 상원의원(6.3.∼9.)
4.14. 총선에서 승리하여 7.28. 집권 예정인 APRA 당의 중진 인사임.
외무장관 면담 시 양국 간 의원 친선협회 회장으로 기여하겠다는 희망을 표시함.

3. Carlos Alberto Franco Ballester 하원의원(6.16.∼22.)
외무장관 면담 시 APRA 신정부 출범 시 대북한 관계개선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 측과 협조하여
대처함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언급함.

4. Jose Barba Caballero 하원의원 부처(6.17.∼23.)
외무장관 면담 시 7.12. APRA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당내 주요 인사들과 협조 아래 대북한 수교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언급함.

또한
페루 내 친한 언론계를 활용하여 북한의 활동에 대처하는 홍보활동 전개를 권고함.

5. Ramon Ponce de Leon 상원의원 및 Morales Bermudez 하원의원(10.7.∼12.)
de Leon 의원은 6월 방한 이후 재차 방한한바, 외무장관 면담 시 자신이 12월 관광성장관으로 취임 예정임을
언급함.
또한, 페루 내 무연탄공장 합작투자 및 빈민구제사업 관련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함.

Widmer, Sigmund 스위스 하원 외교위원장 방한,
1985.11.10-13

| 85-039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28 / 12 / 1~52(52p)

1.	주 스위스대사관은 1985.5.9. 주재국 하원 외무위원장 Sigmund Widmer 박사가 11월경 방한을
희망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공식 초청장을 송부하여 줄 것을 건의함.
6.4. 국회사무처는 스위스 Sigmund Widmer 하원 외무위원장에 대한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명의 방한
초청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2.	1985.7.16. Sigmund Widmer 하원 외무위원장은 11.10.~13.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을 주스위스대사관에
통보함.

통보함.
국립박물관, 경복궁 관람
국회 외무위원장,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SLOOC(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예방, 올림픽경기장 및 판문점 땅굴 시찰, 외무위원장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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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는 1985.10.31. Widmer 위원장의 체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주선하고 있음을 주스위스대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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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it Mongkolnavin 태국 국회의장 방한,
1985.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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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태국대사관은 1985.3.19. Ukrit 주재국 국회의장에 대한 공식 방한 초청장을 송부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5.28. 국회사무처는 Ukrit 태국 상원의장 겸 국회의장에 대한 이재형 국회의장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7.26. 주태국대사관은 Ukrit 국회의장이 8.26.~30.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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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시 최고훈장을 수여하여 줄 것을 건의함.

주태국대사는
8.9. Ukrit 국회의장을 면담한바, 동 의장은 한·태 양국 간 우호 관계에 비추어 한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북한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배석한 사무처 직원에게 북한 방문 취소를 북한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2. 방한 결과
Ukrit 의장은 1985.8.25.~29. 방한한바, 동인의 체한 중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국립묘지 참배, 국회 외무위원장, 국회의장 예방
- 대우중공업, 삼성전자, 새마을 단지 시찰
- 대통령, 대법원장,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상공부장관 예방, 판문점, 제3땅굴 시찰
Ukrit 의장은 8.28. 이재형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한·태 양국 간의 기존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태 의원친선협회 결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성토록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함.

주한
태국대사관은 9.30. Ukrit 의장의 대통령, 국무총리, 상공부장관 앞 감사 서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KRIANGSAK Chomanan 태국 하원 외무위원장
방한 초청계획, 19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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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태국대사관은 1978.8.3. Kriangsak 주재국 수상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8.10. 외무부는 총선거 등 국내 사정, 태국 타닌 수상의 방한이 최근 실현된 점을 고려, Kriangsak 수상 방한
초청이 어려움을 주태국대사관에 통보함.

2.	주태국대사관은 1979.1.6. 크리앙삭 수상이 2.6.~13. 미국 방문 후 귀로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재건의함.
1.29. 외무부는 태국 수상의 방한 시기는 연초의 제반 행사 등이 일단락된 4월경이 바람직함을 주태국대사관에

3.	주태국대사관은 1980.12.4. 크리앙삭 전 수상을 한국의 전직 국무총리 명의로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2.20. 외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프렘 수상 및 시디 외상의 방한에 앞서 전 수상이 방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크리앙삭 전 수상의 방한 초청 건을 적절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류하도록 주태국대사관에
지시함.

4.	주태국대사관은 1983.8.18. 주재국 하원 외무위원장으로 새로이 선출된 크리앙삭 전 수상을 1984년
이후 적절한 시기에 하원 외무위원장 자격으로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8.31. 국회사무처는 크리앙삭 태국 하원 외무위원장에 대한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5. 크리앙삭 외무위원장은 1984.10.7.~12. 방한 예정임을 1984.9.5. 주태국대사관에 통보함.
9.28. 주태국대사관은 태국 하원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국회 사정상 방한을 연기하게 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6.	Chan Ansuchote 태국 하원외무위 부위원장은 1985.3.26. 주태국대사와 면담, 크리앙삭 위원장 일행이
5.25.~30.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협조를 요청함.
5.8. 크리앙삭 하원 외무위원장은 주태국대사관에 현재 국회가 개원 중이고, 프렘 수상 및 7명의 각료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되고 있어 5.25.~30. 예정된 한국 방문을 무기 연기하겠다고 말함.

4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통보함.

Murkowski, Frank H.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
아·태 소위원장 방한,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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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앵커리지총영사관은 1981.12.24. Frank M. Murkowski 미국 상원의원이 국무총리 초청으로
1982.1.14.~18.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Murkowski 의원은 방한 중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및 동자부장관 면담, 판문점, 한국전력공사 및
주한 미국대사관 방문 등을 마치고 1.18. 대만(구 자유중국)으로 향발함.

2.	주미대사관은 1984.1.12. 외무부에 Murkowski 상원 외무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1.18.~21. 방한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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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 알래스카 연안 어업협력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외무부장관, 동자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안기부장과의 면담을 희망한다고 보고함.
Murkowski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1.19.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수산청장을 면담하고 동일
저녁 이한함.

Murkowski
의원이 1.19. 상공부장관과 면담 시 언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이 알래스카산 자원 수입을 증가시켜 주기를 희망함.
- 미 의회는 Export Administration Act에 의한 원유 수출금지 해제를 위해 노력 중인바 한국 측에서도
규제 해제를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요청해 주면 도움이 될 것임.

3.	주미대사관은 1984.3.9. Murkowski 상원의원이 알래스카 주 무역대표단을 인솔하고 4.14.~18. 방한
할 계획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Murkowski 상원의원은 방한 중 동자부장관, 경제기획원차관, 산림청장,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등을 면담함.

4.	주미대사관은 1984.11.21. 외무부에 Murkowski 상원의원이 12.7.~10. 방한 예정이며, 방한 중 한국과
알래스카 간의 경제교류의 확대 추진, 특히 한·알래스카 간의 수산 분야 장기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를
원한다고 보고함.
Murkowski 의원은 방한 중 외무부장관 대리,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농수산부장관,
수산청장과 각각 면담함.

5.	주미대사관은 1985.3.20. Murkowski 상원의원이 4.8.~11.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주한 미국대사관은 3.22. 외무부에 Murkowski 의원 방한 시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을 주선하여 줄 것을
요청함.

미국 의회의원 및 의원단 방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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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12.22. 주미대사관은 Thurmond 상원 법사위원장 부부가 1985.2.13.~17. 방한 예정임을 보고하면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예방을 일정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함.
1985.2.22. 전두환 대통령은 워커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에 남아 계속 주한 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토록 요청하는
서한을 Thurmond 상원의원에게 송부함.

2.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4.18. 외무부에 4.25. William Roth 상원의원, Richard Fairbanks 대사, 4.29.
Alex Goode 상무성 부차관보의 방한을 통보하면서 공항 귀빈실 예약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수거차 1대를 기증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5.10. 서울시는 Dymally 의원의 쓰레기 수거차 기증을 수락함.
5.29. Dymally 의원은 예정대로 서울시에 쓰레기 수거차를 기증함.

4.	주미대사관은 1985.6.21. Robert Badham 하원의원이 CSIS 학술회의 참석차 6.28.~7.6.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5.	Texas A&M 대학 노광해 교수는 1984.11.18.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동료 교수였던 Phil Gramm
하원의원이 금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동 의원이 평소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고 있으므로 동 의원을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Gramm 상원의원은 1985.8.9.~14. 방한하였으며 체한 중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을
예방하고 오산기지, DMZ 등을 시찰함.

6. 상기 외에 1985년도에 미 의회 의원단이 다음과 같이 방한함.
Dan Burton 하원의원(8.11.~15.)
Mervyn Dymally 하원의원(8.11.~16.)
Robert Dole 상원의원(8.16.~18.)
Russel Long 상원의원(8.19.~22.)
Jack Kemp 하원의원(8.20.~22.)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미대사관은 1985.3.22. Dymally 하원의원이 5.24.~29. 방한 예정이며 체한 중 서울시에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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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ADN당(볼리비아) 과의 교류, 1984

| 85-039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9 / 3 / 1~36(36p)

1.	주볼리비아대사관은 1984.9.12. 주재국 의회 내에서 친한 세력 확보를 위하여 한·볼리비아 의원
친선협회 결성을 추진 중임을 보고하면서 한국 국회와 중남미국 의회 간에 결성된 의원친선협회
정관을 송부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9.26. 국회사무처는 한국과 도미니카 간 체결된 의원친선협회 정관 사본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84.11.3. 민정당은 모든 우방국 정당과의 교류 확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으나,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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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바쁜 국내 일정으로 볼리비아 정당과의 인사 교류는 총선 후에 검토할 예정임을 주볼리비아
대사관에 통보함.
3.	주볼리비아대사관은 1984.3.7. 주재국 보수우익 정당인 민족주의 민주행동당(ADN)이 한국의 민주정
의당과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면서 동당이 1986년 총선에서 집권 전망이
높음을 감안하여 자매결연이 실현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민족주의 민주행동당(ADN : Accion Democratica Nacionalista)은 1971~78년 집권한 보수 우익 정당으로
공산주의와의 투쟁에 역점을 두고 있음.

의석은
상원 27석 중 6석, 하원 130석 중 23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계속되는 북한의 대주재국 침투 책동을 감안, 의회 내 친한 세력 확대 및 양국 주요 정당 간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동 자매결연은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

한·일본 의원연맹 총회, 제13차. 서울,
1985.10.22-24

| 85-039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29 / 4 / 1~183(183p)

1.	한일의원연맹은 1985.7.11. 외무부에 9.20.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3차 한일의원 합동총회를 위한
의제별 자료를 협조 요청함.
9.18. 한일의원연맹은 제13차 한일의원 합동총회가 10.23. 개최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주일대사는 한일의련 총회에 참석하는 일측 대표단 간부가 1985.10.22. 금번 총회 시 한국 측이 사회
당과 신민당과의 교류 문제와 관련, 일한의련의 대한 교류 창구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제기하는 경우, 일측 대표단으로서는 의련과 사회당은 입장과 기능이 다르므로 의련의 대한 교류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의련으로서는 간섭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보고함.
3.	한일의원연맹은 1985.10.28. 제13차 합동회의 결과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본 측은 양국 정상회담에 의한 양국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을 바탕으로 한, 행동하는
의련, 실천하는 의련상 정립에 찬성하고 보다 내실을 기하기로 약속함.
 일환으로 일본 측은 합동간사회의는 공동 발표문은 발표하지 말고, 회의 장소도 지방으로 옮겨 상호 접촉
그
기간을 길게 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이를 수락하여 의련 활동의 효율
화를 다짐함.

한국
대표단은 일본 대표단에게 한일의원연맹은 대일 의원외교에 있어서 초당적인 유일한 창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킴.

4.	제1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는 1985.10.23.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유엔 가입의 실현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으며 일본의 어떤 정당이 한국의 어떤 정당과 교류하든 그것이 한일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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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의원연맹 활동 및 인사교류, 1985

| 85-039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29 / 5 / 1~314(314p)

1.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85.2.15. 오사카 시의회의 자민당 소속 의원 37명이 4.3.~5. 방한 예정임을
보고하면서 한국의 한일의원연맹 측으로부터 공식 방한 초청장 접수를 희망함.
3.15. 주오사카총영사는 한일의련 간사장의 방한 초청장을 오사카 시 의회에 전달함.

2.	외무부는 1985.3월 한일의련 이재형 회장 일행이 4.3.~6. 방일 예정임을 주일대사관에 통보하면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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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회장은 체일 중 수상, 외상, 중·참의원 의장, 공명당 위원장, 스즈키, 후쿠다 등 전직 수상 및 친선단체
관계자들을 예방하였으며 민단 관계자와도 접촉함.

3.	1985.4.11.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80.8.14.~27. 북한을 방문한 일·조 우호 촉진 경도부 의회의원연맹의
북한 방문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4.	한일의원연맹은 1985.4.12. 공문을 통해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 가토 무쓰키 중의원 일행의
방한 중 외무부장관 예방을 주선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협조 요청함.
5.	한일의련은 1985.6.5. 간사회에서 신임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음을 통보하고 신임 회장단 방일 시
협조할 것을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회장: 권익현
부회장: 이상익, 이한동, 정재철, 서정화, 김수한, 박해충, 이택돈, 최재구
간사장: 김숙현

6.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85.6.14. 나라 일·한 의원연맹에서 올림픽위원회에 100만 엔을 기증하기 위해
방한단을 구성, 6.30.~7.3.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체한 기간 중 경북도지사 방문, 올림픽
위원회 방문 및 판문점 견학을 주선하여 줄 것을 건의함.

한·베네수엘라 및 베네수엘라·한 의원친선
협회, 1984

| 85-040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29 / 6 / 1~36(36p)

1.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1984.3.3. 한·베 의원친선협회가 다음과 같이 정식 발족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국회의장 또는 한국 측 친선협회 회장 명의의 축전을 건의함.
민주행동당 소속 의원

- Pedro Tabata Guzman
- Pablo S. Bolanos
- Jesus Eduardo Troconis
기독사회당 소속 의원

기타 정당

- Gonzalo Perez Hernandez
간사, 고문으로 원외인사 1~2명 유치 계획

2.	국회사무처는 1984.3.9. Moreno 한·베 친선협회 베측 회장 앞 국회의장 명의의 축전을 외무부에
송부함.
3.13.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축전을 Moreno 베측 회장에게 전달함.
4.11.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Moreno 베측 회장이 채문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축전에 대한 회신을 송부함.

3.	국회는 1984.10.29. 한·베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국회의장 명의
베네수엘라 상·하원의장 앞 서한 및 한·베 의원친선협회 회장 명의 서한을 송부해 옴.
11.6. 외무부는 한·베 친선협회 결성 및 상기 서한을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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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io Cesar Moreno(베측 회장)
- Gustavo Tarre Briceno
- Adolfo Emilio Melchert

김종건 법무차관 중국 및 일본 방문, 1985.7.5-12

| 85-040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29 / 7 / 1~61(61p)

1.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1985.6.5. 주재국의 시계양(施啓揚) 법무부장을 부임 인사차 예방한바,
시계양 부장은 한·대만 간 법무자료 교환 협정 체결 제의를 환영하면서 우선 한국 법무부장관이
대만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함.
2.	외무부는 1985.6.20. 김종근 법무부차관이 7월 중 대만 및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을 주대만 및 주일
대사관에 통보하고 일정 주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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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주대만대사관은 주재국 법무성이 법무차관 방중 기간 중 한·중 법무자료 교환협정체결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김종진 법무부차관은 1985.7.10. 시마자키 법무대신, 마에다 법무차관을 예방한 데 이어 7.11. 야나기야
외무차관을 예방한바, 동 예방 시 일측이 표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주일대사관 보고).
시마자키 법무대신

- (김 차관의 요청에 대해) 금번 각료회담에 법무대신이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에 관한 문제가 외교
문제화되는 것은 한·일 관계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마에다 법무차관

- 한국 측의 요청이 많아 이를 전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곤란한 실정임.
야나기야 외무차관

- 지문 문제는 자주적,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사정을 고려하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4.	법무부는 1985.7월 법무부차관 해외출장 결과(7.5.~12.)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국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일본 방문 성과 및 평가

- 지문 날인에 관한 협상 분위기 개선
- 양측의 접촉 기회 확대 요구
- 민단의 입장 및 애로사항 청취, 지도
대만 방문 성과 및 평가

- 한·대만 법무자료 교환 협정 체결
- 한·대만 외교 측면 지원 위한 협조 분위기 조성

이규호 내무차관 태국 및 일본 방문, 1985.8.27-9.4

| 85-040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29 / 9 / 1~63(63p)

1.	태국 내무성 관계관은 1985.6.3. 주태국대사관을 방문,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1985년
중 이규호 내무부차관의 태국 방문을 희망함.
주태국대사관은 6.6. Phisan 주재국 내무성 차관의 이규호 내무부차관 앞 방태 초청장을 송부함.

2. 내무부는 1985.6.28. 내무부차관이 8월 하순 또는 9월 초 태국에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함.
태국 내무성은 7.16. 이규호 내무부차관의 8월 하순 또는 9월 초 태국 방문에 동의함.
내무부는 7.29. 이규호 차관이 8.27.~9.4. 태국 방문 예정임을 통보함.

내무성 장관 및 차관 예방, 지방전력청 방문
Ayutthaya 주, Chiengmai 주 방문, 방콕 시내 관광

4.	내무부는 1985.9.18. 이규호 차관의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태국 내무성 장관 방한 초청
태국 내 신진 세력과의 유대 강화 필요

- 태국 내 친한적인 6.25 참전 세력 퇴조
북한은 태국의 정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침투 공작 전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태국대사관은 1985.8.15. 내무부차관의 방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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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태국 방문, 1984.7.1-3

| 85-0403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29 / 10 / 1~35(35p)

1.	국토통일원은 1984.5.19. 손재식 장관의 제7차 세계대학 총장회의(IAUP)(7.1.~6. 태국) 참석에 따른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외무부에 요청함.
2.	주태국대사관은 1984.6.21. 통일원장관의 주재국 시티 외상과의 면담이 7.2.로 확정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주태국대사관은 7.3. IAUP 조찬 간담회에 평통자문위원, 교민회 간부, 원로 교민, 국제기구 근무자, 대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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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공사 및 외환은행 지사장 등 15명과 대사관 직원 7명 등 22명이 참석토록 조치함.

3.	손재식 통일원장관은 1984.7.2. 방콕의 Hyatt Central Plaza Hotel에서 개최된 IAUP 회의에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정책에 대하여 연설함.

국정자문위원단 터키 및 중동 순방, 1985.8.26-9.15

| 85-040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5-29 / 11 / 1~269(269p)

1.	대통령비서실은 1985.6.27. 외무부에 1985년도 국정자문위원 해외시찰 계획을 통보하면서 일정 주선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7.8. 국정자문회의 사무처는 중동지역 시찰 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김상협 전 국무총리(단장), 홍종인, 고재필, 강원용 위원 등

2. 외무부는 1985.7.31. 1985년도 국정자문위원 중동지역 시찰 일정을 다음과 같이 대통령실에 보고함.
프랑스(8.27.~28.), 모로코(8.28.~30.), 튀니지(8.30.~9.2.), 이집트(9.2.~5.), 터키(9.5.~9.), 요르단(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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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9.11.~12.), 홍콩(9.13.~15.)

8.12.
김상협 위원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유창순 적십자사 총재가 국정자문위원으로 교체됨에 따라 유창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전 국무총리가 동 국정자문위원단을 인솔하게 됨.
 외무부는 국정자문위원 시찰 자료를 작성, 국정자문위원에게 송부함.
8월

3.	관련 재외공관은 1985.8~9월 국정자문위원의 주재국 방문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8.29. Lamrani 모로코 수상과 면담한바, 동 수상은 10월 서울 개최 IMF/IBRD 총회에 대한 Jouhari 재무상
참석 기회에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양국 간 민간 경협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8.31.
음잘리 튀니지 수상을 면담한바, 동 수상은 한·튀 양국 간 합작 사업이 서명된 후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귀국 후 한국의 정치, 경제 요로에 합작사업 박차를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함.
 Evren 터키 대통령을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함.
9.6.

권인혁 주프랑스공사 소련 비공식 방문,
1985.6.20-23

| 85-040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5-29 / 12 / 1~22(22p)

1.	주프랑스대사관은 1985.3.5. 현지 국제외교학회(Academie Diplomatique Internationale)가 주관하는
레닌그라드 단체 방문 계획에 권인혁 공사를 참가시켜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3.6. 주프랑스대사관 권인혁 공사의 레닌그라드 단체 방문 참가를 승인함.
6.19. 권 공사에 대한 소련 입국 비자가 발급됨.

2.	주프랑스대사관은 1985.6.26. 권 공사의 소련 여행 결과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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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음.
북한의 책동 등은 전혀 없었고 한국 외교관의 소련 입국을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감지됨.
외국 관광객은 관광객 전용 호텔과 식당을 이용해야 하고, 외국인 전용 상점에서 물건을 살 경우 현지화가
아니고 외화로만 지불해야 함.

레닌그라드
부시장은 최근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은 경제 제일 정책을 취하고 특히 소비재 증산 및
개발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한바, 그간 소련이 취해 온 중공업 우선 정책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소련은
1, 2차 대전을 통하여 막심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외적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고
따라서 자국 국방만이 소련을 구하는 길이라는 관념이 깊이 박혀 있음.

금번에
한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에게 전례 없이 입국을 허가한 것은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새로운 방향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미국 방문, 1985.8.31-10.1

| 85-040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5-29 / 13 / 1~79(79p)

1.	주뉴욕총영사관은 1985.8.6. Heritage Foundation의 Daryl Plunk가 제보한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동인에 의하면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가 1985.9.3.~13. 워싱턴에 체류할 예정이며 Plunk에게 워싱턴
에서의 일정 주선을 의뢰하였다고 함.
2.	외무부는 1985.8.30. 주미대사 및 미국 내 관련 공관에 대해 김동영 신한민주당 원내총무 및 신민당
의원 3인이 김영삼 전 총재의 방미 수행차 미국 주요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적절한 예우를

3.	주뉴욕총영사는 김영삼 전 총재가 1985.9.4. 워싱턴 소재 Heritage Foundation에서 10여 명의 한국
관계 인사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귀국 후 정치 일정을 off the record 전제하에 밝혔다고 보고함.
귀국 후 신민당 고문으로 단독으로라도 취임 예정
전두환 대통령 면담 (김영삼은 대통령이 이민우 총재 면담 시 김영삼 면담 용의를 밝혔다고 주장)

4.	주미대사는 김영삼 전 총재가 1985.9.7. 버지니아 주 Falls Church 고등학교에서 900명의 교포를 상대로
강연회를 개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한국은 언론 자유가 없어 탄압을 해도 이를 보도하지 못함.
학원안정법에 대하여 재야와 민추협, 신민당이 결속, 반대 투쟁을 벌인 결과 유보 내지는 철회되었는바, 이의
철회는 당연함.

한국에서
또 다시 군사 쿠데타나 민중 혁명이 일어나면 제2의 월남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며
독재가 공산주의를 이긴 예는 없음.

5.	주미대사는 1985.9.10. 김영삼 전 총재가 워싱턴에서 워싱턴포스트 및 AFP 기자회견, 부르킹스 연구소
방문, 헤리티지 재단 주관 행사 참석 및 아미티지 국방부 차관보, 먼데일 전 부통령, 시거 NSC 보좌관,
월포위츠 국무부 차관보, 다수의 상·하원의원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이라고 보고함.
6.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김영삼 전 총재가 1985.9.27. UC/Berkeley 산하 동아세아문제연구소 소속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함.
한국 국민은 한국에서의 민주제도 확립에 미국이 협력적이냐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느냐 하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함.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988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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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것을 지시함.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 미주 순방, 1985.10.4-29

| 85-040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29 / 14 / 1~435(435p)

1.	외무부는 1985.6월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의 북미 및 중미지역 순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해당 재외공관에 일정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순방 기간: 1985.10.4.~29.(25박26일)
방문 국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도미니카(공), 베네수엘라, 자메이카

2.	관련 재외공관은 1985.7~9월 최규하 의장 방문에 따른 주요 인사 예방 및 면담 주선, 숙소 예약,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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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오·만찬 일정 등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재외공관 보고 종합).
1985.10.7. Brian Dickson 캐나다 대법원장(헌법상 총독 대행)을 면담한바, 동 대법원장은 한반도의 정세가
세계 평화에 매우 긴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캐나다 정부로서는 미국과 더불어 동맹국의
입장에서 경제, 군사 면의 협력 관계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10.14.
시카고 방문 시 일리노이 주 톰슨 주지사의 영접을 받고 면담한바, 동 주지사는 11.2.부터 일리노이 주
실업인 120명을 인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금번 방한 중 경제협력, 특히 통상 증진에 관한
의견을 갖고자 한다고 말함.

10.18.
Jorge Blanco 도미니카 대통령을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도미니카의 외국인 투자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대도미니카 투자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함.

10.24.
Glass Pole 자메이카 총독을 면담한바, 동 총독은 자국이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
해 온 것은 과거의 기록이 증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함.

김대중 서구 방문계획, 1984

| 85-040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29 / 15 / 1~49(49p)

1.	주독대사관은 1984.9.21. Bochum 대학 총장인 Dr. Ipsen이 미국에 체류 중인 김대중을 10.15.~31.
방독 초청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9.21. 주독대사관에 김대중의 체미 중 언동으로 보아 독일에서도 반국가적 정치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독일 정부에 강력히 개진하고 교민들에 대해서도 동인의 선동에 현혹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함.

Franz
Keil 외무성 아주국장은 9.25. 독일 내 대학 당국이 독자적으로 초청장을 발급하는 것을 정부가 방지할
수는 없으나 만약 김대중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출입국관리

2.	주독대사는 1984.9.25. Bente 외무성 동아과장에게 김대중 입국과 관련 독일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
바, 동 과장은 김대중이 제3국에서 발행하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지 않는 한 현 상태로는
독일 입국은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3.	네덜란드 외무성 아주국 한국담당관은 1984.10.3. 네덜란드 Zeist 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O(InterChurch Coordination Organization For Development)가 김대중을 초청하였음을 주네덜란드대사관에
제보함.
10.5. 외무부는 김대중이 네덜란드 입국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네덜란드 정부가
김대중의 입국을 거부토록 협조 요청할 것을 주네덜란드대사관에 지시함.

4.	외무부는 1984.10.16. 스웨덴 교회단체 DIA KONIA(Swedish Free Church Aid)가 8.24. 주미대사관 앞
서한을 통해 김대중에게 가을경 스웨덴을 방문토록 초청장을 송부하였다고 주스웨덴대사관에 통보함.
10.22. Heinebaeck 스웨덴 외무성 아주국장은 김대중의 스웨덴 방문으로 인해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함.

5.	김대중은 1984.11.13. 유럽 및 캐나다 방문을 위해 주미대사 면담을 신청하고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4개국의 초청장 사본을 첨부, 여권상 목적지 추가 신청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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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이 입국을 거부할 여지는 있다고 언급함.

비동맹 교섭사절단 동아프리카 순방,
1985.8.2-18. 전2권. V.1 기본문서

| 85-040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0 / 1 / 1~245(245p)

1.	외무부는 1985.5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고위 교섭단을 동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하기로 결정함.
파견 목적

-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1985.9.2.~7.)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비동맹 핵심 우방국 확보
- 앙골라와의 우호 관계를 이용한 북한의 반한 책동 견제
- 제40차 유엔 총회(1985.9.17.~12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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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국 및 파견 시기

- 총무처장관 : 페루, 볼리비아, 자메이카(1985.7.26.~8.10.)
- 국회 외무위원장 : 요르단, 수단(1985.7.12.~20.)
- 외무부차관 : 라이베리아, 가봉(1985.8.7.~18.)

2.	외무부는 1985.6.11. 앙골라 개최 비동맹 외상회의 대비, 한국 입장 지지 확보를 위해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다음과 같이 사절단을 파견키로 함.
파견 대표: 윤석헌 본부대사
방문 국가: 지부티,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방문 시기: 1985.7.29.~8.11.

3.	외무부는 1985.8.21. 비동맹 교섭사절단 동부 아프리카 지역 순방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국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스와질랜드

- 앙골라 비동맹회의 및 제40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획득
- 대한국 단독수교 정책 불변 재확인
- IMF 서울총회 참가 확인
보츠와나

- 앙골라 비동맹회의 및 제40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호의적 반응
- 한국 공관 설치에 대한 긍정적 반응 획득
- 무역협정 가서명
코모로

- 앙골라 비동맹회의 및 제40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적극 지지 및 대변 발언 약속
- 대한국 단독수교 정책 재확인

비동맹 교섭사절단 동아프리카 순방,
1985.8.2-18. 전2권. V.2 자료

| 85-0410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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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0 / 2 / 1~169(169p)

본 문건은 동아프리카 지역 비동맹 교섭사절단 파견 준비 자료임.
1. 1985.7월 외무부 작성 비동맹 교섭사절단 자료 중 국별 훈령사항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 Masire 대통령 영도하에 이룩한 안정과 발전 치하
- 비동맹회의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적극 지지 요청
- 한국 상주대사관 개설 제의
- 무역협정 체결
코모로

- Abderemane 대통령 영도하에 이룩한 안정과 발전 치하
- 비동맹회의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적극 지지 요청
- 무상원조 공여

2. 1985.6월 외무부 작성 참고자료
남북대화 현황, 한국의 대 지부티,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경제협력 현황 및 현안 문제, 1985 IBRD/IMF Annual
Meetings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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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ombi 섭정 왕후 및 Makhosetive 국왕 지도력 하 안정과 발전 치하
- 비동맹회의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적극 지지 요청
- 베킴피 들라미니 수상 방한 환영
- 85년 내 한국 상주공관 설치 계획과 양국 우호협력 관계 강화 설명

Rikhye, Indar Jit International Peace Academy
총재 방한, 1983.2.6-11

| 85-0411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30 / 3 / 1~98(98p)

1.	주유엔대표부는 1983.1.18. 외무부에 맨해튼 소재 International Peace Academy 총재 Indar Jit Rikhye 가
2.6.~10. 방한 예정임을 보고하면서 방한 기간 중 외무부장관, 국방부 고위당국자, 안보문제 전문가 등과의
면담 주선을 건의함.
2. 주유엔대표부는 1983.2.1. Rikhye 총재의 방한 일정이 2.6.~11. 변경되었음을 보고함.
2.1. 외무부는 Rikhye 총재 방한 시 국방부 안보문제 연구소장,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경희대 방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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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연구원 세미나 참석 등 일정을 주선 중임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함.

Rikhye
총재는 2.6.~11. 방한함.

3. Rikhye 총재는 1983.2.24. 주유엔대표부를 방문, 방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힘.
International Peace Academy는 금후 남북한 관계 등 동북아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남북한 대표가
참가하는 공개, 비공개 세미나 개최를 추진할 예정임.

한국
정부가 동 Academy와 긴밀히 협조, 서울에서 많은 나라 대표를 초치, Multilateral Negotiation을 주제로
한 Training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를 원함.

자신의
방한은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실감하게 하였는바, 상기 Training 프로그램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방한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함.

Miller, Walter G. T. 호주 외무성 부차관 방한,
1985.5.22-27

| 85-041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30 / 4 / 1~40(40p)

1.	주호주대사관은 1985.4.10. 외무부에 Miller 주재국 외무성 부차관이 재외공관 감사 및 시찰차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을 방문 예정이며 한국에는 5.22.부터 약 5일간 체류할 예정임을 보고함.
2.	Miller 부차관은 1985.5.24. 이상옥 외무부차관과 면담한바, Miller 부차관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근 호요방 중국당 총서기의 북한 방문은 시기적으로 보아 큰 관심을 끌고 있는바, 북한은 중. 소에 대해

것으로 추측됨.

만약
북한이 남극조약 체제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소련 등 북한 가입 지지국들이 서방 제국으로부터 북한
가입 지지 협조 확약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한국 가입도 저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을 추진하게 되면 한국 가입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됨(Joseph 주한 호주대사).

3. Miller 부차관은 1985.6.4. 주호주대사에게 자신의 방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힘.
남북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등 일련의 최근 움직임은 확실히 환영할 만한 진전이며, 북한 측의 태도 변화는
한국 측의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과 중국의 종용 등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 측의 심각한 내부사정 등이 작용된
것으로 보며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한 측이 성실, 진지하게 나오게 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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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 상당한 leverage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북한은
랑군 사건 후 국제적 신뢰 상실, 경제사정 악화 및 중국의 요청 등을 감안, 남북대화에 응하게 된

Alexandre, Philippe 벨기에 주Liege 명예영사
방한, 1985.10.15-22

| 85-041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30 / 5 / 1~15(15p)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85.10.9. Philippe Alexandre 주리에지 명예영사가 10.15.~22. 자비로 방한 예정
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방한 중 외무부차관, 차관보, 구주국장 예방, 경주 및 판문점 시찰 등 일정
주선 및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함.
2.	방한 중인 Alexandre 주리에지 명예영사는 1985.10.16.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와 면담한바, 동 명
예영사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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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와 한국 간의 문화, 경제관계 증진, 특히 왈롱지역(불어 사용 지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국의 많은 기업체들이 벨기에에 지사를 설치하고 있는바, 벨기에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유럽지역의
본부 역할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함.

한국은
벨기에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한국의 오랜 문화전통이 알려지지 않은바, 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함.

벨기에에서
주종을 이루는 상담은 소규모 거래로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을 위한 상담 안내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Bennett, William R. 카나다 ‘British Columbia’주
수상 방한, 1985.6.3-8

| 85-041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5-30 / 6 / 1~208(208p)

1. 방한 경위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5.4.24. 외무부에 William Bennett British Columbia 주 수상이 주정부 주요 인사와
투자담당 장관 등 통상사절단과 함께 6.3.~8.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을 통보하면서, 동 기간이 한국 측에
편리한 시기인지 여부를 문의함.

외무부는
5.2. 국내 일정상 William Bennett 수상의 방한을 연기함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캐나다 측에
전달하고 이를 주밴쿠버총영사관에 통보함.

주밴쿠버총영사관은
5.9. Bennett 주수상의 방일 행사 및 츠쿠바 EXPO 행사 주선이 확정되어 주수상이 원래의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2. 방한 결과
Bennett 주 수상은 1985.6.3.~8.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부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예방, 포철 회장, 한전 사장, 전경련 회장 예방
- 판문점 시찰, 경주 관광, 올림픽경기장 시찰 등
Holland British Columbia 주 국제무역 및 투자부 동북아 담당관은 6.28. 주밴쿠버총영사에게 Bennett
수상이 한국 방문 결과를 지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British Columbia 주는 앞으로 설치될
특별 경제구역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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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희망 시기(6.3.~8.)에 방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5.15. Bennett 주 수상을 당초 희망 기간 중에 방한 접수키로 결정하고 이를 주밴쿠버총영사관 및

프랑스 주요인사 방한, 1983-85

| 85-0415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30 / 7 / 1~224(224p)

1.	주프랑스대사관은 1981.11.7. Le Monde지의 Philippe Decranene 아프리카 담당 기자를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11.24. Decranene 기자를 방한 초청키로 하고 이를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한바, 동인의 사정으로
방한이 지연됨.

Decranene
기자는 1983.8.28.~9.2.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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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장관 대리, 해외협력위 기획단장, 상공회의소 회장, 해외공보관장 예방
- 판문점 시찰, 국립박물관 방문, 옥포조선, 포항제철 시찰 및 경주 관광
Debranene 기자는 9.23. 주프랑스대사관 박 서기관에게 금번 방한 중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한·소 관계의
미묘한 사정을 알게 되어 다행이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불란서의 성급한 북한 승인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불 조야에 기회 있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함.

2.	주프랑스대사관은 1984.5.17. Lucien Vochel 파리 주지사가 티베트, 중국, 일본 방문 후 8월 중순경
약 5일간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Vochel 주지사는 8.14.~19.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부시장 예방
- 판문점 시찰, 경주 관광,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시찰
- 한려수도 관광

3.	주프랑스대사관은 1985.6.26. 불·미 민간친선협회 회원 30여 명이 Jacques Chirac 파리 시장 부인을
단장으로 10.22.~27. 방한할 계획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외무부장관 예방 등 일정 주선을 건의함.
주프랑스대사관은 9.18. 상기 방한단이 Chirac 시장 부인, Lipkowski 전 외무담당 국무상 및 협력상을 포함,
총 28명이라고 보고함.

외무부는
10.23. 상기 방한단 대표(Chirac 시장 부인, Lipkowski 의원, Dupont 사무국장)의 외무부장관 예방,
제1차관보 주최 다과회를 주선하고, 한·불 관계 브리핑을 실시함.

독일 주요인사 방한, 1985

| 8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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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0 / 8 / 1~349(349p)

1.	법무부는 1984.9.5. 외무부에 한국 법제도 소개 및 발전상을 보여 줌으로써 양국 관계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 서독 법조계 인사의 방한 초청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Wolfgang Zeidler 연방헌법재판소 소장
Curt Freiherr von Stackelberg 연방변호사협회 회장
Benno Erhard 연방법무성 정무차관

2.	법무부는 1984.10.25. Benno Erhard 서독 연방법무성 정무차관에 대한 법무부차관의 방한 초청장을
Erhard 법무차관은 1985.3.31.~4.6.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예방, 민속촌 및 경주 관광

3.	외무부는 1984.11.26. W. Zeidler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대법원장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주독대사관에 송부함.
Zeidler 소장은 1985.4.7.~13.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예방, 서울 시내, 민속촌, 경주 관광

4.	주독대사관은 1985.1.11.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방한 초청장에 대한 Stackelberg 연방변호사협회
회장의 초청 수락 답신을 외무부에 송부함.
Stackelberg 회장은 3.11.~16.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대법원장 예방, 민속촌 및 경주 관광

5. Lummer 서백림 부시장은 1985.4.9. 주서백림총영사 앞 서한을 통해 1985.5.25.~28. 방한을 희망함.
Lummer 부시장은 5.26.~31.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부산, 한려수도 관광, 판문점 시찰, 정무장관, 외무부장관,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국토
통일원장관 예방

6.	법제처는 1985.8.26. Rupert Scholz 서백림 법무장관 방한 초청을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Scholz 법무장관은 10.28.~11.1.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부총리 예방, 한국방송공사 시찰 및 TV 대담
- 비원, 박물관, 민속촌, 서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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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에 송부함.

Pfeffer, Franz 독일 외무부 정무차관보 방한,
1985.3.10-12

| 85-041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30 / 9 / 1~163(163p)

1.	Beyer 주한 독일대사는 1985.2.4. Pfeffer 독일 외무성 정무차관보가 3.9.~13.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1985.2.19. Pfeffer 차관보와 헝가리 외무차관과의 정책협의회 시 다음과 같은 한국 측 관심
사항을 헝가리 측에 전달, 헝가리 측의 반응을 debriefing해 주도록 요청할 것을 주독대사관에 지시함.
476

한·헝가리 간 비정치 분야 교류를 통한 실질 관계 증진 희망
최근 증가되고 있는 통상 분야의 인사 교류 확대 및 직교역 조기 실현

3.	주독대사는 1985.3.7. Pfeffer 차관보와 면담한바, 동 차관보는 가이오시 헝가리 외무차관과의 면담 시
한국 측 희망사항을 전달하였던바, 가이오시 차관 및 배석하였던 구주담당관은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동 내용을 take note 하면서 이를 아주담당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함.
4. Pfeffer 차관보는 1985.3.10.~12.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제1차관보 면담
국토통일원 방문, 판문점 시찰 등

5. 외무부가 1985.3월 작성한 면담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Pfeffer 차관보 인적 사항
방한 개요
의제별 talking point(영문)
쌍무 관계 자료

Fletcher, Norbert E. 그레나다 수상실 차관 방한,
1985.7.23-27

| 8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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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30 / 10 / 1~108(108p)

1.	주바베이도스대사관은 1985.1.24. Fletcher 그레나다 수상실 차관을 외무부차관 명의로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1.28. Fletcher 차관을 3.25.~29. 방한 초청키로 하고 외무부차관 명의의 초청장을 송부함.
Fletcher 차관은 자신의 방한을 7.23.부터 1주간 실시할 것을 희망함.

2. Fletcher 차관은 1985.7.23.~27.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3.	Fletcher 차관은 1985.7.24. 이상옥 외무부차관과 면담한바, Fletcher 차관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북한과의 단교는 장선섭 주바베이도스 대사가 매우 강력히 희망을 했으며 수상과 외무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것임.

한국의
자동차가 그레나다에서 매우 유명한바, 포니, 스텔라가 활주하고 있음. 1985.10월 영국 여왕 방문
시 한국이 지원할 순찰용 모터사이클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임.

1985.7월
Caricom 정상회담이 바베이도스에서 개최되었는바, 카리브 국가도 지역 방어를 위해 Unified Force
를 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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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울산, 포항 산업시찰, 경주 관광, KDI, 새마을 중앙본부 방문

Chandrachud, Yeshwant V. 인도 대법원장 방한,
1985.5.12-17

| 85-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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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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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인도대사는 1984.4.7. 이임 인사차 Chandrachud 주재국 대법원장을 예방한바, 동 대법원장이 1985.3월경
방한을 희망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대법원장 명의로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법원행정처는
6.26. 외무부에 Chandrachud 인도 대법원장을 초청하는 유태흥 대법원장 명의의 초청장을 송
부함.
인도 대법원은 주인도대사관에 1985.3.22. Chandrachud 대법원장이 5.12.~17. 방한을 희망한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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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Chandrachud 대법원장은 1985.5.12.~17.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대법원장, 총리 예방
- 국립묘지 헌화, 창덕궁 관람, 올림픽경기장 시찰, 국립박물관 관람, 변호사협회 방문
-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시찰, 경주 관광
Chandrachud 대법원장은 5.19. 주인도대사 앞 서한을 통해 금번 방한을 통해 한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번 기회를 마련해 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함.

Sutresna, Nana 인도네시아 외무성 정무차관보 및
Loeis, Wisber 아시아·태평양국장 방한, 1985.10.3-6

| 85-0420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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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30 / 12 / 1~122(122p)

1. 방한 경위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5.8.3. Nana Sutresna 주재국 외무성 정무차관보가 한국 외무부 정무차관보의
공식 방한초청이 있으면 1985년 내 방한을 실현하고 싶다고 알려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8.10. Sutresna 정무차관보에 대한 한우석 차관보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9.29. Sutresna 정무차관보가 Loeis 이태국장을 대동하고 유엔 총회 참석 이전인
10.3.~6.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Sutresna 정무차관보는 1985.10.3.~6.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외무부장관 대리 예방, 제1차관보 면담
- 땅굴, 송악고지, 잠실 올림픽 경기장 시찰
Sutresna 정무차관보가 한우석 제1차관보(10.4.), 이상옥 외무부장관 대리(10.5.) 면담 시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남북대화 지지
- 앙골라 비동맹회의 시 북한입장 지지 요청 거절
- 캄푸치아 문제
          · 목타르 외상은 아세안의 대변자로서 유엔에서도 베트남 외상과 접촉 예정
          · 폴포트의 퇴진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임.
- 1987년 아세안 헌장서명 20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음.
- 북한 이종옥 부주석 및 김영남 외교부장이 1985년 중 인도네시아 방문을 희망하나, 국내 일정상 거절
할 계획임.
- 한·인도네시아 직업훈련원의 조기 개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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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Ali AHANI 이란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5.8.8-12

| 85-042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5-30 / 13 / 1~124(124p)

1. 방한 경위
주이란대사는 1985.4.13. 이임 인사차 Ali Ahani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한바, 동 총국장은 한국
외무부가 자신을 방한 초청하여 준다면 연내 적당한 시기에 방한하여 양국 간의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게
되기를 희망함.

외무부는
5.4. Ahani 국장을 방한 초청키로 하고 동인의 방한 시기 등을 파악, 보고토록 주이란대사관에

480

지시함.

주이란대사관은
6.24. Ahani 국장이 8월 초순 방한 계획임을 보고함.

2. 방한 결과
Ahani 아주국장은 1985.8.8.~12.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외무부 중동국장, 제1차관보, 외무부장관 면담
- 상공부 제1차관보, 수산청 차장 면담, 인천 대우중공업 시찰 등
Ahani 국장은 8.12. 민수홍 외무부 중동국장과 면담한바, Ahani 국장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이전 종전의 조건은 이라크군의 이란령으로부터 완전철수, 전쟁피해 보상 및 침략자의 처벌임.
- 한국이 이라크와의 경제 관계 긴밀성에 비추어 이라크가 비인도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그러한 압력은 이라크의 비인도적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이라크는 현재의 국내 정치, 경제적 난관 때문에 종전을 원할 수밖에 없으나, 만일 이라크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통해 종전 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라크가 이를 지킬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 이란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강력히 규탄해 오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소련군의 무조건
철수, 아프간 난민의 복귀, 아프가니스탄인의 자결 등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
외무부는 8.23.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Velayati 이란 외상 앞 서한을 주이란대사관에 송부함

마에다 히로시(前田宏) 일본 법무차관 방한,
1985.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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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법무부 사무차관 비서는 1985.9.6. 주일대사관을 방문, 한국 법무부차관의 초청에 따라 마에다
법무차관이 10.17.~22. 방한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한국 법무부차관 명의의 정식 초청장 송부를
요청함.
9.24. 법무부는 김종건 법무부차관 명의의 일본 마에다 법무차관 방한 초청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85.10.4. 마에다 법무차관의 방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주선하고, 특히 법무부차관 면담
시에는 외국인 등록법, 법적 지위, 법무차관 상호방문 등에 관해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일대사관에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원 행정처장 예방, 법무부차관 면담
판문점 시찰, 대구 및 부산지검장 주최 만찬

3.	방한 중인 마에다 차관은 1985.10.22.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예방한바, 마에다 차관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국인 지문 날인 문제는 지난 정기 각료회의에서 아베 외상이 성의를 갖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힌 방침에
대해 법무성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곧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노력하겠음.
국

4.	법무부는 1985.10월 마에다 일본 법무차관 방한 결과를 외무부에 알려 온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문 날인 제도 개선에 대해 공식 석상(양측 법무차관 협의 시)에서 제도 개선 의도를 최초로 강력히 시사함.

- 다만, 제도 개선은 법 개정이 수반되므로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있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함.
제3세(第3世) 이하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관련 실무자협의 연내 개시 재확인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 여부는 양국에 모두 기여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키로 합의

5. 마에다 차관은 1985.10.31. 이원경 외무부장관에게 자신의 방한 중 환대에 감사하는 서한을 송부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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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주요인사 방한, 1985

| 85-042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30 / 15 / 1~53(53p)

1.	아리마 다쓰오 일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은 1985.1.28.~31. 방한하여 1.30. 외무부 아주국장과 면담한바,
동인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부야 북동아과장이 우스노미야 도쿠마 참의원 의원에게 청취한 바에 의하면, 우스노미야 의원도 김대중
방일 시 문제를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며, 따라서 자신이 나리타 공항에 나가지 않을 것이며,
지지 단체들이 공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소극적 생각이라 하였다고 함.
 단계에서 재일 한국인 및 일본인 등 지원 단체들이 공항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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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다 에이지로 일본 외무성 연수원장은 1985.4.16. 자신이 5.14.~17. 방한 예정임을 이기주 주일대사관
공사에게 알림.
5.9. 노다 대사는 방한 중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전 서울대총장 신태환 부부, 서울 광학산업 이지웅 사장 등과의
면담을 희망함.

노다
연수원장은 1985.5.17. 외무부장관을 예방한바, 동인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0년 만에 방한한바, 바뀐 것은 한반도 주변 정세(특히, 중국의 경제정책)이며, 바뀌지 않은 것은 휴전선의
긴장, 소련의 한국에 대한 자세임.
- 베트남은 종전 후 농업이 약간 개선되기는 했으나 높은 인플레율 때문에 국민 생활이 전쟁 시보다 더욱
어려워졌음.
- 소련이 베트남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베트남 내 소련 군사기지와 관련된 것으로 베트남
국민들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은 그리 많지 않음.

라이베리아 주요인사 방한,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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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라이베리아대사관은 1983.4.2. Yudu Gray 주재국 지방개발장관이 4.27.부터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농수산부장관 초청의 공식 방문으로 하여 줄 것을 건의함.
농수산부는 4.12. Yudu Gray 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4.27. Gray 장관이 4.28.~5.1.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농수산부는 5.6. Gray 장관이 방한 중 농수산부장관 면담, 대우중공업 시찰, 농업진흥공사 방문 및 새마을
시범부락 시찰, 경기도 광주 벽돌 제조공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졌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위해 3.20.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3.10.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Jones 재무장관은 주재국 형편으로 출국치 못하며 대신 Andrew Redd 차관이
대표단을 인솔하여 3.20.~24. 방한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Redd
재무차관은 방한 중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해운항만청장 면담, 선급협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
해양대학, 현대중공업을 시찰함.

3.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1984.6.15. Mrs. Mcleod T. Darpoh 주재국 상공장관이 84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기간 중 라이베리아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상공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하여 줄 것을 건의함.
8.1. 외무부는 Darpoh 상공장관을 방한 초청키로 하였음을 주라이베리아대사관에 통보함.

4.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1985.7.12. 주재국 외무성 한국담당관을 동인의 8.30.~9.9. 일본 방문 기회에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8.13. Nathaniel Davies 라이베리아 외무성 아주담당관을 방한 초청키로 하고 이를 주라이베리아
대사관에 통보함.

Davies
담당관은 9.10.~14. 방한한바, 체한 중 외무부차관 예방, 판문점, 땅굴, 잠실 경기장, 국립박물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5.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은 1985.9.11. Philip Bowen 라이베리아 Commissioner of Maritime Affairs가
9.25.~27.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체한 중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장, 해운항만청장,
대우조선 관계자 면담을 희망함.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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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1984.2.28. Jones 주재국 재무장관이 각국의 선급협회와 라이베리아 국적선

룩셈부르크 주요인사 방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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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벨기에대사관은 1985.4.17. Benny Berg 룩셈부르크 보사부장관이 5.10.~21. 일본 방문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인이 룩셈부르크의 제1 집권 연립여당인
노동사회당 부당수로서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 한국이 왕복 항공료 부담,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4.22. Berg 장관 보좌관은 Berg 장관의 일본 방문 계획이 내부 사정상 취소됨에 따라 한국 방문도 어렵게
되었음을 주벨기에대사관에 통보해 옴.
484

2.	주벨기에대사는 1985.4.30. Berg 룩셈부르크 보사부장관과 면담하고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여
줄 것을 희망한바, 동 장관은 금번에 자신은 방한하지 못하나 자신의 특별보좌관인 Claude Hemmer를
5.19.부터 2~3일간 방한케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방한 기간 중 각별한 편의 제공을 요청함.
3.	C. Hemmer 보좌관은 1985.5.18.~21. 방한하였으며, 외무부는 일정 주선, 차량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는바, 동인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건설부차관, 보사부차관 예방,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시찰, 주택공사 시찰
국립박물관 관람 등

Shrestha, Kedar Bhakta 네팔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 1985.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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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네팔대사관은 1984.10.24. Kedar Bhakta Shrestha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이 방일 기회에 한국도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외무부 아주국장 명의의 초청장을 송부해 줄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10.29. Shrestha 국장을 방한 초청키로 함.

2.	주네팔대사관은 1985.3.14. 외무부에 Shrestha 아주국장이 5.4.~7.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함.
주네팔대사관은 3.24. Shrestha 아주국장이 방한 기간을 재조정, 5.12.~15. 방한을 희망한다고 보고함.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외무부차관 예방, 삼성전자 시찰, 국립박물관, 비원 관람, 판문점 시찰 등

4.	Shrestha 국장은 방한 중 1985.5.13. 외무부차관을 예방한바, Shrestha 국장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이 네팔의 중요한 문제인 네팔의 평화 지역화를 지지하고 있어 감사함.
네팔은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견지할 것임.
한국 정부는 네팔 국왕과 수상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상은 1986.4월 선거전에는 해외 여행이 어려울
것으로 봄.

국왕의
방한이 조속 실현되도록 외무부장관의 네팔 방문 시 네팔 국왕께 이 점을 강조해 주면 좋겠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외무부는 1985.5.2. Shrestha 국장의 방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주선하고 있음을 주네팔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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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 방한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84.6.26. 주재국 Kare Wiloch 수상 및 Svenn Stray 외상의 방중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노르웨이 수상실 Kjell Colding 차관은 8.21. 주노르웨이대사 면담 시 수상의 방한은 현실적으로 어렵
겠다고 말함.
John Grieg 외무성 정무국 지역심의관은 11.27. 주노르웨이대사관 최 참사관 면담 시, Willoch 수상의 구주지
486

역 밖으로의 여행은 주재국 1985.9월 주재국 총선거 이전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으나, Stray 외상은 1985년
3~4월경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외무부는
12.22. Stray 외상의 1985년 상반기 방한을 희망하는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주노르웨이
대사관에 송부함.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85.1.12. 당초 Stray 외상이 1985.3월 중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여타 국가 출장
일정상 중국 방문은 총선 이후인 11월 초순으로 변경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Stray
외상은 3.20. 이원경 장관 앞 회신을 통해 한국 측 방한 초청을 수락하나 1985.9월 총선거 이전의 방한
실현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함.

Stray
외상은 9.16. 주노르웨이대사에게 1986.1월 이후 방한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12.18.
신임 대사의 부임 인사차 예방 시에는 1986.3월 중국 방문 시 방한은 불가하나 1986년 가을 중 별도 방한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2. 외무성 심의관 방한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85.4.16. Grieg 외무성 아주담당 심의관이 홍콩 개최 공관장회의(5.5.~11.) 참석 기회에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Grieg
심의관은 5.11.~15. 방한,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제1차관보, 구주국장, 아주국 심의관, 해협위 기획
단장, 경기원 종합기획과장 등을 예방 및 면담하고 한반도 주변정세, 남북대화,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 등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가짐.

van Agt, A. A. M. 네덜란드 North Brabant
주지사 방한, 1985.5.19-27

| 85-042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30 / 20 / 1~71(71p)

1.	외무부는 1984.12.24. 네덜란드의 전임 수상이며 현 North Brabant 주지사인 Van Agt 지사를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요청함.
2.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5.2.2. Van Agt 지사가 5.20.부터 약 1주일간 방한 예정이며 경제 부처 및
경제단체 방문, 주요 회사 접촉, 판문점 및 지방 산업시찰 등을 희망한다고 보고함.

사장, 중소기업연합회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면담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함.

3. Van Agt 전 수상은 1985.5.19.~27.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부총리, 체신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동양맥주, 삼성전자, 판문점 시찰, 국립박물관, 비원 관람
전경련 회장, 무역협회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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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3.7. Van Agt 지사를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함.
주네덜란드대사관은 4.10. Van Agt 지사가 5.20.~24. 방한 예정이며 방한 중 무역협회 회장, 무역진흥공사

뉴질란드 외무부 주요인사 방한, 1985

| 85-042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31 / 1 / 1~86(86p)

1.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1985.5.16. J. C. Trotter 싱가포르 주재 뉴질랜드 고등판무관이 외무성 차관보로
내정됨에 따라 5.28.~31. 방한, 양국 간 주요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주뉴질랜드대사관은 5.28. Trotter 대사가 아주지역 담당 차관보로 내정되어 현지 실정 파악차 한국, 중국
(구 중공), 일본을 방문 중임을 보고하면서 동 대사에게 한국 정세 소개 등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Trotter
차관보는 5.30. 외무부 제1차관보와 면담한바, Trotter 차관보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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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중 싱가포르만 크게 발전해서 아세안 자체 내에도 경제적 격차가 큼.
- EC는 아세안의 대화 상대가 되려고 하는바, 특히, 프랑스, 영국이 적극적임.
- 김일성과 호요방의 신의주 회담에서 중국 측은 북한이 남북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종용한
바, 북한은 긍정적으로 대하겠다고 답했다고 함.

2.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1985.9.12. 공한을 통해 John Scott 외무성 국제문제 연구소장이 9.15.~19.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3.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85.11.7. D. Law 외무성 아주국장이 일본 방문 후 12.1.~3. 한국을 비공식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방한 중 외무부 간부 면담, 오· 만찬 주선 등
편의제공을 건의함.
Law 아주국장은 12.2.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과 면담한바, Law 국장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1.28.~30. 일·뉴 연례경제협의회 참석 후 휴가차 비공식 방한한 것임.
- 1986년 노신영 총리의 방뉴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확신함.
- 통상 문제의 주무기관은 무역성이지만 통상 문제 교섭의 경우 외무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Law 아주국장은 방한 중 판문점 시찰, 아주국장 면담, 아주국장 주최 만찬에 참석함.

필리핀 주요인사 방한,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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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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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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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필리핀대사관은 1982.2.3. Pablo Suarez 주재국 외무성 정무국장이 2.16.부터 일주일간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에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인이 외무성의 주요 정책
수립 실무자임에 비추어 정부에서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Pablo Suarez 국장 부부는 2.23.~27.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외무부차관 예방, 아주국장, 경제국장, 조약심의관 면담
-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방문, 화성 새마을 시찰
- 판문점 시찰, 필리핀 참전 기념비 참배, 경주 관광, 현대조선소 시찰 등

방문 후 귀로에 10.1.~5. 방한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대법관이 주재국
진출 한국기업의 각종 쟁의 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등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공이 큰 인사인 점을 감안,
동인을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대법원은 9.9. 동인 방한 시 대법원장 예방은 가능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C. Teehankee 대법관은 10.2.~5.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법원장 예방, 한국법학원장 예방
- 비원, 용인 민속촌 방문

3.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1984.8.20. 및 8.31. Rolando Butalid Bohol 주지사 부부가 새마을 운동 및 중소
기업 시찰을 목적으로 9.20.~25. 방한을 희망함을 통보하면서, 동 주지사를 위한 체한 일정 작성 및
편의 제공을 외무부에 요청함.
주필리핀대사관은 9.7. Bohol 주지사는 최근 태풍에 의한 Bohol 지역의 극심한 피해로 인해 부득이 일본 및
한국 여행 계획을 취소케 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주필리핀대사관은 1985.1.8. Imelda 여사의 동생으로 현재 국회의원, Leyte 주지사와 주미 대사직을
겸하고 있는 Romualdez 대사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1.12. Romualdez 대사를 방한 초청키로 하고 주미대사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작성, 전달하도록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주미대사는
1.21. Romualdez를 만나 방한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필리핀대사관은 1983.9.1. 주재국 대법원 차석 대법관인 Claudio Teehankee 박사 부부가 9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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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필리핀대사관은 1985.1.11. Rosalinda Tironda 주재국 외무성 유엔 및 국제기구 차관보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1.29. Tironda 차관보를 방한 초청키로 하고 주필리핀대사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지시함.
주필리핀대사관은 6.4. Tironda 차관보가 국내 사정으로 방한치 못하게 되었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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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tab Omar Ismail AL DAFA 카타르 석유재무성
인사행정국장 방한, 1984.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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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5-31 / 3 / 1~50(50p)

1.	주카타르대사관은 1983.12.21. Khattab Omar Ismail Al Dafa 주재국 석유 재무성 인사 행정국장이
1984.1.20.~25. 방한을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국장을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1984.1.5. 주카타르대사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토록 지시함.
주카타르대사관은 1.16. Al Dafa 국장이 정부 사정으로 방한을 2월 중순경으로 연기코자 한다고 보고함.

2.	주카타르대사관은 1984.2.6. Dafa 인사행정 국장이 2.16.~20. 방한 예정임을 보고하면서 방한 기간
중 인사행정 분야 제도 및 기관 시찰을 원하며 가급적 가벼운 일정을 주선해 줄 것을 건의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방한 일정

- 외무부 중동국장 예방, 총무처차관 예방
- 중앙공무원교육원 방문, 교육훈련 협의 및 시찰
주요 협의 내용

- 카타르는 장관급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 중에서
공무원으로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임.
- 그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에 대하여 학비와 일부 생활비를 정부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채용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총무처는 1984.2.24. 공문을 통해 Al Dafa 인사행정 국장의 2.17.~21. 방한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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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의 ICC 서울총회 참가
문제, 1984-85

| 85-043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1 / 4 / 1~99(99p)

1.	대한상공회의소는 1984.8.9. 제6차 국제상업회의소(ICC) 연차총회(3.25.~28.) 서울 개최 시 미수교국
대표단 초청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외무부는 1.25. ICC 연차총회에 소련, 불가리아,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및 유고의 초청에 이의가
없다고 회신함.

상공부는
7.9. 남아공화국을 제외한 유고 등 7개 미수교국의 초청에 이의 없다고 회신함.
상공부는 8.18. ICC 총회 초청 대상에 남아연방공화국 대표도 포함하도록 정정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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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1.4. 남아공화국 대표의 ICC 총회 참석에 이의 없음을 대한 상공회의소에 통보하면서,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를 감안, ICC 총회 의사 진행,
대외홍보 등에 있어서 남아공화국 대표단의 활동이 부각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함.
대한상공회의소는 3.4. ICC 총회 참가 남아공화국 대표단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3.6. 남아공화국 대표단이 홍콩 및 동경 주재 한국 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함.

3.	주일대사관은 1985.3.20. 및 3.22. 남아공화국 대표단에 대해 입국 사증을 발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스페인 외무부 주요인사 방한, 1981-84

| 85-0433 |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31 / 5 / 1~82(82p)

1.	외무부는 1981.3.27. Comunas 스페인 하원 외교분과위원장, Del Pino 외무성 국장 등의 방한 추진
상황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스페인대사관에 지시함.
주스페인대사는 4.1. Del Pino 외무성 국장과 면담한바, 동 국장은 국내 정세 등으로 방한 일정을 정하지 못했
으나 5월 중 방한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함.

주스페인대사는
4.13. Del Pino 국장과 면담한바, 동 국장은 업무 사정상 방한 일정이 6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단신 여행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함.

을 방한 의사를 표명하면서 방한 시 경제관계 실무자 1명을 동반할 예정이라고 말함.
8.7. Allendesalazar 국장은 10.15.~20. 중 3박4일 정도 방한을 제의함.

3.	Allendesalazar 국장은 1984.10.21.~24.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 구주국장, 외무부차관, 외무부장관 예방, 상공부 제1차관보 예방
삼성전자 시찰, 민속촌 관람, 판문점, 땅굴 시찰, 올림픽경기장 시찰

4.	Allendesalazar 국장은 1984.10.22. 외무부장관을 예방한바, Allendesalazar 국장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장관의 스페인 방문 초청을 수락해 줄 것을 희망함.
카를로스 국왕의 한국 방문이 실현될 것을 희망하고 있음.
스페인의 EC 가입 문제는 낙관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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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스페인대사는 1984.7.27. Allendesalazar 외무성 아세아 태평양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1984년 가

PHISAN Moolasartsathorn 태국 내무차관 방한,
1985.4.14-17

| 85-0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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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31 / 6 / 1~190(190p)

1.	주태국대사관은 1983.7.9. Phisan 주재국 내무차관이 내무성 최고 직업 관료로서 내무성 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 동인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내무부는 8.20. 외무부에 Phisarn 태국 내무차관에 대한 내무부차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주태국대사관은 11.16. 외무부에 Phisan 내무차관이 11.12. 주재국 홍수피해 대책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어,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방한을 1984년도로 연기하게 되었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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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isan 내무차관은 1984.7.31. 이춘구 내무부차관 앞 서한을 통해 1984.10월 중순경 동인이 인솔하는
약 15명의 내무성 시찰단이 방한할 예정임을 통보함.
내무부는 10.17. 태국 내무차관 일행에 대한 내무차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외무부에 재송부함.
태국 내무성차관 비서실장은 11.14. 최근 바트화의 평가 절하에 따른 주재국 정세변화에 따라 내무차관의
방한 계획을 연기하여 1985.2.17.~20.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주태국대사관은 1985.1.17. 외무부에 Phisan 내무차관이 4.14.~17. 방한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함.
내무부는 1.31. 태국 내무차관 일행의 방한 기간에 대해 태국 측 희망대로 동의함.
주태국대사관은 4.2. 태국 내무차관 시찰단의 방한 규모가 총 21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보고함.

4.	Phisan 태국 내무차관은 1985.4.14.~17.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내무부 방문, 올림픽 경기장 및 용인 민속촌 방문
판문점, 땅굴, 새마을 모범부락 시찰

5.	Phisan 내무차관은 1985.5월 주태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방한 기간 중 동인 및 수행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환대 및 일정 주선에 사의를 표함.

미국 시장 방한, 1985

| 85-0435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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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5-31 / 7 / 1~158(158p)

1.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1985.4.7. Frank Fasi 호놀룰루 시장 내외가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기회에
귀로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서울시장 명의로 초청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5.6. 서울시는 Fasi 시장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Fasi 시장은 5.15.~18. 방한, 서울시장 예방, 서울시장 주최 만찬, 잠실 올림픽 경기장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
후 귀국함.

2.	내무부는 1984.9.22. 미국 텍사스 주 San Antonio 시장 방한 초청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동 건 추진에 이의 없음을 내무부에 회보함.

내무부는
1985.4.2. San Antonio 시장을 6.13.~16. 방한 초청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San Antonio 시장은 1985.6.9.~13. 방한,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주한 미국대사 예방,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현대건설 방문, 광주시청, 전남도청, 언론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진 후 대만 향발함.

3.	주시애틀총영사관은 1985.5.21. 오리건 주 Portland 시 Bud Clark 시장이 6.26.~7.1.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인 방한 중 국무총리 및 정부관계 요인과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건의함.
Clark 시장은 6.26.~7.1. 방한, 부총리, 서울시장 예방, 경주 관광, 현대자동차 및 조선소 시찰 등 일정을 가짐.

4.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1985.11.6. Tom Bradley 시장이 항만국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일본 방문 후
11.28.~29.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Bradley 시장은 11.28.~29. 방한, 서울시장을 예방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해운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리셉션을 주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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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0.4. San Antonio 시장 초청 사업은 양 자매도시 간의 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한·미 우호관계

미국 주지사 방한, 1985

| 85-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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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5-31 / 8 / 1~330(330p)

1.	주시카고총영사관은 1985.8.31. Aschcroft 주지사가 경제사절단을 인솔하고 9.21.~25. 방한 예정임을 외
무부에 보고함.
Aschcroft 주지사는 9.22.~26. 방한, 부총리,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면담, 판문점 시찰, 올림픽
경기장, 국립박물관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2.	미국 애리조나 주정부는 1985.7월 Bruce Babbitt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통상사절단이 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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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예정임을 주미대사관에 통보함.
Babbitt 주지사는 9.22.~26. 방한 중 부총리,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면담 및 판문점,
올림픽 경기장, 국립박물관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3.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1985.3.6. Joe Frank Harris 조지아 주지사가 10.10.~12. 방한 예정이며 방한
기간 중 조지아 주 통상사무소 개관식을 주관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Harris 주지사는 10.10.~12. 방한, 부총리 예방, 조지아 주 통상사무소 개관식 주관, 현대, 대한항공, 금성 등
업계 관계자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4.	주미대사관은 1985.8.21. Charles Robb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10.16.~18. 방한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Robb 주지사는 10.16.~18. 방한, 해운항만청장, 산림청장, 농수산부장관 면담 및 경제협력협정 조인식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짐.

5.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1985.7월 Wallace 알라바마 주지사가 1985.10월 중국, 홍콩, 일본과 함께
한국도 방문할 계획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Wallace 주지사는 10.16.~18. 방한, 한·미 동남부경협위 설립 협정 서명식 참석, 삼성, 현대, 대우 등 기업체
접촉 등의 일정을 가짐.

6.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1985.10.13. George Ariyoshi 하와이 주지사가 10.30.~11.5.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Ariyoshi 주지사는 방한 기간 중, 올림픽경기장, 국립박물관 시찰, 경주 관광 및 현대자동차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미국 국무부 주요인사 방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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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1 / 9 / 1~233(233p)

1.	미 국무부 Fairbanks 대사와 Derwinski 자문관은 한국 개최 제4차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ECC)의
미측 대표로 참석차 1985.4.28.~5.3. 방한한바, Derwinski 대사는 방한 중 다음 인사들과 면담함.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체육부장관, 통일원장관, 외무부 미주국장
서울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

2.	1985.6.2.~8. 방한한 미 국무부 Isom Harriet 한국과장은 6.3. 박건우 외무부 미주국장과 면담한바,
Harriet 과장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후 처리가 되기를 기대함.
 초 개최 예정인 한·미 경제협의회와 관련, 미 의회에서는 경제 문제에 관해 대한국 입장이 점차 강화되고
7월
있음을 알리고 금번에는 특히 지적 소유권 보호 문제가 미측으로서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3.	주미대사관은 1985.9.14. 국무부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olicy Bureau 국장인
Dianna Lady Dougan 대사가 9.19.~22.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Dougan 대사는 체한 중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한국
전기통신공사 부사장 등과 면담하고 올림픽 경기장을 시찰함.

4.	주미대사관은 1985.10.10. Howard Stoffer 국무부 중국과 정치·군사담당관이 중국 방문 후 11.16.~19.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Stoffer 담당관은 체한 중 외무부 북미과장, 아주국 심의관, 외교안보연구원장 등과 면담하고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간담회에 참석함.

5.	Edward Derwinski 국무부 자문관이 1985.11.17.~21. 태평양 협력 문제와 88 올림픽 문제 협의를 위해
방한함.
Derwinski 자문관은 체한 중 청와대 정무수석, 경제수석, 외무부 제1차관보, 이민우 신민당 총재, 이만섭 국민당
총재, 남덕우 무역협회 회장,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노태우 올림픽 조직위원장 등과 면담함.

6.	Isom Harriet 국무부 한국과장이 1985.11.30.~12.9. 현지 공관과의 업무 협의를 위해 방한한바, 동
과장은 체한 중 외무부차관, 청와대 정무1수석, 경제수석 비서관, 신민당 총재, 국민당 총재, 주한
유엔 사령관 등과의 면담 및 제주도 관광 일정을 가짐.

49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상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처리에 있어 균형 있는

신병현 부총리 de Almeida Neves, Tancredo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5.3.10-19

| 85-0438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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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1 / 10 / 1~282(282p)

1.	외무부는 1985.1.16.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경축사절 초청 계획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브라질
대사관에 지시함.
주브라질대사관은 1.25. Tancredo Heves 신임 대통령 취임 행사에 관한 주재국 외무성의 회람을 외무부에
송부함.

외무부는
1.28.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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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외무부는
2.19. 신병현 대통령 특사에 대한 신임장을 발급함.
정부는 3.6. 신병현 특사가 휴대할 브라질 신임 대통령 앞 대통령 친서를 작성함.

2.	외무부는 1985.3.5. 신병현 대통령 특사에 대한 훈령을 하달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대통령 친서 및 축의 전달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설명
실질협력 증진 희망 표명
북한의 침투저지 협조 요청, 한국의 유엔 가입 타당성 설명 및 지지 요청
88 서울올림픽 개최 의의 설명
민정이양 관련 정세 파악

3.	외무부는 1985.3.20.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3.10.~19.) 보고를 대통령실에 제출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사르니 부통령 취임식, 사르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하례식, 사르니 대통령 권한대행 주최 리셉션 참석
호세 사르니 부통령은 한국의 특사 파견에 사의를 표명하고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협조를 약속함.
3.15. 취임 예정이던 네베스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수술로 취임식에 참석지 못하였으나 회복되는 대로 의회에
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예정임.

| 85-0439 |

김성배 건설장관 파푸아뉴기니 독립 10주년
경축기념식 참석, 1985.9.10-21. 전2권. V.1
기본문서집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31 / 11 / 1~216(216p)

1.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5.7.11. 김성배 건설부장관에 대한 주재국 공공사업성 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85.8월 파푸아뉴기니 독립 10주년 경축 특사로 김성배 건설부장관을 파견키로 하고 대통령
재가를 득함.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은 6.29. 주재국 정부가 독립 10주년이 되는 9.16.을 기하여 전국 규모의 성대한 축하

외무부는 8.12. 김성배 건설부장관이 특사로 결정되었음을 주재국에 통보하도록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에
지시함.

3.	외무부가 1985.8.14. 김성배 특사에게 하달한 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친서 및 축의 전달
양국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및 관계 발전에 만족 표명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Somare 수상 방한 희망
KAL기 사건 및 버마 사건 시의 협조에 감사 표명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 관련 협조 요청

4.	외무부는 1985.9월 파푸아뉴기니 독립 10주년 경축 특사 파견(9.14.~17.)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주요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파푸아뉴기니 총독, 수상 및 외상 등 정부 수뇌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 및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지지
입장 재확인

대북한
우위 외교 기반 강화
건설 분야 등 대파푸아뉴기니 경제 진출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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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개최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각료급 인사를 경축 특사로 파견하여 줄 것을 건의함.

파푸아뉴기니
소마레 수상은 7.15. 독립 10주년 축하사절단을 공식 초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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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건설장관 파푸아뉴기니 독립 10주년
경축기념식 참석, 1985.9.10-21. 전2권. V.2
자료집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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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파푸아뉴기니 독립 10주년 경축 특사 파견을 위한 준비 자료임.
1. 항공 일정: 1985.9.10.~21.
2. 수행원
500

최석윤 건설부 해외건설국장
박유철 건설부 장관비서관
박효성 외무부 파푸아뉴기니 담당

3. 총독, 수상 및 외상과의 면담 시 주요 언급 요지
파푸아뉴기니 독립 10주년 축하
양국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및 관계 발전에 만족 표명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사의 표명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설명
대북한 관계 동결 정책 견지 요청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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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진 주베네수엘라 대사 Burnham, L.
Forbes S. 가이아나 대통령장례식 참석,
1985.8.10-13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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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8.7. 가이아나 Burnham 대통령 사망 관련, 주베네수엘라대사를 조문사절로 파견키로
결정함.
8.7. 외무부는 Burnham 대통령 서거에 즈음한 가이아나 외상 앞 외무부장관 명의 조전을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
타전함.

2. 외무부는 1985.8.9. 조문사절 파견에 따른 훈령을 하달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제협력 관계 증진 희망 표명
북한 공관의 활동상 파악
정보수집망 구축 및 정세 동향 파악

3.	1985.8.16. 주베네수엘라대사는 8.10.~13. 가이아나에 출장 후 Burnham 대통령 장례식 참석 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포함 미국, 소련, 쿠바, Caricom 국가 등 41개국에서 조문사절 참석 (북한은 현지 대사인 박리현 참석)
8.11. Hoyte 대통령과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조문사절로 방문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함.
 Carl Greenidge 경제기획 및 재무장관과 면담한바, 동 장관은 서울 개최 IMF 총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면
8.12.
서 참석 여부가 1주 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함.

8.12.
Collins 외무성 정무국장과 면담한바, 동 국장은 북한대사가 8.11. 외무성을 방문, 주재국이 한국의
조문사절을 접수한 것을 비우호적 행위라고 공식 항의했다고 언급함.

4.	1985.8.22. 주베네수엘라대사는 8.10.~13. 가이아나 출장 결과를 추가로 외무부에 제출한바,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이아나와 주재국이 영토 분쟁으로 미묘한 관계에 있음을 감안, 카리브 지역 공관으로 하여금 가이아나를
겸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좋을 것임.

금년
유엔 총회에서 양국 대표단 간의 접촉이 대가이아나 관계 개선 촉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
므로, 동 기회에 외상 회담 등 양국 고위 대표 간 협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함.

대가이아나
관계 개선이 추진될 경우, 가이아나로부터 요청이 예상되는 경협 제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

50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호이트 대통령 승계자, 잭슨 외상 등 정부 고위인사 접촉
겸임대사의 신임장 제정 가능성 타진

일본·중공 간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85. 전2권. V.1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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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일본대사관 우치다 참사관은 1985.1.25. 한반도를 통과하는 일·중 단축 항공로상 기상이 악화될
경우 일본 항공기는 한반도 남단을 우회하는 구 항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중국(구 중공)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알림.
2.	교통부는 1985.7.1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전 사무총장 K. 함마슐트와 항공국장과의 일·중국 간
항로설정에 관한 면담(7.11.)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해 온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502

대한항공의 중국 영공 통과

- 85년 함마슐트 고문의 중국 방문 시 중국 민항의 이수판은 한국이 제3국 항공사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이를 반대할 수 없다는 의견 피력
- 85.8.1. 함마슐트 고문의 방한 시 한국 입장 문의에 대비, 입장 정립 필요
일·중국 직항노선 개설

- IATA 측 대안은 서향 항로는 북한 상공, 동향 항로는 한국 상공 통과

3.	함 마슐트 IATA 고문은 1985.8.2. 김철용 교통부 항공국장과 면담한바, 동 고문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북한 측은 8.15. 동경-평양-북경 항로 개설을 발표할 예정임.
IATA 아태지역 사무소에서 남북한 통과 2원노선 안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양식에 의거 작성중임.
Kotaite ICAO 의장은 동경-서울-평양-북경 단일노선 설정 검토에도 동의함.
일·중국 간 Corridor 설정에 대해 북한은 반대하나 중국은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

4.	외무부는 1985.8.13. 일·중국 직항노선 관련 최근 북한 동향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함마슐트 IATA 고문의 제보 내용

- 북한은 1981.11월 ICAO와 합의한 양해각서 내용을 1985.8.15. 재공표할 예정임
- 북한은 동 공포 후 ICAO 측이 ANP(Air Navigation Plan)에 동 노선을 수록하도록 요청할 예정임.
북한 측 저의 분석

- 북한의 움직임은 북한이 이미 운항 준비가 되어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태도로 보임.
대처 방안

- 기존의 한국 입장에 대한 일본, ICAO 등 관련국의 협조 확보

일본·중공 간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85. 전2권. V.2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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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은 1985.10.15. 공한을 통해 파키스탄 국제항공사(PTA)가 현재 취항 중인 방콕,
마닐라, 동경 노선 또는 북경, 상해 노선을 연장하여 서울에 취항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한국에
취항할 수 있도록 임시 제5운항권 허가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함.
10.31. 외무부는 PTA의 서울 취항 허가는 한-파 협력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PTA로 하여금 북경
(상해)을 경유토록 하는 방안과 반드시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입장을 정리함.

2.	교통부는 1985.10.26. 외무부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 통과 2원 항로가 아닌 동경-평양 항로를 ANP

503

(Air Navigation Plan)에 포함하도록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도 서울-북경 및 서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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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항로를 ANP에 포함하도록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방콕 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할 필요성이 있
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외무부는 11.11. 북한 측의 동경-평양 항로의 ICAO ANP 수록 추진 동향에 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북한 측의 움직임이 확실시될 경우 한국도 서울-북경 노선의 ANP 수록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함.

3.	일·중 직항노선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1985.12.10. 개최된바,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중국 직항노선 문제와 관련, 북한 측이 동경-평양 노선을 ANP 수록 제의할 경우 한국도 서울-북경 노
선의 ANP 수록을 동시에 제의함.

KAL의
중국 영공 통과 문제는 일·중국 직항노선 문제와는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며, 민간 차원에서 2중
호출부호 사용방법을 시도하면서 ICAO의 측면 지원도 요청함.

파키스탄
항공의 중국 경유 서울 취항 임시허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파 항공협정의 조기 체결이
중요하다는 선에서 대처함.

동경-상해
단축노선을 더욱 단축키 위한 제주도 상공 통과 단축노선 허용 여부는 추후 계속 검토함.

북한·호주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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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호주대사관 김 참사관이 1985.1.21. S. Warner 호주 외무성 한국과장에게 확인한바, 북한은 2.4.~9.
멜버른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아태지역 적십자연맹회의에 대표단을 파견코자 대표 3명 및 통역 2명에
대한 호주 입국사증을 주중 호주대사관을 통해 신청함.
2.	주호주대사관 김우상 공사는 1985.2.1. Gates 외무성 북아시아 국장과 면담한바, Gates 국장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504

아태지역 적십자연맹회의 시 북한 대표에 대한 비자 발급은 랑군 사건 이후 첫 케이스이며 지금까지 호주
정부가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북한 대표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적은 없음.
북한 정치인의 쌍무적 입국은 계속 허용되지 않을 것임.

3.	북한 대표단은 1985.2월 오문환 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3명의 대표 및 통역 2명이 제3차
아태지역 적십자연맹회의에 참석한바, 회의 중 북한 대표단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북한 대표단은 기조연설에서 북한 측이 남북적십자회담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수재 구호품 전달 사실
등을 언급함.

북한
측은 마타 호주 적십자 총재의 6월 방북을 재확인하고 한국 측이 군사 연습을 중단하면 남북적십자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함.

4.	주호주대사관은 북한 은덕상사 직원 5명으로 구성된 통상사절단이 1985.3.4. 시드니 경유, 입국하여
서 호주 Perth로 갔다고 보고함.
이들은 10일간 서 호주 체재 후 3.14.부터 시드니 체류, 3.24. 출국 예정임.
서 호주 방문 시에는 Pilbaraa 철광 광산을 시찰 예정임.

5.	주호주대사는 1985.3.26. Miller 외무성 부차관을 면담, Kapitsa 소련 외무차관 호주 방문(3.14.~15.) 시
거론된 한반도 관계 사항을 파악,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련은 북한과의 현 관계에 만족하며 향후 대북한 경제협력(핵발전소 및 석유, 가스 개발 등)을 확대할 예정임.
김일성의 위치는 확고하고 건강도 양호하며 김정일의 권력 승계에 별 문제 없음.
소련은 1985년 중 김정일을 방소 초청한바, 북한은 이를 수락함.

6.	주호주대사관은 1985.7.27. 주재국 ABC-TV 취재팀이 8.4.부터 약 2주간 북한 방문 취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방북을 신청 중에 있으며 방북 후 한국을 방문 취재할 것을 희망한다고 보고함.
7.31. 주호주대사관은 ABC-TV의 방한 취재를 환영하며 비자 발급 및 편의 제공에 협조할 것을 통보함.
9.2. 북한 측은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ABC-TV의 방북 취재를 거절함.

7.	1985.10.25.~27. 시드니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평화회의에 이종일 북한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외 3명의
대표가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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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오스트리아 관계, 1985

| 85-044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32 / 5 / 1~120(120p)

1.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85.2.28. 북한 중앙인민위 경제정책위 부위원장 박남기 일행이 4.16.~24.
주재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박남기는 중앙인민위 대표 2명, 대외무역부 부부장 1명 등 10명의 수행원을 대동할 예정이며 금번 방문은
Steger 부수상이 수락함으로써 실현케 되었으며 북한 측은 각종 산업시설에 대한 시찰을 희망하고 있음.

2.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85.5.15. 북한 경제대표단(단장: 박남기 부위원장)의 방오(4.17.~25.)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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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간 서명된 합의서(Agreed Minutes)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동 합의서의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에너지, 야금산업, 제지산업, 식품가공 산업, 비철금속 분야 등 양측 무역관계 증진
북한 측은 안주 화력발전소 설비, 제철공장 설비, 대천 수력발전소 자동화시설 도입을 위한 주재국 측의 공급자
금융 희망 표명

화물차
및 컨테이너 생산 분야 등 양측 기업, 기관 간의 협력 증진

3.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5.2.24. Tschofen 외무성 아주국장을 접촉, 파악한바, 북한 측은 최근 김영남
외교부장의 4.28.~5.4. 주재국 공식 방문을 제의했다고 함.
주재국 측은 동 기간이 공식 방문으로는 너무 길어 5.2.~3.로 수정 제의함.

4.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이 1985.5.2.~4.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방오
기간 중 김영남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함.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오스트리아 기업의 적극 참여를 희망함.
Kirchschlaeger 대통령, Sinowatz 수상, Gratz 외상 및 외무성 관계관을 방북 초청함.
북한은 비동맹국으로서 오스트리아, 북구제국 등 유럽의 중립국과의 협력 관계 증진 희망을 피력함.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에 대한 비난은 없었으며 북한의 평화 지향적 노력을 부각시키려는 인상을 줌.

북한·중앙아프리카 관계, 1985

| 85-044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2 / 9 / 1~124(124p)

1.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은 1985.2.8. 현지 주재 북한대사가 1.12. Gallin Douathe 국가원수 고문을
방문, 주재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주중앙아프리카 북한대사는 2.6. Nga Gnii-Voue To 외상을 방문, 2월 중 외상이 방북해 주도록 재차 초청함.
외무부는 2.21. 한·중앙아프리카 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감안, 중앙아프리카 외상의 방북 계획의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를 교섭하도록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에 지시함.

2.	주중앙아프리카 북한대사관과 중앙아 농업성 공동 주최 형식으로 북한의 주체방식에 의한 농작법
약 200여 명의 중앙아프리카 농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3.	주 중앙아프리카대사관은 1985.3.13. Nga Gnii-Voue To 주재국 외상이 3.15.~20. 방북하기 위해
3.12. 출국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16. 북한 중앙방송은 북한-중앙아프리카 외상회담에서 김영남은 3자회담 주장, 팀스피릿 85 훈련 비난 등
종래의 대남 비방 선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앙아프리카 외상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 측의 모
든 제안을 환영한다고 발언하였다고 보도함.

4.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은 1985.7.23.~27. 중앙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중앙아프리카·북한 간 혼성위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북한 수석대표: 엄덕환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북한 측의 회의 개최 의도는 비동맹 및 유엔 총회 대비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북한 입장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주재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지지 입장을 천명, 북한의
기도는 완전히 실패함.

5.	주중앙아프리카 북한대사관은 1985.8.5. 주재국 외무성 앞 구상서를 통해 88 올림픽의 서울, 평양 공
동주최를 주장하면서 주재국 정부가 이를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Nga Gnii-Voue To 외상은
북한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88 올림픽의 서울 개최를 지지하는 중앙아프리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함(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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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앙아프리카의 식량 자급자족 정책을 주제로 한 농업세미나가 1985.2.22.~23. 곰바디 농업상 외

북한· 카보베르데 관계, 1985

| 85-044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2 / 10 / 1~25(25p)

1.	주세네갈대사관은 1985.3.9. 북한 요원 2명이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3.23. 카보베르데에 입국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세네갈대사관은 1985.4.3. 세네갈-카보베르데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Silvino Da Luz 카보베르데
외상이 4.29.부터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동 기회에 한국과의 수교에 대한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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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조선중앙방송은 Silvino Da Luz 카보베르데 외상이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정무원 부총리 공진태가 영접
하였다고 보도함.

3.	외무부는 1985.7.26. 주세네갈대사관에 북한 부총리 공진태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이 카보베
르데를 방문키 위해 7.24.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통보하면서, 동 사절단의 현지 활동을 탐문,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세네갈대사관은 7.31. 외무부에 공진태가 인솔하는 북한 사절단이 세네갈 방문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주재국은 영접 준비를 위한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동 사절단 접수를 거절하였음을 보고함.

4.	외무부는 1985.8.12. 주세네갈대사관에 공진태 일행이 7.27.~8.3. 카보베르데를 방문, 동국의 Pereira
대통령, Pires 수상, 두아르떼 인민민족회의 의장, Da Luz 외상과 각각 면담하였음을 통보하고 면담
내용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북한·에티오피아 관계, 1985

| 85-044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2 / 12 / 1~176(176p)

1.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985.1.30. 주재국 체육성 Tesfaye Shafo 차장 및 Kifle W. Mariam 국제국장 등
2명이 2.3.부터 약 1주간 북한을 방문, 북한과 체육협력 의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1.31.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최근 에티오피아·북한 간의 빈번한 체육 분야 접촉이 서울올림픽
장소변경 기도를 위한 북한의 책동으로 파악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Tsegaw Ayele 체육청장의 방한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함.

에티오피아
체육청의 키프레 국제국장은 2.26. Shafo 차장 방북 시 Shafo 차장과 북한 김유순 간에 에·북한
체육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말함.

30만 kw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함.
Tekese-Shoa 광산 및 에너지장관은 동 발전소 건설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약 6천만 달러의 무이자 차관공여를
받았다고 말함.

3.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985.3.16. 주재국 멩기스투 의장과 김일성 간에 1983.10.23. 체결된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과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협조에 관한 일반협정을 외무부에 송부함.
4.	북한의 황장엽 일행 4명은 1985.5.3.~9. 에티오피아를 방문한바, 황장엽은 방문 기간 중 주로 정당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협의를 가지고, 양국 간 노동당 협력협정 및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아디스아바바
시청 및 노동회관을 방문하고 설탕 공장을 시찰함.
5.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985.7.23. 외무부에 에티오피아는 북한의 해방 40주년 기념식에 주재국
당 정치국원이며 공업상인 Hailu Yemenu가 인솔하는 8인의 대규모 사절단을 8.11.~20. 평양에 파견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함.
Hailu 공업상은 9.5. 북한 방문 후 기자회견에서 방북 시 북한의 40주년 해방 기념식에 참석하고 멩기스투
의장의 친서를 김일성에게 전달한 후 에·북한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말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에티오피아와 북한은 1985.3.1. 경협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베 수력발전소 발전력을 15만 kw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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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무부는 1985.11.23.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11.17. 이후 에티오피아에 체재 중인 북한 이종옥 일행은
에티오피아의 대한국 단교를 강력히 종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입수,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1.30. 북한의 책동은 랑군 사건 이후 실추된 북한의 외교적 열세를 에티오피아에서
만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함,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2.17. 이종옥의 주재국 방문(11.17.~12.8.) 시 서명된 에티오피아·북한 간 경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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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문화 및 무역 협력 협정문을 외무부에 송부함.

북한·가나 관계, 1985

| 85-044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2 / 13 / 1~72(72p)

1.	주가나대사관은 1985.2.27. 외무부에 1984.10월 Tsikata 특보 및 Asamoah 외상의 방북 결과 보고서
를 송부한바,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반도 위기는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평화 위협 요인인바, 북한의 통일노력을 지지하며 현 교착상태는 평화적
방법으로 타개하여야 함.

Tsikata
특보의 김일성 면담 시, 김일성은 Rawlings 가나 PNDC 의장의 방북을 초청함.
Asamoah 외상은 김영남 면담 시 가나의 외교 정책이 비동맹 노선과 엄정 중립주의를 표방함을 강조함.

다음과 같음.
참석 인원은 총 35명에 불과했으며 Gustav Tay 가나 언론인 협회장, 언론 연구소장 등 방북 언론인 이외
일반 기자들뿐임.

북한
대사가 가나와의 언론인 교환 등 친선을 강조하는 연설을 행한 후, 김일성 우상화 선전 및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발전상을 선전하는 영화 1편을 상영함.

3.	주가나 북한대사관은 1985.4.15. 김일성 생일 행사를 동 대사관에서 개최한바, Aryee 주재국 문교상,
Donkor 도로상, Dadzie 비서관 등 약 200명이 참석함.
4.	1985.6.12. John Day 가나 외무성 아주국 담당관에 의하면, 북한 외교부 부부장 김용섭 외 1명 등
북한 외무성 사절단이 7.3.~6. 주재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 함.
주가나 북한대사관은 6.13. 구상서를 통해 상기 사실을 주재국 외무성에 통보함.
주가나대사관은 7.3. 북한 외무차관의 주재국 방문이 연기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Ammah 가나 외무성 의전관은 7.23. 상기 북한 외무성 사절단의 주재국 방문이 취소되었다고 말함.

5.	장두호 주가나 북한대사는 1985.8.12. 롤링스 의장을 면담,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하고 롤링스 의장의
방북 초청과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문제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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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나 언론연구소에서 가나 프레스클럽 명의로 1985.4.3. 북한(DPRK) 밤 행사가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한·그레나다 대북한 단교추진 교섭, 1983-85

| 85-0450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32 / 14 / 1~221(221p)

1.	주 바베이도스대사는 1984.8.2.~4. 겸임국 그레나다에 출장, Brathwaite 임시정부 의장, Fletcher
외무차관 및 Kirton 재정 및 선거담당 장관 등과 면담, 대북한 단교 문제를 협의함.
Brathwaite 의장 및 외무차관 공히 대북한 단교 조치의 기본방침 및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에 필요한 절차
및 계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함.

Brathwaite
의장은 동국의 재정 문제를 상세히 설명한 후, 10만 달러 정도의 재정 지원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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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4.9.13.~15. 그레나다에 출장, 무상 원조품(포니 승용차 15대) 전달식을 개최함.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0.28.~30. 그레나다에 출장, 임시정부 Brathwaite 의장과 면담한바, 동 의장은 대북한
단교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언급함.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1.17.~18. 그레나다에 출장, 무상 원조품(소방차 1대) 공여식에 참석함.

3.	외무부는 1985.1월 그레나다의 대북한 단교 조치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레나다 정부는 1985.1.23. 대북한 외교 관계 단절을 발표함.
금번 단교 조치는 친서방 외교정책을 기조로 하는 그레나다 신정부가 1984.12.3. 총선의 압승을 배경으로
과거 좌익 혁명 정권과 밀착하였던 북한과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결단력 있는 정책임.

외무부는
금번 조치가 동 카리브해 여타 남북 동시 수교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외교 노력을 강화할 예정임.

4.	전두환 대통령은 1985.1.26. Herbert Augustus Blaize 그레나다 수상에게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키로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친서를 타전함.
주바베이도스대사는 2.14.~15. 그레나다에 출장, 총독, 수상 및 외상 등 주요 인사와 면담, 동국의 대북한 단
교 조치에 사의를 표명함.

북한·기니 관계, 1985

| 85-045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2 / 15 / 1~38(38p)

1.	조선중앙방송은 1985.3.26.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기니 공화국 민족재건군사위원회 위원이며
외무 및 국제협력 담당 국무상인 파시네 뚜레를 단장으로 하는 기니 대표단과 면담하였다고 보도함.
3.26. 외무부는 Toure 기니 외상의 방북 사실을 주세네갈대사관에 통보하고 Toure 외상의 방북 목적, 대표단
구성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2. 국가안전기획부는 1985.3월 기니 및 부룬디 대표단의 북한 방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기니의 파시네 뚜레 외상과 부룬디의 로랑 은제이마나 대외관계 및 협력상을 단장으로 하는 양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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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이 3.25.~29. 북한을 방문, 고려연방제 및 남남협조 문제에서의 북한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과의 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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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다짐함.

3.26.
김일성과 면담, 자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평양 지하철, 인민대학습당, 농업과학원 등을 참관함.
북한은 양국 외상의 방문을 통해 비동맹회의의 평양 유치, 뉴델리 비동맹 조정위 특별외상회의 및 앙골라
비동맹 전체외상회의, 제40차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입장 지지를 확보하고 양국의 실리 추구에 따른 대북한
단독수교 이탈 가능성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3.	주세네갈대사관은 1985.11.8. 북한·기니 경제기술협력협정문(3.29. Toure 외상 방북 시 체결)을
입수, 외무부에 송부한바, 동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업 분야

- 기니 농산물 증산 방안 검토를 위한 북한 농업조사단 파견
- Kinda에 설립한 김일성 농학 연구센터의 성과 거양을 위해 양국 간의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 Sonfonia에 농업 전문가 양성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절단 파견
보건 사회 분야

- 코나크리에 탁아소 및 유치원 건립
- 기니 주택 건설을 위한 북한의 기술 지원단 파견
- 북한 지원으로 코나크리에 건설된 도자기 공장의 공동 운영
수력발전소 건설, 사금 공동채취 사업 검토 등

북한·그리스 관계, 1985

| 85-045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32 / 16 / 1~90(90p)

1. 주그리스대사관은 1985.1.1. 북한의 침투 대책을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재국 사회당 정권은 1981.10월 집권 후 한반도 정책 검토 시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보류키로 하였으나
통상관계는 수립하기로 원칙적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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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국 측 통상관계 팀이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것도 북한의 대주재국 상품 수입, 시기 등에 관한
협의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음.
- 따라서 주재국의 대북한 통상관계 수립원칙 자체의 번복은 불가능하나, 시행 시기를 지연 또는 보류시키는
것이 문제임.
Papandreou 수상을 설득할 수 있는 Mavros 의원, Moralis 사회당 집행위원, Koumanacos 사장 등 인사를
동원, 북한과의 통상 관계 수립을 저지토록 노력할 것임.

이와
관련,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의 성공적 개최 및 주재국산 엽연초의 원만한 구매 실현 등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주그리스대사는 1985.1.23. Constantineas 사회당 국제부 부위원장을 면담한바, 동인은 북한이 주재국
으로부터 상품을 살 것이 없으며, 북한 신용도에도 문제가 있어 북한 통상대표부 설치 최종 결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함.
8.23. Kostas Gerogiou 외무성 사무총장은 현재로서 주재국의 대북한 승인 계획은 없고 북한과 제한된 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나 한국 입장을 충분히 고려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3.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1985.11.9.~15. 그리스를 방문한바, 동 대표단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그리스대사관 보고).
Constantineas 사회당 국제부장을 방문, 김일성이 Papandreou 수상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함.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하고 우선 1단계로 통상관계 수립을 촉구함.

- 이에 대해 그리스 측은 순수한 통상관계사무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북한의 통상사무소에 대한 외교특권
및 영사업무 처리 권한을 부여 요청에 대해 이는 부당하다고 대응함.

4.	그 리스 공산당 기관지인 IAVGI는 1985.11.12. 공산당 국회의원들의 대북한 수교 요청에 대해
Papoulias 외상은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수교 문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며 시기상조라는 내용의 문서를
국회에 보냈다고 보도함.

북한·인도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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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32 / 17 / 1~63(63p)

1.	주인도대사관은 1985.1.24. 북한의 3자회담 지지 성명에 서명한 인도 국회의원의 숫자가 1984년 34명
에서 85년 17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동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주인도대사관이 꾸준히 전개해 온 대의회 관계 강화 활동, 특히 총선 발표 직후 CONG(I) 소속 당선 의원
408명에 대하여 축하 서한 공세를 편 것이 주효함.

또한
효과적인 언론 접촉 활동으로 북한의 제의가 작년에는 3개 일간지에 보도되고 외신으로 확산된 바 있으
나, 금년에는 공산당계 일간지 Patriot지에만 보도되었을 뿐임.

바, Saathi 델리 시장을 주빈으로 공산당 사무총장, 당서기를 비롯, 친북 학계인사 등 약 80명이 참석
함(주인도대사관 보고).
동 집회는 주한미군 철수, 남북 국회회담과 민주회복 및 평화통일을 위해 독재 정부와 투쟁하는 남한 인민을
지지하는 결의문과 김일성 앞 찬양 메시지를 채택함.

금년
행사에는 소수의 친북 및 방북 인사 외에는 인도 요로와 일반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규모도 작년
(약 100명)에 비해 축소되었음.

3.	인도 공산당(CPI) 사절단은 북한 노동당 초청에 따라 1985.9.24. 인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 방북
하였으며 약 1주간 체류함(주인도대사관 보고).
사절단 구성은 Rajeswara Rao CPI 사무총장 외에 Promode Gogoi Assam 주 당서기 겸 중앙집행위원,
Ibohal Singh Manipur 주 당서기임.

4.	비동맹 청년회의가 1985.11.19.~21. 91개국 대표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에서 개최된바, 북한은
노동청년연맹 부의장 현석 외 2명이 참석함.
동 회의 시 남아공화국, 나미비아, PLO, 군축 문제가 중점 논의되었으며 미국의 대니카라과, 남아공화국
정책에 대한 비난 발언이 많았음.

북한
대표단은 최종 선언문에 한반도 문제 조항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타국의 호응을 받지 못해 채택되지 않음.

5.	제6차 인도-북한 무역회담이 인도에서 1985.12.15.~18. 개최된바, 동 회담과 관련하여 현지의
Financial Express 및 Economic Times는 다음 요지의 기사를 게재함.
북한 측은 인도산 소맥과 바터 조건으로 시멘트의 대인도 추가 수출을 제의하였으며, 그밖에 상호 관세인하,
경제기술협력 강화, 양국 수요품목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실업인단의 상호 정기적 방문 등을 제의함.

인도
측은 양국 간 교역 축소 추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인도 상품 수입 확대를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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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조 친선협회는 1985.6.25. 뉴델리에서 반미 공동투쟁월간(6.25.~7.27.) 기념 공중집회를 개최한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1985

| 85-045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32 / 18 / 1~182(182p)

1.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5.1.9. 주재국의 대남북한 정책 및 비교검토 내용을 외무부에 송부한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한국 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적인 동북아 안정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추진에 도움이 됨.
한반도 통일은 한국민의 국내 문제이므로 인도네시아는 개입하지 않으며 다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람.
주한 유엔군 철수에 동의하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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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5.1.24. 북한 동향과 관련 주재국 외무성 관계관과 접촉, 파악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 장용중 대사가 1.15. 외무성 의전 차관보와 면담, 북한 부주석의 인도네시아 방문 실현을 요청한바, 동
차관보는 비동맹회의 등 산적한 업무로 접수가 어렵다고 일차 거절하였다고 함.

북한
대사가 작년 말 외무성 Adenan 차관보와 면담하고 1985.3월경 북한 문화사절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동 차관보는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거절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함.

인도네시아는
북한 국경일이나 김일성 생일 등 선전 행사에 악용 당할 수 있는 문화사절단을 일체 북한에
파견하지 않을 것임.

3.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5.4.28. 인도네시아 대학생 9명이 평양 개최 국제친선예술제 참석차
4.6.~22. 사전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인도네시아 외무성은 5.27. 북한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 경고 서한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함.

4.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5.9.3. 현지 주재 북한대사 장용준이 Harmoko 공보상을 예방하고 9월 중
방북토록 초청하였으며 주재국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Harmoko 공보상은 9.26.~30. 방북한바, 동 기간 중 김일성 면담, 만경대, 남포 댐, 중기공장, 백화점 및
지하철 시찰 등 일정을 가짐.

5.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5.10.14. 주재국 정부가 11.18.~22. 북한 부주석 일행의 접수를 결정했으며,
김영남 외교부장은 11~12월 중 별도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함.
6.	인도네시아 언론은 1985.10.21. 북한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고무 수출대금의 지불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북한 고무 수출을 잠정 정지할 것이라고 보도함.

북한·이란 관계, 1985

| 85-045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5-32 / 19 / 1~70(70p)

1.	주이란대사관은 1985.4.17. 현지 북한대사관이 김일성 생일에 즈음하여 4.14. 리셉션을 개최한바, 동
리셉션은 주재국 외무성 정무총국장, 정무7국장 및 문화국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소규모 행사
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5.4.25. 이란의 대이라크 미사일 공격과 관련, 동 미사일이 50년대에
제작되어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과 이란군이 소련제 무기에 익숙지 않음에도 바그다드
제3국인이 이를 직접 발사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동 제3국인이 북한인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시 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85.6.18. 주재국 외무성 관계관으로부터 탐문한바, 김일성은 지난 5월 초
테헤란으로 귀임한 이란대사를 접견, 이란 대통령의 친서를 접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평양 외교가에서는 동 면담이 군사적 문제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주재국 외무성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이란에 대한 무기 및 군수물자 공급을 계속할 것이고 이는 이란이 고가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인 동시에 지속적인 원유 공급원이라는 데 기인한다고 평가함.

4.	주이란대사관은 1985.8.12. 주재국 Besharati 외무차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 뉴질랜드 및
호주 순방차 8.11. 출국했다고 보고함.
Besharati 차관은 북한 방문 중 상호 관심사와 협력 증대 방안을 협의할 것임.
Besharati 차관은 8.14. 김일성을 방문, 북한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는 주재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함.

5.	북한 무역부 부부장 이성록이 1985.9.27. 이란을 방문한바, 동인의 금번 방문은 북한 선박 피격사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이성록 부부장은 9.29. Musani 수상과 면담, 김일성과 강성산의 친서를 전달함.
이성록 부부장은 10.1. Besharati 외무차관과 면담, 북한의 유전 개발에 필요한 이란 측 기술자들을 파북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동 차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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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가 등 목표지점에 비교적 정확하게 투하되었다는 사실을 고려, 주재국 정부 및 군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아이보리코스트 외교관계 수립, 19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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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2 / 20 / 1~185(185p)

1.	주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북한대사관은 1984.3월 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 외무성 앞 공한을
통해 북한 사절단의 코트디브아르 파견을 제의함.
Yao Gaston 코트디브아르 외무성 한국담당관은 3.29. 외무성으로서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묵살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주부르키나파소
북한대사관은 5월 코트디브아르 외무성 앞 공한을 통해 외교관계 수립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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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ll Yao 코트디브아르 외무성 관방실 소속 공보관은 1984.9.10.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 이 참사관에게
코트디브아르 정부는 7월 말 소련과 쿠바를 제외한 모든 공산권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우선 체코, 알바니아 및 동독과의 관계 개선 조치가 머지않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함.
Attougnbre 코트디브아르 외무성 정무국장은 9.24. 자국 정부가 북한과의 수교 원칙을 각의에서 결정, 추진
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수교하더라도 코트디브아르는 평양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아비장에
북한의 대사관 설치 여부는 그들에게 달렸다고 견해를 밝힘.

외무부장관은
10.1.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Ake 코트디브아르 외상과 면담한바, Ake 외상은 자국이 북한과
수교하더라도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대북한 수교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브아르는
한국의 우방으로 남을 것이며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다짐함.

3.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85.1.8. Moise Aka 외무차관과 면담한바, 동 차관은 주재국 정부가 1.9.
각의에서 북한과 수교할 것을 공식으로 의결하고 수교 사실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외무부는 코트디브아르 정부가 1.9. 17:00 북한, 동독, 알바니아 등 공산권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
하였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함.

4.	주코트디브아르 북한 공관 창설 요원인 길문영 참사관 외 4명은 1985.2.23. 코트디브아르에 도착,
3.8. Ake 외상에게 Lettre de cabinet을 제출하고 면담한바, Ake 외상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양국 간 관계는 상호 존엄성, 내정 문제에 대한 일체의 불간섭 및 상호 주권 존중에 입각하여야 함.
국가 간의 분쟁은 대화로서 해결하며, 국가 간에도 정직성이 기초가 되어야 함.

북한·일본 관계, 1985

| 85-045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33 / 1 / 1~349(349p)

1.	외무부는 1985.1.8. 주일대사관에 일본의 대북한 관계를 예의 주시하고 1984.9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이루어진 양국 간의 좋은 관계가 일본 측의 대북한 접근으로 깨지는 일이 없게 하도록
지시함.
외무부는 일본 내에서 1985.1.1.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를 계기로 대북한 접촉 강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2.	조·일 우호촉진친선협회장 김우종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1985.6.6.~16. 일본을 방문한바,
중의원 및 참의원 의장 면담, 자민당 간사장 대행 면담, 수산 관계자와의 간담회
사회당 위원장, 공명당 부위원장 면담
도요다 자동차, 야마자키 철공소 시찰
미키 다케오 전 수상 면담 등

3.	북한 노동신문 책임주필 김기남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신문 대표단이 이시바시 일본 사회당 위원장의
초청으로 1985.4.18.~26. 일본을 방문, 이시바시 위원장과 회담, 마이니치,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 및
공동통신사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다나베 마고토 일본 사회당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고위급 대표단 6명이 1985.5.20.~25. 북한을 방문,
한반도 긴장 완화와 일·북한 간 경제·인적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4.	주일대사관 공보관은 1985.5.13. 공동통신 간부와 접촉한바, 동 간부는 공동통신은 평양지국 설치를
위한 협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북한 간의 관계 개선 또는 북한 내부의 변화가 없는 한 평양에
지국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힘.
5.	주일대사관은 1985.5.21. 최근 북한 측의 대일 접근 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랑군 사건으로 실추된 일본 내에서의 이미지를 회복
1984년 대통령의 방일로 일본 국민의 대한 인식은 현저히 개선된 반면, 일본인의 대북 인식은 후퇴하여 이를
조속히 만회하기 위한 활동 강화

일본
사회당이 최근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북한이 사회당의 활용에 한계를 느껴 직접
자민당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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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5. 전5권.
V.1. 만경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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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33 / 2 / 1~138(138p)

1.	1985.1.9. 주니가타총영사관은 1983.4월부터 1984.11월까지 만경봉호 및 삼지연호가 북한으로 반입한
선적화물 목록을 외무부에 보고함.
주니가타총영사관은 1984.12.21. 니가타 항을 출항한 만경봉호의 탑승자 명부 및 선적화물 목록을 외무부에
송부한바, 금번 방북자는 금강산 가극단 63명, 단기 방북자 28명 등 총 91명임.

2.	주고베총영사관은 만경봉호가 1985.1.30. 고베에 입항, 트럭, 버스용 타이어 및 튜브를 선적하고 2.2.
520

출항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은 만경봉호가 1985.4.3.~8. 요코하마 항에 기항한바, 조선해방 40주년 기념
전국체육축전 참가 목적으로 54명의 방북자가 승선하였다고 보고함.
주오사카총영사관은 만경봉호가 5.10.~13. 오사카에 들러 잡화를 싣고 원산으로 귀항하였으며, 이번 항해는
조총련 간부에 대한 학습과 정치공작 활동이 주 목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함.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은
만경봉호가 6.17.~21. 요코하마 항에 입항하여 186톤의 잡화를 선적한바, 통상과
같이 식료품, 밴 자동차, 조명기구, 매트리스 등 호텔용 물품이 많다고 보고함.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은
만경봉호가 7.18.~22.에도 요코하마 항에 입항, 319톤의 잡화를 선적하였다고
보고함.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5. 전5권.
V.2. 삼지연호 : 1-8월

| 85-045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33 / 3 / 1~230(230p)

1.	외 무부는 1985.2.11. 주일대사관에 북한이 관서지방 조총련 조직 및 방북사업 활성화를 위해
4.14.~16. 삼지연호를 오사카 항에 입항시킬 것을 결정하고 일본 정부와 교섭 중에 있음을 통보하고
북한 선박의 일본 기항지 확대가 불허되도록 일본 정부와 적극 교섭하도록 지시함.
일본 법무성 입관국 가와자키 겐스케 심의관은 4.3. 현행 국내법상 모든 국적선에 개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기는 법적으로도 어렵다고 말하고 북한 선박 입항 시 보안 문제에 대하여는
공안당국으로서도 엄중 감시 등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함.

일본
외무성 시부야 북동아과장은 4.5. 삼지연호의 입항허가 문제는 현행 법규상 오사카 시 항만국의 전권

2.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85.4.25. 북한 삼지연호의 동향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4.15.~19. 오사카 항 기항
동 기간 중 오사카 부청, 오사카 시청 방문
삼지연호는 조국방문단 215명을 싣고 출항

3.	주니가타총영사관은 삼지연호가 1985.5.22. 니가타 항에 입항, 단기 방북자 약 200명을 승선시키고
동일 출항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단기 방북자 명단 첨부).
삼지연호는 6.8. 니가타에 입항, 단기 방북자 360명을 하선시키고 6.10. 단기 방북자 350명을 승선, 출발함.
삼지연호는 8.27. 니가타에 입항, 단기 방북자 약 300명을 하선시키고 8.28. 단기 방북자 약 250명을 승선,
출항함.
삼지연호는 9.9. 니가타에 입항, 단기 방북자 331명을 하선시키고 9.10. 약 290명을 승선, 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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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라고 말함.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5. 전5권.
V.3. 삼지연호 : 9-10월

| 85-046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33 / 4 / 1~111(111p)

1. 주니가타총영사관은 8.15., 8.28., 9.25. 삼지연호에 승선, 입북한 방북자 명단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주니가타총영사관은 1985.9.25. 삼지연호의 니가타 입출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0.11. 입항, 10.12. 출항
10.28. 입항, 10.29. 출항
11.13. 입항, 11.15.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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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문건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삼지연호에 승선, 입북한 단기 방북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음.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5. 전5권.
V.4. 삼지연호 : 11월

| 85-046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33 / 5 / 1~180(180p)

1.	주니가타총영사관은 1985.11.5. 삼지연호에 탑승한 단기 방북자의 명단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주니가타총영사관은 1985.11.19. 삼지연호가 11.16. 니가타에 입항, 단기 방북자 378명을 하선시키고,
11.19. 약 100명을 승선, 출항 예정이며 금번 입항으로 방일 운항 일정이 종료된 것이라고 보고함.
3.	주니가타총영사관은 1985.11.21. 다음 출항 일자에 따른 단기 방북자 하선자 명단을 외무부에 보고함.

1985.10.11.(149명)
1985.10.28.(359명)
1985.11.16.(4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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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9.(331명)
1985.9.25.(391명)

일본 내에서의 북한 선박 동향, 1985. 전5권.
V.5. 기타 동건 애국호 등

| 85-046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33 / 6 / 1~47(47p)

1.	주나고야총영사관은 1985.1.26. 북한 선박 송도호가 1.23. 아이치현 기누라 항에 입항, 가오린 1,115톤
하역 후 1.24. 요코하마 항으로 향발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동 선박에는 선장 박영수 외 16명이 승선하였으나 상륙치 않고 특이 동향은 없음.

2.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은 1985.6.10. 북한 공작선 동건애국호가 6.1. 요코하마 항에 입항 6.6. 남포로
향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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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선박에 선적한 1,873톤의 화물은 대부분 호텔 용품(에어컨, 거울, 벽지, 목욕탕 기자재)으로 보이며 승무원은
1983.9월 랑군 사건 당시 승무원이 그대로 승선하고 있음.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이
송부한 선박 입출항계, 승무원 명부, 화물선적 리스트 등이 첨부되어 있음.

3.	외무부는 1985.10.17. 랑군 사건에 관련되었던 북한 간첩선 동건애국호가 올 여름 방일한 바 있으며,
8.14.에도 방일, 3일간 체류한 사실이 있음을 주일대사관에 통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일대사관은 외무성에 파악한바, 동건애국호는 1985.5월초 히메지 및 요코하마에 기항한 바 있으며,
8.12.~14. 치바 항에, 8.14.~17. 요코하마 항에 각각 기항하여 옥수수를 하역하고 잡화를 선적하였다고 보고함.

북한·자메이카 관계, 1985

| 85-046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33 / 7 / 1~42(42p)

1.	주자메이카대사는 1985.2.15. Spaulding 주재국 안보상과 면담한바, 동 장관은 최근 현지의 북한대사관이
Seaga 수상에게 공문을 보내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주재국 방문을 공식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함.
2.15. 주자메이카대사는 Cliff Stone 의원을 방문,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주재국 방문 제의를 알리고 동 제의가
거부되도록 협조 요청함.

2.21.
주자메이카대사는 William A. Hewitt 현지 주재 미국대사와 면담,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주재국 방문교섭
문제를 설명하고, 가능한 협조를 요청함.

대한 입국을 기도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상기 북한 요원들은 공식 대표단은 아니며 이들의 재정적 Sponsor는 Menchung Wong(중국계로 상당한 규모의
사업경영) 사장이 합작투자 관계로 초청한 사람들임.

3.	주자메이카대사는 1985.5.10. Spaulding 안보상을 면담한바, 안보상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국방장관의 방한 초청에 대해, Spaulding 안보상은 양국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한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한다고 말하고 금월 말경 구체적인 회답을 주겠다고 말함.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주재국 방문 제의에 대해, 안보성에서는 수상실에 대해 북한대표단의 접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보고함.

4.	Donald Davidson 자메이카 외무성 의전장은 1985.6.21. 주자메이카대사를 초치, 북한 공관원 이성현이
고의적으로 한국대사관 앞 공한을 외무성 문서함에서 개봉하여 보다가 한국대사관 현지 고용원에
의해 적발된 사건에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대사 앞으로 엄중한
경고 공한을 발송했다고 말함.
6.17. 주자메이카대사관은 상기 사실을 주재국 외무성에 통보하면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한을 주재국 외무성에 발송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자메이카대사관은 1985.3.23. 북한 요원 7명이 농업 분야 투자 가능성 조사를 명분으로 주재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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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룩셈부르크 관계, 1985

| 85-046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33 / 8 / 1~15(15p)

1.	주벨기에대사는 1985.2.8. 겸임국 룩셈부르크 외무성 정무총국장 Jean Mischo와 면담한바, 동인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3~4주 전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가 자국 대사를 찾아와 대룩셈부르크 북한 관계 개선 및 수교 희망을 표명
한 바 있으나, 자국 대사는 이를 청취만 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음.

룩셈부르크의
대북한 정책과 관련, 동 총국장은 현재의 돈독한 한·룩 관계를 감안, 한국이 공산권 제국에
의해 승인, 수교될 때까지는 북한과 수교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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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2.23. 북한 양형섭 일행이 2.14.~17. 룩셈부르크를 방문, 동국 공산당 및 사회노동당
인사들과 접촉한 바 있음을 주벨기에대사관에 참고로 통보함.
상기 관련, Jean Mischo 룩셈부르크 외무성 정무총국장은 2.20. 주벨기에대사 앞 공한을 통해, 양형섭 일행
5명에 대한 비자 발급은 외무성과의 사전협의 없이 법무성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만일 사전
협의가 있었더라면 외무성은 이에 반대하였을 것인데 여의치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3.	주벨기에대사는 1985.3.18. Benny Berg 룩셈부르크 보건사회부장관 및 Marc Thill 외무성 아주국장과
면담한바, 이들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Berg 보건사회부장관(2.15. 북한 양형섭 일행 면담)

- 국력이나 경제적으로 한국이 훨씬 앞서 있으며, 북한은 폐쇄된 사회로 물자가 귀하고 비싸며 모든
것이 통제된 사회이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는 인상을 받았음.
- 양형섭 일행은 주로 북한의 통일정책과 북한·룩셈부르크 정당 간 교류를 제의해 와 이를 청취만 하였음.
Thill 아주국장

- 양형섭 일행의 방룩 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금후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외무장관에게
보고할 것이며, 이번 일이 정부의 남북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됨.

4.	주벨기에대사는 1985.5.15. Micho 룩셈부르크 외무성 정무총국장과 면담한바, 동인은 최근 북한이
주프랑스 북한대표부를 통하여 룩셈부르크-북한 친선단체 규약 작성 명목으로 비자를 신청하여
왔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말함.

북한·리비아 관계, 1985

| 85-046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5-33 / 9 / 1~41(41p)

1. 주리비아대사관은 1985.1.23. 북한 외교관 구속 관련,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구속된 북한 외교관은 상무 참사관 직책의 최충남(43)과 최길용(53)임.
이들은 수차에 걸쳐 거액의 미화를 밀반입하여 당지 조선경제협조회사 조직망을 통해 현지인들과 밀거래를
해오다가 지난 11월 말경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됨.

주재국
당국은 대북한 우호관계를 고려, 동 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음.

2. 주리비아대사관은 1985.2.5. 북한 외교관에 대한 재판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달러)의 형을 선고받고 타주라 형무소 기결수 감방으로 이감됨.

북한
외교관 2명과 통역관 1명은 북한이 리비아 군부 및 혁명위 등을 통해 대주재국 교섭을 계속한 결과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 2.7. 북한 요원 3명이 석방, 2.10. 출국함.

3.	주리비아대사관은 1985.2.21. 현지에 진출해 있는 북한의 조선경제협조회사가 1984.12월 트리폴리
서방 자위야 주 정부 당국으로부터 동 자위야 주 일대 각 촌락에 인민회의당 10개 건축 공사를 수주,
1985년 초부터 착공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동 공사는 삼성이 자위야 시청 주택국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으나 공사 가격이 너무 낮아 포기했던 것을 북한이
건물 1개당 30만 디나(약 100만 달러) 규모의 가격으로 수주한 것임.

4.	12,000톤급 북한 화물선 장자산 청년호가 1985.2.24.~26. 벵가지 항에 기항한바, 동 기간 중 150밀리
야포, 탱크 및 군 장비 부품 등 상당량의 군사 장비를 하역함.
장자산 청년호는 3.6.~12. 트리폴리 항에 입항, 시멘트, 철근, 파이프 등 건설자재 및 식품 등 잡화류
총 3,500톤을 하역함.

5.	북 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상임위원회 위원장 양형섭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친선사절단은
1985.6.27.~29. 리비아를 방문함.
북한 김영익 보건차관 일행 4명은 1985.6.30.~7.6. 리비아를 방문, 양국 간 의료협력 방안을 논의함.

6.	외무부는 1985.9.27. 주리비아대사관에 북한이 리비아 지원으로 북한 내에 회교 사원 건립을 위한
교섭을 추진 중임을 통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함.
주리비아대사관 참사관은 10.10. Matuk Zubedi 주재국 종교성 사무총장과 면담한바, 동 총장은 북한이 회교
사원 건립 지원을 요청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 사정상 1985년 이후에나 일부 소규모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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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관 2명은 1.20. 당지에서 비공개리에 개최된 최종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디나(약 340만

북한·니제르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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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니제르대사관은 1985.4.17. 외무부에 현지 북한대사관이 제73회 김일성 생일에 즈음하여 4.18. 동
대사관에서 리셉션을 겸한 영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4.22.~27. 수도 니아메 소재 Centre Cultural
Oumarou Ganda 문화체육관에서 기념 영사회를 가질 예정임을 보고함.
2.	주니제르대사관은 1985.4.23. 북한대사관의 홍보 자료를 입수, 외무부에 송부한바, 동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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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최고회의 제7기 제4차 회의가 4.9. 개최되었는바, 동 회의는 제일 주요한 의제로서‘남북 간의
화합과 신뢰 및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
라는 의제와 이와 관련 대한민국 국회 앞 서한을 채택함.
 서한은 남북한 의회 간 불가침 공동선언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해 1985.5월 판문점에서 남북의회 대표
동
간 접촉을 제의한다고 밝힘.
 회담은 현재 추진인 남북적십자회담, 남북한 경제회담 내지는 최고위층 간의 정치협상 실현에 고무적인
동
일임.

3.	외무부는 1985.7.15. 주니제르대사관에 대해 평양방송에 의하면 일라 마이까스와 니제르 고등교육
및 연구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7.12. 평양에 도착, 영접을 받았음을 통보하고, 방북 배경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4.	주니제르대사관은 1985.8월 현지 북한대사관이 주재국에 배포한 다음 선전 책자를 외무부에 송부함.
La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1985.7.)
La Coree d’Aujourd’
hui(1985.7.)

5.	1985.12월 주니제르대사관은 12.16. 북한 요원 3명(김상철, 최종성, 김황선)이 주재국을 방문한바,
이들은 니제르 니아메대학교 법과대학 교사 건축을 위한 기초조사단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파키스탄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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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6.1. 북한 통상사절단(단장: 김덕수 외 3명)이 서남아지역 국가를 방문 중임을 주파키
스탄대사관에 통보하고, 동 사절단의 방문 여부 및 활동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주파키스탄대사관은 6.3. 북한의 김덕수 외 3명이 5.26.~29. 주재국을 방문하여 주재국 국회의원 Sheikh
Rashid Ahmad 소유 수출입상사와 Silk Egg 20,000 팩을 파키스탄에 수출하기로 합의하고, 주재국의 섬유
산업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85.8.9. 현지 북한대사 유성진이 7.28. 이임하였으며, 신임 북한대사 박명구가

3.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85.9.9. 제2차 파·북한 공동위원회가 10.1.~4.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주재국 단장인 Mahbubul Haq 재무장관은 동 회의 참석 후 IMF/IBRD 총회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라
고 보고함.
4.	파키스탄 공보처는 1985.10.6. 제2차 파·북한 공동경제위 결과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의에서는 양국 간 경제, 통상, 기술, 문화 및 과학 분야 협력 문제를 검토함.
양측은 파키스탄 광물자원 개발과 중소규모 발전소 건설 분야 협력 증진 희망을 표명함.
양측은 생산 제품의 교환전시회 개최 및 무역사절단 교류에 합의함.

5.	주파키스탄대사관 신성오 참사관은 1985.10.14. 제2차 파·북 공동경제위에 참석한 주재국 상무성
Ahmed 교역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의 방북 소감은 다음과 같음.
북한은 주민 통제와 김일성 신격화로 사회 전체가 침체, 억압되어 있고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느낌이었음.
당 간부 등 지배 계급의 생활은 매우 호화스러운 반면, 거리의 시민과 방문 지역 내 근로자 등의 무표정한
모습에서 사회 신분 격차가 큰 것 같았으며 북경과는 달리 일체의 유흥, 오락시설이 없었음.

중국처럼
개방할 경우 사회 내부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엄청난 반작용이 일어나고 체제 유지가 끝장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음.

6.	주파키스탄대사는 1985.11.28. Zaidi 주재국 국방차관과 면담, 북한의 민항 대표단 방문 시 PTA의
북경-동경 노선 중 평양 기착 문제가 협의되었는지를 문의한바, 동 차관은 북한 대표단이 그 가능성을
파측에 예비 타진하였다고 말하고, 파측은 이를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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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부임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태국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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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태국 김왈엽 북한 통상대표는 1985.1.3. 우크릿 태국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북한 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 명의의 방북 초청장을 전달한바, 우크릿 국회의장은 방북을 원칙적으로 수락한다고 언급함.
2.	주태국대사관 이 공사는 1985.1.23. Taveesak Senarang 주재국 문교성 예술국장과 면담한바, 동
국장은 북한이 최근 일체 경비 부담 조건으로 40명 정도의 태국 예술단을 4월 중 약 2주간 방북 초청하여
왔으며 현재 파견 여부를 외무성과 협의 중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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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주태국대사는 Prapas 외무성 부장관을 면담하고 태국 예술단의 방북은 한·태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북한 파견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함.
 태국 외무성은 한·태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고려, 문교성이 결정한 예술단의 북한 파견을 취소함.
4.4.

3.	주태국대사관은 1985.2.21. Uthai 주재국 하원의장이 북한 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의 초청으로
4.6.~13.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3.28. 주태국대사는 Uthai 하원의장을 예방하고 북한 방문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북한 전영진 외교부 부부장은 1985.5.10.~13. 태국을 공식 방문한바 5.10.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 및
Arsa Sarasin 외무차관 주최 오찬 시 태국 측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주태국대사관 보고).
수상, 외상 및 외무성 간부들의 북한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며 적절한 시기에 방북 예정임.
상주대사관 설치는 상호주의에 입각 실시되어야 할 것인바, 태국은 예산 사정상 북한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할 상황이 아니며 통상, 문화 협력은 통상대표부가 수행할 수 있음.

5.	북한 통상사절단(북한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사무총장 박종명 등 6명)이 1985.6.14.~7.12. 태국을
방문, 금년 중 태국산 타피오카 20만 톤 및 1986년 중 40만 톤 구입(약 3,700만 달러 상당)에 합의함.
6.	Chachaval 태국 상무성 부장관은 1985.11.15.~19. 북한을 방문한바, 북한 측은 1986년 중 타피오카
펠렛 50만 톤 구매, 1986년 중 천연고무 24,000톤 내지 30,000톤 구매, 기타 원당 및 주석 수입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함(주태국대사관 보고).

태국에서의 대북한 제압 외교대책,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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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태국대사관은 1985.9.26. 태국에서의 북한 제압 외교대책을 외교부에 송부한바, 분야별 주요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치 분야

- 왕비, 왕자 또는 공주 방한 초청
- 국회 하원의장 방한 초청
- 한·태 의원 친선협회 결성
- 부총리 방태
- 양국 간 균형된 교역량 확보
- 양국 경제인 교류 확대
- 경제 담당관 증원
군사 분야 협력

- 군부 유력인사 상호방문 확대
- 참전용사회 지원 및 활성화
- 한·태 합동 군사훈련
- 방산품 판매 확대
국제기구 분야

- ESCAP 참여 활동 강화
- 국제기구 담당관 1명 증원
언론·문화 예술 분야

- 리틀엔젤스 공연 추진
- 한국교향악단 연주회 개최
- 언론인 방한 초청

2.	외무부는 1985.12월 주태국대사관의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함.
주요 인사 방한 초청

- 부총리가 1985.12.15.~19. 태국 방문 예정
인원 증원

- 1986년도 춘계 정기 전보 시 타 공관의 직원 조정 문제와 더불어 일괄 검토
국제기구 책임자 방한초청

- FAO 사무소장, ICAO 아태지역 사무소장 방한 초청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
공연단 파견

- 86 아시안게임 행사로 예술단 파견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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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분야

북한·우간다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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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우간다 북한대사관은 1985.1.7. 외무성 앞 공한을 통해 이상일이 신임 대사로 임명되었음을 통보하고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우간다 외무성은 1.16. 이상일 대사의 아그레망 신청에 동의한다고 통보함.
이상일 대사는 3.15. 우간다에 도착하였으며, 4.2. 오보테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박중국 북한 인민 무력부 부부장은 김일성 특사로 1.22.~31. 우간다를 방문하고, 1.29. 무앙가 부통령과
532

북한-우간다 군사협정에 서명한바, 동 협정은 우간다의 요청이 있을 시 북한이 무기 및 군 병력을
추가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음(주우간다대사관 보고).
외무부는 2.8. 북한의 대우간다 군사원조 현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함.

- 북한이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우간다에 파견, 우간다 정부군의 대반정부 게릴라 소탕 작전에
직접 참여함.

3.	우간다 외무성은 1985.5.22. 벽돌 및 기와공장 건설 지원을 위한 북한 기술조사단을 6월 첫 주 이후
언제든지 접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동 조사단의 40일 체재비를 부담할 예정임을 알리는 공한을
북한대사관에 송부함.
4.	우간다 야당인 Nationalist Liberal Party 당수 Okeny는 1985.5.27. 오보테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비난하고 우간다-북한 간 군사협력협정의 폐기를 주장함.
우간다 야당인 민주당은 7.10. 집행위원회 및 국회의원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위원 임명, 인권 문제, 치안
불안 및 북한군 철수 등 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함.

5.	주우간다대사는 1985.8.16. Kinuka 외무성 영사정보국장을 면담, 북한군 철수 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동 국장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Bazilio Okello 군사령관은 군사혁명 후 북한과의 군사협력 종료 및 북한군 철수를 요청함.
북한 대사는 8.13. Tito Okello 군사위원장을 방문, 상기 요청에 따라 북한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6.	Tali Waku 외무성 의전장은 1985.8.22. Tito Okello 군사위원장의 김일성 앞 친서를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에게 수교한바, Okello는 동 친서에서 북한의 군사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
군사요원이 되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우간다 Ngabo지 Kiwanuka 편집부국장은 8.21. 반군 지도자 Museveni가 대정부 협상조건 중 하나인 북한군
철수가 절대 타협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견지한 것이 주재국 군사위원회에서 북한군의 철수를 조속 결정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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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은 1985.4.3. 소련 신정권 발족과 소-북한 관계에 대한 일본 관계 기관 정보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련의 체르넨코 장례식 때 북한의 대응이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때보다 극히 정중한 것은 체르넨코 시대에
양측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하였음과 소련의 김정일 후계체제 인정 움직임 등 소-북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분석됨.

1985년
중 김정일의 방소 및 소련 고위 인사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있음.

오찬 기회에 북한의 MIG-23 보유 관련 정보를 입수,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은 약 10여 일 전 소련으로부터 MIG-23 6대를 제공받아 보유하게 됨.
상기 6대는 조종사 훈련 등 부대 편성을 위한 최소 보유분이며 앞으로 북한은 1개 비행 연대 규모인 24대 내지
35대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중국(구 중공)의 개방정책으로 인한 김일성의 대중국 신뢰 감소에 따른 북한의 대소 의존 심화 현상을
노정하는 것임.

3.	외무부는 1985.7.13. 알리예프 소련 정치국원 겸 제1부수상의 북한 방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송부
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미대사관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알리예프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 겸 제1부수상이 1985년 8.15. 해방 40주
년 기념에 즈음하여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함.

소련이
세바르나제 외상 대신 알리예프 정치국원을 북한에 파견키로 결정한 것은 헬싱키 안보회의 10주년
기념 및 미·소 정상회담 준비 관계로 세바르나제 외상의 일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4.	외무부는 1985.8.20. 알리예프 소련 정치국원 겸 제1부수상의 북한 방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북한에 대한 소련의 기득권을 강조하고 북한을 소련의 영향권 하에 두려고 노력
현재의 미·일·중국 안보협력 체제 발전을 억제하고 소련 극동함대의 태평양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활동의 일환

그러나,
북한의 급격한 대소 경사나 중·소 등거리 외교정책 포기는 없을 것으로 전망

5.	주미, 주일대사관 및 주홍콩총영사관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의 북한 방문에 대해 1985.11월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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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미대사는 1985.6.3. Richard Armitage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및 James Kelly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1986.1.15.~19. 일본 공식 방문 직전에 북한을 방문하고 일본 방문 후 몽골 방문 예정임.
1985.4월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이 소련 방문 시 그로미코 전 외상에 대한 초청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9월
김영남이 앙골라 비동맹회의 참가 후 귀로에 소련을 방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을 초청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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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관은 미국 국무부 한국과의 제보에 의하면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2명과 가족 6명이
5월 초 부임 예정으로 1985.4.11. 주소 미국대사관에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고 보고함. 이와 관련,
주유엔대표부는 북한은 그간 대사 이외의 직원에게는 가족 동반을 불허했으나 금번에 동반을
허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저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버마 사건 등으로 실추된 북한대표부의 유엔 내 이미지 개선
가족 동반 허용으로 앞으로 유엔 외교단 내외에서 경직된 인상을 불식하고 유연한 인상을 주고자 하는 목적
북한대표부 요원의 사기 문제에 대한 고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함.
1985.6월 북한, 소련 및 중국(구 중공)을 방문한 바 있는 Parris Chang 교수(Penn. State Univ. 중국계 미국인)는
북한의 대남 대화 전략에 대해 다음 요지로 발표함.

- 북한의 대남 대화 동기는 한국이 88 올림픽 개최와 관련 북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역이
용, 유리한 고지에서 대화 제의
- 남북한 격차 확대 추세에 비추어 대화를 지연시킬 경우 자신의 입장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Chang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자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주변 지역의 안정 추구
- 북한에 군사, 경제적 지원 역량이 없으므로 소련의 움직임을 사전 예방하려는 외교 전략
Chang 교수는 북한의 통치 체제에 비추어 합영법에도 불구, 해외투자 유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함.

3.	Parris Chang 교수는 1985.11.1.자 워싱턴 타임스에 ‘North Korea leans to an open-door policy’ 제하
미-북한 관계에 관해 다음 내용의 기사를 기고함.
권력 이양이 매듭지어져 가는 가운데 북한은 과거의 호전적 강경책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북한은
3자회담을 제의하고 수재물자를 공여하는 한편 서방과의 무역 증대를 추구하고 있음.

북한은
합영법 제정으로 외국과의 합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관리는 방중 시 합작공업 시설을 시찰함.
최근 북한 학자의 미국 입국은 미·북한 간 민간교류 증대에 고무적 현상이며 이제 문화, 체육, 경제 교류를
시작할 시기가 성숙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미대사관은 1985.10.17. 헤리티지 재단 주최 북한 관계 발표회가 오찬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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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기사에 대해 1985.11.1. 헤리티지 재단의 Daryl Plunk 정책분석 연구원은 다음 내용의 반박 서한을
워싱턴 타임스지에 송부하였으며, 동 반박 기고문은 11.29.자 워싱턴 타임스지에 게재됨.
Chang 교수가 주장하는 북한의 개방 정책은 경제 개혁이라기보다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 난국을 타개하고
외화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불과함.

결정적
화해의 제스처는 한국 측에서 취한바, 한국이 랑군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를 철회한 것과 수재 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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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것이 그것이며 이로써 대화가 재개된 것임.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테러 등으로 악화된 국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북한의
화해 정책이나 개방 정책의 결과가 아님.

현재
한국의 유연성이 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바, 실제 성과는 상금 없으며, 대화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때까지 미국이 대북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북한·부르키나파소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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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대사관은 주재국-북한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부르키나파소-북한 간 경제·기술협력협정 의정서에 따른 와가두구 인민극장 건설 및 기념탑 건립을 위한
북한 기술자 4명이 1984.12.28. 현지에 도착함(1985.1.5. 보고).

주재국
정기 각의에서 북한이 약속한 와가두구 인민극장, 혁명기념탑, 박물관 등 건설사업의 주관부서인
장비성은 상기 건설계획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음(2.13. 보고).

이와
같은 차질은 현지 기자재 및 인력 동원 등의 경비 부담에 대한 부르키나파소 측과 북한 간의 기본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설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 회사는 주재국 Sebba 지역의 금광 개발 및 채굴을 목적으로 하며 본부는 와가두구에 설치함.
자본금은 10억 세파로 하되 부르키나파소 측이 51%, 북한 측이 49%를 출자하며 쌍방은 각각 92%까지 현물
출자가 가능하며 8%는 현금 출자하여야 함.

북한
측은 기술자 파견 및 장비 제공을 담당하며 부르키나파소 측은 광석, 건물 부지 제공, 전기 및 용수설비
및 도로 건설을 담당함.

3.	외무부는 1985.3.14. 북한이 1984년도 부르키나파소에 전투기 5대를 기증한 사실 여부를 탐문, 보고
하도록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에 지시함.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은 6.5. 북한이 1985.5월 말경 미그-17기 3대를 주재국에 제공하였고 조종사 4명이
현재 방북, 조종 훈련을 받고 있으며, 2차로 4명의 조종사가 6월 중 방북, 동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들 귀환 시 4대의 미그-17기가 추가로 제공될 것이라고 보고함.

4.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은 1985.6.2. Guissou 외상이 Vokouma 외무성 정무국장 및 경제개발성 직원
1명을 대동, 6.7.~11. 평양 방문을 위해 출국하였다고 보고함.
외무부는 6.14. Guissou 외상의 방북 동정을 주부르키나파소대사에게 통보함.

- 김영남 주최 만찬에서 비동맹 유대성 표명, 3자회담 및 불가침 선언 제안 지지, 농업 개발에 대한 북한
지원을 역점적으로 요청
- 강성산 총리 면담, 김일성 및 김정일에 선물 간접 전달 등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은 6.27. Guissou 외상 방북 시 다음 사항이 논의되었다고 보고함.

- Perkoa 지역 광물 개발
- Sourou 계곡 미곡 경작
- 북한 서커스 전문가 파견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은 1985.3.12. 주재국 Guissou 외상과 이태균 북한대사 간에 합작 광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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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북한과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문서인바, 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말레이시아
Zainuddin 외무성 아주국장은 1985.3.14. PLO로부터 받은 첩보임을 전제하고 북한이 Arafat의 반대 분자들을
Agent로 고용하여 걸프국가 및 말레이시아에서 시행 중인 한국 공사에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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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현지 언론(Utusan Malaysia)은 상기 첩보를 ‘북한 Sabotage 획책 중’이란 제목으로 1면 톱으로
크게 보도함.
- 3.19. New Straits Times 및 The Star지를 비롯한 다수의 현지 언론이 유사한 내용을 보도함.
Zainuddin 아주국장은 3.28. 북한이 최근 북경 주재 자국 공관을 통하여 북한 곡예단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제의하여 왔으나 주재국은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함.

주재국
탁구협회 관계자는 8.12. 주재국 탁구 선수단 17명이 8.28.~29. 평양 개최 국제오픈탁구대회에 출전
한다고 말함.

2. 싱가포르
현지 주재 강달선 북한대사가 1985.2.18. 이임하고 유영호 신임대사가 3.29. 도착함.
주싱가포르대사관 임 참사관은 12.4. 외무성 Lim Eng Hoe 담당관과 면담, 김영남의 주재국 방문 결과를 청취
한바, 동 담당관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김영남은 북한이 88년 비동맹 외상회의를 평양에 유치하고자 하며 동 회의 개최를 위한 회담장, 숙소 등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설명함.
- Dhanabalan 외상의 방북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외상은 가까운 장래에 방북하기는 어려워 보임.

3. 캄푸치아
1985.1.11. 평양방송은 1.10. 시아누크 민주 캄보디아 연정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김일성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 김일성 주최 환영 연회에 참석, 연설했다고 보도함.

4. 필리핀
시아누크 캄푸치아 연정 대통령은 1985.1.16. Castro 필리핀 외상 앞으로 서한을 보내 북한의 Castro 외상
초청의사를 전하면서 북한 방문 시 김일성을 면담하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언급함.

필리핀
National Intelligence and Security Authority는 8.7. 주재국 사격협회의 평양 사격대회(10.2.~6.) 참가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림.
 문건에는 Swaminathan IRRI(국제미작연구소) 소장의 북한 방문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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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북한과 서남아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문서인바, 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네팔
주네팔대사는 1985.2.21. Pradhan 네팔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동 차관은 북한의 밀수 행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1985.11.23. 네팔어 주간지 Arati지는‘Foreign Hands in Terrorism in Nepal’제하로 지난 6.20. 네팔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에 소련, 동독, 북한 등 공산국가의 관련 가능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

2. 몰디브
주스리랑카대사관은 북한과 몰디브가 1985.6.15. 말리에서 북한 겸임대사 조천일과 몰디브 외무차관 Ibrahim
Hussain Zaki 간에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고함.

1985.11월
주스리랑카대사는 몰디브에 출장, Jameel 외상, Jaki 외무차관, Manikufan 상공차관, Saleem 외무성
국제기구차관보 등을 면담함.

3. 방글라데시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은 1985.2.10. 방글라데시-북한 친선협회가 총회를 개최, 전 Ajmiri 회장을 퇴임시키고
부회장인 Nurul Huda Mirea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1985.2월
북한은 김일성 생일 축하 Spring Art Festival에 참가시킬 예술단 파견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요청하
였으나 방글라데시 측의 초청 인원수 증가 요청에 대해 북한 측이 반대하여 예술단 파견이 취소됨.

10.20.
평양에서 방글라데시-북한 간 바터무역 협정이 서명됨.

4. 스리랑카
스리랑카 조선통일위원회 위원장 A. Aziz는 1985.4.8.~11. 김일성 생일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함.
친북 단체인 스리랑카 조선통일 지지위원회 후원으로 6.22. 스·북한 친선협회가 결성됨.
스리랑카 싱하라 신문은 9.15. 타밀 게릴라 그룹이 북한의 지원하에 스리랑카 정부를 공격할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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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성은 지난 7개월간 북한 공관이 신청한 면세수입 허가를 거의 발급해 주지 않고 있어 북한 측으로
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임.
- 북한 공관은 합리적인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양의 전자제품 면세수입 허가를 외무성에 신청해
오는 등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음.

북한·중동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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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북한과 중동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문서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레바논
주레바논 북한대사는 1985.4.3. Nabih Berri 남부레바논 담당 장관과 Amal 시아파 회교민병대 대표를 방문,
김일성 명의의 방북 초청장을 전달함.

북한
대사는 11.4. Baba 외무성 정무국장을 면담,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과 한반도로부터 외군 철수를 주장하는
540

성명서를 전달함.

2. 모리타니아
박의춘 주알제리 북한대사는 1985.3.5. Taya 모리타니아 국가원수를 예방, 김일성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함.

3. 시리아
주레바논대사관은 다마스커스에서 발간되는 1985.12.10.자 영문 일간지 Syria Times에 보도된 신임 북한대사의
신임장 제정 관련 기사를 외무부에 송부함.

4. 아랍에미리트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1985.2.27. 북한이 두바이 소재 북한 합작보험회사 요원을 통해 대UAE 접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북한 모란봉호가 3.27. 두바이 항에 입항, 660톤 규모의 합판을 하역하고 5.4. 출항
하였다고 보고함.

5. 이라크
1985.5월 주유엔 이라크대표부는 비동맹 각국 대표부 앞으로 공한을 보내, 1978년 이라크가 북한에 5,000만
달러의 차관을 1985.1.1.부터 5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제공하였으나 북한은 동 차관 상환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비난함.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8월경 주카이로 북한대사가 주재국 외무성 간부를 접촉, 이라크·북한 간 국교 회복을
제의했으나 주재국은 복교를 위해서는 북한이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 내지 무기 공급을 완전 중단하고 최소한
이·이전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6. 이집트
1985.7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 서기 황장엽은 이집트 국민민주당 앞 친서에서 88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를
주장함.

7. 튀니지
1985.6.22.~27.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튀니지를 방문함.
황장엽 북한 노동당비서가 9.15.~19. 튀니지를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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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양주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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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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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북한과 대양주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문서인바, 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뉴질랜드
Holborow 주한 뉴질랜드대사는 1985.2.19. 외무부장관과 면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현 노동당 정부는 계속 대북한 수교 거부 정책을 견지할 예정임.
- 4월 초 방한하는 공공개발장관, 산림장관을 위한 관계 장관과의 면담 주선을 요망함.
542

주뉴질랜드대사관은 7.17. 주재국 The Press지에 게재된 영국 기자 Peter Mcgill의 북한 방문 기사를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동 기사가 북한 선전의 허구성 및 북한 독재정권의 내부를 잘 보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함.

2. 파푸아뉴기니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은 1985.4.25. 주재국 대북한 관계 개선 대처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외무부에 건의함.

- 주재국 요인, 외무성 간부 방한 초청
- 신문사, 편집장 등 방한 초청
- 의원친선협회 설립 추진
- 농업전문가 및 통상사절단 파견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5.8. 이임 인사차 기헤노 주재국 외상을 면담한바, 동 외상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국 국회의장의 상호 방문으로 양국 관계는 최고로 만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현대건설의 댐 건설, 한라자원의 산림 개발, 삼환기업의 도로 건설 등에 감사함.
-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적절하지 않으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생각임.

3. 피지
피지인 Turaga는 1985.4.3. 주피지대사관 박승무 서기관을 방문, 자신이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관 초청으로
1.18.~30. 자카르타에 체류하면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였다고 밝히고, 귀국 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활동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 받았다고 제보함.

피지
Toganivalu 수상 대행은 4.19. 최근 손성필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일행으로부터 피지 방문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북한이 버마에서 한국 각료를 살상하는 등 국제 테러 행위를 자행하였고 피지가 그동안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해 왔다는 점을 감안, 동 일행의 입국을 거부키로 결정하였다고 성명을
발표함.

북한·동부아프리카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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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5-34 / 9 / 1~90(90p)

본 문건은 북한과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에 관한 문서인바, 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모리셔스
외무부는 1985.1.8. 모리셔스 MSM 당 원내총무 Harish Boodhoo를 단장으로 하는 의회대표단이 1.4. 평양에
도착하였음을 주케냐대사관에 통보하고, 동 대표단의 방북 경위 및 대표단 명단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케냐대사관은
2.22. 상기 모리셔스 의회대표단의 명단을 보고하면서 의회사절단의 중국(구 중공), 북한 및

1985.3.16.~22. 공예품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고 보고함.

주모리셔스대사관은
11.28. 북한이 탄자니아에서 주재국을 겸임하고 있는 북한대사를 경질, 마다가스카르
대사가 겸임토록 결정하고 정태화 주마다가스카르 북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하였고 최근 주재국이
이에 동의한 바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앙골라
주가봉대사관은 1985.6.11.자 주간지 Lettre D’
afrique는 앙골라 북부지역의 군사기지에 북한군 교관이
SWAPO 전투요원 및 ANC 게릴라에 대한 군사 및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북한군 2,000
명이 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고 보고함.

주미대사관은
1985.7월 미 국무부 한국과 및 남아프리카과 관계자는 북한군의 앙골라 파병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정규군 주둔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현재로서는 군사고문단 150~200명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고 보고함.

3. 잠비아
조선 중앙방송은 1985.4.23. A. K. 사무친바 잠비아 민족지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잠비아 주체사상연구 대표단이
방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황장엽 비서를 면담하였다고 보도함.

평양방송은
7.22. 촘바 잠비아 내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 이철봉 사회안전부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보도함.

4. 대책 보고
1985.12월 외무부는‘아프리카의 대남북한 관계 및 대책’
에 관해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음.

- 북한과의 무리한 원조 경쟁 지양
- 국력 신장에 따른 의연한 자세 견지
- 고위 정부인사 순방 외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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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방문에 관한 모리셔스 일간지 보도 기사를 외무부에 송부함.

주케냐대사관은
4.2. 북한 대외문화담당 김두일 부국장이 인솔하는 사절단이 모리셔스를 방문,

북한·북구 제국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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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북한과 북구 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문서인바, 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덴마크
주덴마크대사관은 1984.10.20. 주덴마크 북한대사 후임자의 인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성명: 탁관철
- 경력: 외교부과장, 주방글라데시 대사, 외교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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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관철 대사는 1985.1.29. 신임장을 제정함.
Jyllands-Posten지는 4.10. 사회인민당 Gert Petersen 의원 및 좌익 사회당 Keld Albrechtsen 의원이 남북대
화와 관련, 남·북한 국회에 서한을 발송하였다고 보도한바, 서한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 국회회담 및 불가침
협정 제의 지지, 핵무기 철수 및 자주적 통일 실현을 위한 남북한 간 협상을 촉구 등임.

2. 스웨덴
주스웨덴대사는 1985.2.5.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 Heinebaeck 대사와 접촉한바, 동 대사는 2.28.~3.4. 스웨덴
방문 예정이었던 북한 총리 강성산의 방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연기되었다고 함.

주스웨덴대사관은
8.8. 현지 북한대사관이 주재국 방산 물자 생산업체인 Diab Baracuda 회사에 레이더,
자외선 및 적외선에 포착되지 않는 각종 위장망을 주문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주스웨덴대사는
Hussain 주스웨덴 방글라데시대사가 10.30. 현지의 북한대사관 요원이 방글라데시 국민을
납치,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랑군 폭파사건과 같은 테러 행위를 방글라데시에서
재연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였다고 보고함.

3. 핀란드
주핀란드대사관은 1985.2.5. 강성산 북한 총리의 주재국 방문 제의에 대해 주재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동
제의를 수락키로 결정하고 동 시기를 잠정적으로 2.25.~28.로 잡고 준비 중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주핀란드대사관은
북한 측이 강성산의 핀란드 방문 계획을 무기 연기하는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뜻을 전해 왔다고 핀란드 외무성이 2.11. 제보하였다고 보고함.

북한
노동당 중앙위 위원인 강석숭 외 2명의 대표단은 핀란드 공산당 초청으로 3.28.~4.1. 핀란드를 방문함.
북한 중앙인민위 경제정책위 부위원장인 박남기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통상사절단이 4.25.~5.4. 핀란드를
방문, 북한의 대핀 부채 문제, 북한의 합영법을 포함한 대외 경제정책 및 대핀 협력 희망 등을 논의함.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은 9.26.~10.2. 핀란드를 방문함.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이집트 방문, 1985.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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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84.11.1. 현지 북한대사관이 약 1주 전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의 11.28.부터
2~4일간 이집트 방문을 주재국에 제의한바, 주재국 측은 김영남의 방문을 비공식 방문으로 접수키로
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주카이로총영사관은 북한 측이 주재국에 대해 11.26.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이집트 방문을 알려 오면서 김영남
외교부장의 이집트 방문은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고 보고함.

2.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는 1984.12월 중순 이집트 외상 관방상 겸 외무차관보와 면담, 북한 부수상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은 1.19.~21. 이집트를 방문함.

3.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85.2.1.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의 이집트 방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김영남의 방문은 양국 간 기존 특수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한·이집트 관계 개선 흐름에 제동을 가하는 한편,
북한이 추진 중인 남남협력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주재국의 협조를 확보코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음.

주재국
외상이 북한의 대이란 무기 지원설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 김영남이 전혀 답변치 않은
것은 이집트에 대하여 북한의 대이란 무기 지원설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 표시로 해석됨.

비동맹
정상회의 평양 유치 관련, 북한이 에티오피아 등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 요청했음에도 이집트에
대하여는 하등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은 동 정상회담 평양 유치에 대해 비동맹 내 강경그룹 내에서의 지지
여건이 상금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함.

4.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85.2.12. 김일성의 무바락 대통령 앞 친서 사본을 입수,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남남협력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언급치 않았으나 준비 사업을 잘 진척시키면 1986년에라도 회의 소집이 가능
하지 않겠는가라고 명기함.
 무바락 대통령의 방미 시, 미국 지도자들에게 조선 통일에 관한 북한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북한의
3월
3자회담 제의에 미국이 응해 오도록 권고해 줄 것을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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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외교부장 김영남의 1985.1.16.~21. 이집트 방문 희망을 전달함.

박성철 북한 부주석 인도네시아 방문, 1985.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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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관은 1984.5.2. 주재국 외무성 앞 공한을 통해 박성철 북한 부주석 일행이
11월 초 4~5일간 주재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음을 통보하면서 주재국이 이를 수락해 줄 것을 요청함.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7.11. 주재국 외무성이 연말에 많은 업무를 이유로 북한 부주석의 주재국 방문을 1985
년도로 미루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인도네시아 외무성 Adenan 사회안전차관보는 1985.10.11. 자국 정부가 11.18.~22. 박성철 북한 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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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의 접수를 결정하였다고 말함.
박성철 북한 부주석 일행은 11.26.~30. 인도네시아를 방문, 수하르토 대통령, 우말 부통령 예방, 외교부 부부장,
정무차관보 회담, 발리 관광 등 일정을 가짐.

3. 외무부는 1985.11월 박성철의 인도네시아 방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박성철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버마 사건 이후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공식 방문이고, 1983.2월 말리크 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으로서, 인도네시아는 버마 사건을 구실로 계속 연기시켜 오다가 할 수 없이 이를 수락한
것임.

박성철은
수하르토 대통령 예방 시 김일성을 대신하여 수하르토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초청함.
인도네시아가 대내적으로 반공 정책을 견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남북한 간의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가 대한국 중시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함.

북한 노동신문 대표단 일본 방문, 1985.5.21-25

| 85-048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34 / 13 / 1~126(126p)

1.	외무부 동북아 1과장은 1985.1.17. 일본 외무성 시부야 북동아과장과 면담한바, 동인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김기남 등 북한 노동신문 대표단의 일본 방문과 관련, 과거 전례도 있는 사람을 입국 거부할 경우, 국내적으로
커다란 반발을 초래할 것인바, 입국을 거부하기는 어려움.

일본
사회당은 1.7. 사회당 국제국장 및 기관지 국장의 명의로 김기남을 초청함.
일본 정부로서는 입국을 허가하더라도 한국 총선거 이후 정치활동 불허 조건부로 허가할 것임.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 보고함.
일측은 1984년 말 이시바시 사회당 위원장 방북 시 북한이 예상 이상의 신속성과 호의적인 자세로서 일·북한
민간어업협정 문제 타결에 협력해 준 것을 평가하고, 금후의 양국 관계를 위해서도 김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김의
현직이 신문사 주필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김의 입국 허용이 종래의 대북한 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

3.	주일대사관 유병우 정무과장은 1985.3.12. 일 외무성 시부야 북동아과장과 접촉한바, 시부야 과장은
주관 부서인 법무성이 김기남 일행의 입국을 허가하기에 앞서 일단 초청자 측에 대해 별도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방침으로 있다고 말함.
4.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책임주필인 김기남 일행 3명은 1985.4.18.~25. 방일하여, 동 기간 중
사회당 이시바시 위원장 면담, 아사히 및 마이니치 신문 방문, 교토 통신 및 NHK 방문, 츠쿠바 EXPO
참관 등 일정을 가진바, 4.19. 이시바시 위원장 면담 시, 김기남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4.16.~17. 일 사회당 양원의원 총회에서 북한의 국회회담 제안 지지를 결정한 데 대해 김일성의 감사의 뜻을
전달함.
북한은 작년에 3자회담을 제안하였으며 최근에는 국회회담을 제안한바, 김 주석은 남북회담을 거듭하는
가운데 점차 고위급 정치회담을 실현해 나가자고 제창하고 있음.

사회신보와
계속 교류해 나가고자 하는바, 1985년 중 적당한 시기에 방북해 주기바람(국제국장 및 기관지국장
앞 초청장을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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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일대사관은 1985.2.28. 일 정부가 김기남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일우호촉진친선협회 대표단 일본 방문,
1985.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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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대사관은 북한 김우종 조일 우호촉진친선협회 회장이 1985.4월 일조 우호촉진의원연맹(회장 대
행: 다니 요우이치 의원) 측 초청에 대해 오는 5월 말 또는 6월 초 방일하겠다고 회답하였다고 보고함.
주일대사관은 5.15. 일 법무성 입관국이 김우종 일행이 일조 무역촉진 및 어업 관련 제반사항 협의를 위해
6.5.~15. 방일코자 입국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함.

2.	김우종 일행은 1985.6.5.~15. 방일한바, 동 기간 중 중의원 의장 및 참의원 의장 예방, 조총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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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일조의련과의 간담회,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위원장 예방, 오사카 및 나고야 방문, 도요다
자동차공장 시찰, 츠쿠바 EXPO 관람 등의 일정을 가짐.
3.	김우종은 1985.6.12. 중의원 제1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바, 동인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조의련으로부터 무역사무소 개설, 광범위한 인적 교류 등 제안이 있었는바, 장애 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장래에 서로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 북한으로서는 상호 인적 왕래 문제도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
와 마찬가지로 장애 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처리할 생각임.

올림픽은
세계 인민의 우호, 친선, 평화를 상징하는 제전인바, 이러한 행사를 분단국가의 어느 일방에서,
그것도 긴장과 사회적 불안이 있는 곳에서 개최하도록 결정한 사실 자체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
 미키 전 수상과 만나 한반도 정세, 아시아와 세계의 군축 문제 등을 의논함.
6.11.

4.	주일대사관은 1985.6.15. 김우종 방일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대책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북 간의 교류확대 동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바, 우리 측으로서는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대북 관계를 일방적으로 진전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자민당 보수파 인사들의 방북을
최대한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자민당
내 비둘기파 의원뿐 아니라 이미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방북 가능성이 있는 중도 야당 의원들에
대하여도 이들이 북한만을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방한 초청 등 적극적인 회유 활동을 전개해야 함.

일본의
정부 차원의 대북정책은 계속 실현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임.

북한 인사 일본 방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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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1과

MF번호

2015-34 / 15 / 1~192(192p)

1.	주일대사관은 1985.1.17. 조총련 초청으로 도일 예정인 북한 영화 제작자 대표단 관련자료(입국 사유서,
대표단 명단, 체일 일정표, 영화제작 개요 등)를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일대사관은 1985.1.21. 북한 인사의 일본 입국 관련, 입국자 명단 및 일정표 등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조일 우호의료공사 대표단 강일민 외 3명(1985.1.23.~3.23.)
조선 대흥선박회사 대표단 이승철 외 5명(1985.1.9.~3.6.)

3. 주일대사관은 1985.1.31. 북한 인사의 일본 입국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북한 올림픽위원 대표단 김세진 외 4명(1985.2.9.~2.16.)
평양자재상사 일행 이준열 외 1명(1985.1.30.~3.15.)
묘향무역대표단 백경홍 외 1명(1985.1.31.~4.1.)

4.	주삿포로총영사관은 1985.2.14. 일본 JOC 초청으로 북한 NOC 위원 김세진을 단장으로 한 일행 5명이
2.13.~16. 삿포로를 방문 중이며, 2.13. 삿포로 시장 방문 시 북한 측은 1986.3월 개최 예정인 제1회 동계
아시아경기에 상당수의 선수단을 파견할 뜻을 전하였다고 보고함.
5.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5.6.7. 다니노 주한 일본공사와 면담한바, 다니노 공사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며 일·북한 간 왕래가
증가된 것이 눈에 띌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정부는 북한 인사 방일 시 체재 중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일
일본의 외교는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행할 문제인바, 제동을 거는 것도 어려움이 있음.

6.	주일대사관은 1985년 일본을 방문한 북한 인사의 인적 사항, 일정 등 관련 사항을 다수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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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국인 접대소 대표단 이동식 외 3명(1985.1.11.~2.9.)
북한 대성상사 대표단 최복근 외 2명

북한 주요인사 소련 방문, 1985

| 85-0485 |

생산연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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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과/북미과

MF번호

2015-34 / 16 / 1~166(166p)

1.	외무부는 1985.4.19. 관련 재외공관에 대해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이 4.16.부터 소련을 방문 중이며,
소련과 남북한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하고 국경조약 및 영사협정에 조인했음을 통보하면서 동 회담 내용,
특히 국경조약 및 영사협정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미대사관은 4.20. Coldren 국무부 한국과 북한담당관과 접촉, 국경조약은 Kapitsa 외무차관 방북 시 가서
명된 것을 조인한 것이며 영사협정은 매우 실무적인 것으로 추측되나 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보고함.

주일대사관은
4.27. 김영남의 방소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석,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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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한·중국(구 중공)관계 진전과 관련, 중국 견제를 위한 소련 카드 사용 가능성 모색
-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북한의 Initiative를 설명, 이에 대한 소련의 이해와 지지 확보
- 김정일이 권력을 정식 이양받기 전에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 지도층과의 유대 관계를 구축

2.	외무부는 1985.4.22. 북한 외교부장 소련 방문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금번 방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김영남은 2차 대전 결과 형성된 정치적, 영토적 현실 존중이라는 소련 입장에 동조함.
김영남은 캄푸치아 문제 해결 관련, 인도차이나 공산국가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모호하게 표현함.
1984.11월 소련 외무차관 방북 시 가서명한 소련-북한 국경조약 및 영사협정에 조인함.
김일성 방소 이후 증진된 소-북한 관계가 금번 김영남 방문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임.

3.	주미대사관은 1985.5.2. 김영남의 소련 방문 결과에 대하여 주소 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고한
다음 내용의 전문을 외무부에 보고함.
소련은 북한의 제반 제의를 지지하면서 3자회담은 언급하지 않음.
놀랄 만한 것은 소련이 미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추진을 공박한 것임.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주요 문제에서 중국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
그로미코가 8월 소련 외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4.	외무부는 1985.12월 북한 총리 강성산의 소련 방문(12.24.~26.)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84.5월 김일성의 방소 이후 증진된 소·북한 관계가 금번 강성산의 방문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금번 방문 시 경제협정 및 기술협정과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고 강성산이 경제전문가인
점에 비추어 앞으로 북한의 7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소련의 지원 등 양측 간 경제협력 확대 예상

소·북한
관계 강화, 소·중국·북한의 북방 3각 관계 추이 등 예의 주시 필요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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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34 / 18 / 1~243(243p)

1.	외무부는 1985.1.14.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에 남남협력 협의
목적을 내세워 외교부장 김영남의 파견을 제의하고 있음을 해당 공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은 1.16. 주재국 외무성 아태과장과 접촉한바, 북한대사관은 김영남 외교부장의 3월 중 주재국
방문 제의와 방글라데시 수석 외무차관의 방북을 초청하는 2개의 문서를 수석 외무차관에게 전달하였다고 함.

주스리랑카대사는
1.16. Menikdiwela 대통령 비서실장과 면담한바, 동 비서실장은 북한 외교부장을 접수하게

비동맹 관련 협의차 주재국을 방문코자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나 북한 부수상의 방문은 네팔 정부의
초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Bishwa
Pradhar 네팔 외무차관은 3.4. 주네팔대사에게 북한 측이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방문을 통보해 온다
해도 이를 접수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북한대사에게 통보하였다고 언급함.

인도
정부는 4.8. 김영남이 4.10.~14. 인도를 방문한다고 발표함.

2.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은 인도 방문 기간 중, Khan 외무담당 국무상 예방 및 회담, 간디 수상 예방, 대통령
예방, 네루 기념관 방문, 간디 및 네루 묘소 헌화 등 일정을 가짐.
4.11. 김영남은 간디 수상 예방 시 김일성의 특별 메시지를 전달하고 간디 수상을 방북 초청함.
4.20. Kalha 외무성 동아차관보는 김영남이 남남경제 정상회담 및 제8차 비동맹 정상회담 개최 희망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인도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함.

3.	1985.11~12월 김영남의 동남아 및 서남아 국가 방문에 관한 현지 공관의 보고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1.27.~12.1. 파키스탄을 방문, 야콥 외상 면담, 주네조 수상 예방, 지아 대통령 예방, 탁실라 중공업단지 및
파키스탄 조병창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12.3. Shaharyar Khan 파키스탄 외무성 국제기구차관보는 김영남의 파키스탄 방문 목적은 1988년도
비동맹 외상회의 평양 유치에 있었다고 관측하고, 북한 측은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방문에서도 동일한
지지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함.
12.1.~4. 싱가포르를 방문, 외상 면담, 무역개발위원회 및 주택개발위원회 방문 등 일정을 가짐.

- 12.3. Dhanabalan 싱가포르 외상은 이임 인사차 예방한 주싱가포르대사에게 김영남은 1988년도 비동맹
외상회의를 평양에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함.
12.4.~6. 말레이시아를 방문, 마하티르 수상 예방, 외상 및 1차 산업장관 등과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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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주재국의 대북 태도 변경으로 보인다는 한국 측 설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함.

주네팔대사는
1.20. Shrestha 주재국 국왕비서실장을 면담한바, 동 비서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부수상급 인사가

북한의 국제언론인 세미나 개최관련 동향 및
대책,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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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985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5-35 / 1 / 1~103(103p)

1.	외무부는 1984.7.5. 전 재외공관에 북한이 1983.7.2.~6.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기자대회 합의사항
이행 및 대내외 정책선전 극대화 목적으로 1984.8.17.~9.19. 평양에서 제3세계 기자 초청 단기훈련
개최를 계획하고 유력 매체 언론인들을 방북 초청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언론인 방북 초청 동향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인도 등이 상기 평양 개최 기자 초청 단기훈련에 기자들을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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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3.19. 북한이 5월 중순~6월 초에 평양에서 제2차 세계 기자언론인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유력 매체 언론인의 방북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외공관에 통보하면서, 주재국 언론인의
참가 동향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인도대사관은 3.20. Hindustan Times 편집부국장 Ramakrishnan이 상기 세미나 참석차 방북 초청을 받았다고
보고함.

주가나대사관은
3.22. 현지 주간지 Spectator의 Andoh-Kesson 부주필이 초청받아 5월 초 출발 예정이라고
보고함.

주네팔대사관은
3.29. 북한이 주재국 외무성 앞으로 세미나 초청장을 전달하고 현지 언론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방북을 종용하고 있다고 보고함.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3.29. National Concord지 Amobonye 기자가 5월 초 방북 예정임을 보고함.
이 외에도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라이베리아, 네팔, 중앙아프리카, 가나,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등에서도
언론인 세미나에 기자를 보내기로 함.

3.	주인도대사관은 1985.4.8.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4.15.부터 2주간 조선기자동맹 초청으로 좌경
언론인 노조를 통해 다수의 언론인을 단체 방북, 초청코자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함.
인도 IFWJ(Indian Federation of Working Journalists) 회장인 Vikram Rao는 언론인 단장으로 방북차 4.9.
모스크바 향발하였으며 총 방문단은 25명임.

4.	북한 중앙방송은 1985.5.11. 평양에서 말리, 이집트 등 총 24개국에서 39명의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기자강습회(5.11.~6.10.)가 개막되었다고 보도함.

Mengistu, Haile Mariam 이디오피아 군사위원회
의장 북한 방문, 1985.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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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985.10.31. 멩기스투 주재국 군사위원회 의장이 10.31. 소련 방문을 위해
출국하였으며 10.31.~11.8. 방소 후 11.10.~16. 북한을 방문 예정이라고 보고함.
2.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985.10월 멩기스투 의장의 방소 및 방북 배경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주재국 정부로서는 공산권 국가, 특히 막대한 군사원조를 하고 있는 소련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현재
반정부군 공격에 소모되는 무기를 보충 받고 동시에 주재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농업 분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멩기스투 의장은 북한의 계속적인 경협 지원을 요청할 것임.

최근
북한이 아프리카의 좌경국가 원수(탄자니아, 짐바브웨 등)들을 방북 초청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의 권력
이양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받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됨.

3.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985.11월 멩기스투 의장의 방북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방북 기간: 1985.11.9.~17.
주요 일정

- 김일성과 정상회담, 김일성 주최 연회 참석
- 김일성은 멩기스투 의장에게 북한 영웅 칭호, 금별 메달, 국기훈장 제1급 수여
- 화천기계 공장, 안주 양수기공장, 협동농장, 철광소 시찰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만수대, 남흥청년화학공장 시찰
11.16. Wolde 에티오피아 외상과 김영남 간 영사협약 및 협조에 관한 합의서 체결
11.18. 에티오피아-북한 간 공동성명 발표

- 에티오피아는 북한의 한반도 외군 철수, 고려연방제, 3자회담 및 88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지지
- 북한은 에티오피아의 사회주의 발전 저해요소 제거에 공동 노력 및 공업, 농업, 관개사업 등 경협 적극
지원

4.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5.11.27.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멩기스투 의장의
방북으로 주재국의 대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농기구 원조 및 소금의 정책수입
문제를 계속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양국은 비동맹, OAU에서의 협력, 남아공의 인종차별 반대, 나미비아의 조속 독립 및 SWAPO 지지 확인

5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소련의 경제협력을 지원 받기 위한 것임.

멩기스투
의장의 북한 방문은 1983.10월 제1차 방북에 이어 2번째인바, 지난 2년간 북한의 경제협력 특히

일본 인사 북한 방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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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대사관 유병우 정무과장은 1985.2.20. 일본 사회당 다나베 서기장 방북 관련, 마이니치 시이하시
기자와 접촉한바, 동 기자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다나베 서기장은 북한 측 초청을 수락, 사회당 대표단 자격으로 5월 말경 방북할 예정이며 방북 후 제반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내 민주세력과 교류를 갖는 한편 남북대화의 촉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함.
다나베 서기장은 사회당의 북한 일변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로서 한국과의 교류를 절감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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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번 방북 계획을 둘러싸고 한국도 방문하겠다는 동 서기장의 발언은 당내의 복잡한 사정을 반영한
궁여지책인 것으로 보임.

2.	주일대사관 유병우 정무과장은 1985.4.2. 자민당 AA 연 산하 조선문제연구그룹 좌장인 시가세츠
의원과 접촉한바, 동 의원은 북한의 초청 및 당내 AA 연 소속 젊은 의원들의 요망에 따라, 금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AA 연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북 예정임을 밝힘.
주일대사관은 5.7. 자민당 의원의 방북 추진과 관련, 최근 북한 측으로부터 시가세츠 의원보다 거물급 인사,
예를 들어 이토 전 외상 정도가 단장이 되어 방북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어 단장 선정 문제를
놓고 당분간 그룹 내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보고함.

3.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은 1985.4.11. 일조우호촉진 가나가와 현 의회 의원연맹의 이와모토 회장을 단장
으로 하는 9명의 방북단이 4.29.~5.11. 북한 초청으로 방북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4.	기시사카에 오사카 지사는 1985.5.15. 주오사카총영사를 방문, 자신이 6.27.경부터 4박5일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자신의 방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양해해 주기를 희망함.
5.	일·북한 교류 확대 움직임과 관련, 1985.5.18. 외무부는 아베 외상을 접촉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국제군축촉진의원연맹 대표단 방북이 실현된다면 이는 일본 내의 대북한 접근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동 대표단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 정부의 협력을 요망함.

최근
일·북한 간 고위인사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바, 이는 대통령 방일 이후 구축되고 있는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치색이 농후한 일·북한 교류를 일 정부가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6.	주일대사관 유병우 정무과장은 1985.6.1. 사회당 소가 부서기장과 접촉, 다나베 서기장의 방북 결과를
청취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다나베 방북 시 가장 중요한 협의 내용은 일-북한 관계, 그중에서도 자민당과 북한과의 교류 문제임.
현재로서는 이토 전 외상이 대북 관계 파이프 역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측의
희망대로 1985년 중에라도 방북할 가능성이 있음.

북한
측은 일 재계의 대북 진출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일본으로부터 자본 도입을 열망함.

왕래 실현운동회 관서 가족일동 및 오사카 부인단체 대표가 송부한 탄원서 및 김일성 앞 서한 사본을
외무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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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85.6.26. 주오사카총영사관은 6.28.~7.2. 북한을 방문하는 기시 지사에게 현지 소재 일본인처 자유

미국 의회의원 북한 방문 문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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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국무부 Richardson 한국과장 대리는 1984.6.26. Solarz 의원에 대한 방북 초청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Solarz 의원은 약 1개월 전 북한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식 서면 초청장을 받았는
지 여부는 알지 못함.

국무부으로서는
이 시기의 방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Wolfowitz 차관보가 Solarz 의원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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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age할 생각임.

그러나,
사적인 목적으로의 방북은 자유이므로 방북 여부의 최종 결정은 Solarz 의원 개인의 결심에 달려 있음.

2.	주미대사는 1984.7.26. Solarz 의원과 면담, 동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약 4~5일 전 한시해 주유엔 북한대사가 뉴욕 소재 동 의원 사무실로 찾아와 북한을 방문한다면 고위층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밝혔음.

만일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라도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언가 한반도의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뜻이 있으므로 한국을 먼저 방문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한 방북 결과를 한국 측에 당연히 debriefing
하게 될 것임.

3.	주미대사관은 1985.5.21. Stanley Roth 하원 아태 소위 전문위원과 접촉, Solarz 의원의 방북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바, 동 전문위원의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남북한 간에는 현재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의 방북은 이롭지 않을 것으로 Solarz 의원도
생각하고 있음.

방북은
구체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봄.

4.	주미대사관은 1985.12.5. Robert Dornan 하원의원이 본인의 개인적 구상으로 1986.1월경 북한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12.6. Lee Coldren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국은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Dornan 의원의 사증 발급에
협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방북을 discourage한 바 있다고 말함.

12.10.
외무부는 남북한 간의 대화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Dornan 의원의 방북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설명, 동 의원의 방북이 추진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을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12.18. Dornan 의원의 외교보좌관 James Skinner는 주미대사관에 전화, Dornan 의원이 방북 계획을 취소키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Sankara, Thomas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북한
방문, 198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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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대사관은 1985.8.29. 주재국 상카라 대통령이 북한 9.9절 행사 참석차
9월 초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상카라 대통령 방북 수행원 중에는 다음 인사들이 포함됨.

- Etienne Zongo 경호실장, Michel Dah 주북한대사, Mahama Sawadogo 와가두구 지역 주지사, Juste
Tiemtore 의전장, Keintega 대통령실 외교고문 등

2.	평양방송은 1985.9.3. 상카라 대통령 일행이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공항 환영식에는 강성산 총리,
주부르키나파소 북한대사 등이 출영하였다고 보도함.
3.	외무부는 1985.9.7. 상카라 대통령의 방북 활동을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에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총리 강성산과 회담, 환영연 참석
남포 갑문 건설장 시찰
김일성과 공식 및 단독회담, 김일성 주최 오찬 참석, 김일성에게 훈장 수여

4.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은 1985.9.11. 부르키나파소·북한 간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 협력합의 의정서 서명 등 상카라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대해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군사 협력: 다연장포 등 무기 원조
보건 협력

- 200병상 규모의 병원 2개소 건설
- 각 지방 간이보건소 건설용 시멘트, 철근, 목재 원조
농업 협력

- 댐 2개소 건설
- 60개의 저수지(각 Province마다 2개 정도)
- 농업기술자 파견
- 농기계 조립공장 및 비료공장 건설
- 당 간부 양성학교 건설
- 음악, 미술교사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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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림 인민무력부 부부장, 공진태 및 정준기 부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이채근

북한 기술자 해외 파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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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5.3.21. Genova 시 소재 이·북한 합작무역회사인 Korital의 최근 운영 실태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설립 일자: 1982.7.1.
자본금: 15만 달러 (북한 봉화상사 50%, 이탈리아 Coe & Clerici사 50%)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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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회사 운영 부진으로 이측 동업자인 Coe & Clerici Agenti는 합작사 운영에 실망을 표함.
- 대북한 수출의 경우, 북한이 희망하는 컴퓨터 등 고도기술 제품은 COCOM List에 해당되어 수출이
불가능하고 일반 상품의 경우도 무역거래 상식 부족으로 수출 신장에 애로가 있음.

2.	외무부는 1985.3.23. 북한이 1985년도 기술자 해외 파견 계획을 1984년의 약 2배인 1,000명으로 대폭
증가시킨 가운데 금년 1~3월간 총 240명의 기술 연수생을 기계, 컴퓨터, 전기, 전자, 경공업 분야
등에 집중시켜 소련, 동독 등 공산권과 일본, 스위스, 스웨덴, 서독 등에 파견하고 있음을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주재국에 북한 기술연수생 파견 여부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해당 공관에 지시함.
3.	국가안전기획부는 1985.3.22. ‘북한기술자 해외연수활동 강화’ 제하의 자료를 배포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85년도 기술자 해외파견 연수계획을 1984년 대비 약 2배인 1,000명으로 증가시킴.
1~3월 현재 총 240명의 기술연수생을 북한의 취약 산업기술 분야인 기계, 항공기, 컴퓨터 및 전기, 전자,
경공업 분야 등에 집중함.

공산권에는
주로 동독, 소련, 폴란드 등에, 서방권에는 일본, 스위스, 스웨덴 등에 파견하고 있음.
북한이 기술자 해외연수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음은 북한 산업설비의 노후화와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 부진
현상을 자체 기술로는 타개하기 어렵기 때문임.

북한·일본 경제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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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2.19. 북한의 조선낙원무역상사와 일본의 조일상사 주식회사의 합작투자에 의한 낙원
백화점이 2.18. 평양 시내에서 개점되었음을 주일대사관에 통보하고 본건 경위 및 구체 사항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일대사관은 관련 연구소 및 외무성에 탐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일상사가 조총련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일본의 자본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합작의
형태는 일·북한 합작이 아니라 조총련·북한 합작임.

북한이
비록 합영법을 공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합작기업이 생기기 위하여는 주변 관계 법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바, 북한에는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건은 일반적인 합작이라기보다는 조일상사가 기

2.	외무부는 1985.4.15. 일·북한 간 민간무역대표부 설치 움직임에 관한 일 외무성의 입장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하였으며, 4.20. 주일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일·북한 민간무역대표부 설치 문제는 1981.6월 현준극 방일 시 일조의련에 의해 제기되어 당시 미야자와
관방장관이 일 정부는 동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언명함.

1983.7월
쿠노 일조의련 회장이 북한 방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아베 외상을 비롯한 외무성 관계자가 강력히 부인하면서 일 정부는 무역대표부 설치 의향이 없음을 재차
밝혔으며, 그 이후 외무성 관계자가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음.

3.	가와가츠 남해전철 회장은 1985.9.10.~17. 북한을 방문한바, 외무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김일성이
9.15. 가와가츠 회장과 면담 시 북한의 공업 근대화를 위한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일·북한이 한국,
미국 및 일본 내 반북 세력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 교류를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함.
주일대사관은 9.22. 가와가츠 회장의 방북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 최근 북한은 대일 경제교류에 있어 우선 소규모라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보겠다는 현실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바, 김일성은 가와가츠 면담 시, 북한의 항만시설이 불충분함을 설명하고 주로 운수 분야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함.
- 일·북한 경제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북한의 외화 부족, 채무 불이행 때문인바, 금번에 가와가츠와
비망록을 교환한 것은 일·북 경제교류를 촉진시키려는 심리적 파급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임.
외무부는 9.28. 주일대사에게 가와가츠 회장의 방북으로 일·북 간에 광범위한 경제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이 대북 경협에 신중을 기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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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제공과 기술지도를 제공한 정도로 보임.

북한 청진항 경유 일본 해운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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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운항만청은 1985.3.6. 외무부에 일본 이이노 해운에 대한 한국 항 입출항 금지조치가 현 시점에서
규제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면 국제 관례상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과 양국 간의 원만한 해운협력 차원에서
해제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오와다 일 운수성 외항과장은 3.8. 김석우 외무부 동북아 1과장을 면담, 이이노 해운의 한국 입항 금지조치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찌바
이이노 해운사장은 3.14. 권병현 아주국 심의관과 면담, 북한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이이노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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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한국 항 입출항 제재 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북한 화물은 현재까지 운송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운송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전략물자의 수송은
논외의 일임.
- 당사는 소유 선박의 청진항 기항 시 북한이 당사 선박에 대해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2.	일본 NHK 방송은 1985.7.20. 중국(구 중공)은 북한의 나진항을 대일본 무역의 새로운 창구로 사용할
구상을 추진, 이미 북한과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함.
이는 중국의 급속한 대외개방 정책에 따라 중국 동부의 대련항이 이미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북한의 청진항에
이어 새로이 나진항도 대일무역 창구로 사용코자 한다는 것임.

중국은
앞으로 나진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에 콩, 목재를 수출하고 일본의 공업제품을 북한을 경유
수입하여 극동의 새로운 무역로로 정착시킬 방침임.

3.	외무부는 1985.8.26. 일본 이이노 해운에 대한 제재 조치 해제에 관해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제 사유

- 청진항 경유 일·중국 무역은 청진항을 단순한 중개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목적 증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지난 1년여간의 대이이노 해운 제재 조치로 일 해운업계에 대한 경고 목적 달성
- 한·일 해운협력상의 저해 요인 제거로 새로운 협력 분위기 조성
해제 시기

-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시 가급적 조속한 시기에 해제를 시사

4.	외무부는 1985.9.7. 교통부 및 해운항만청에 이이노 해운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해운항만청은 9.30. 이이노 해운에 대해 소속 선박의 입항 금지를 동 일자로 해제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북한관계 세미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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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85.4.19. 비엔나 교외 Eldorado Hotel에서 ‘오스트리아·코리아 주체사상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고 외무부에 보고한바, 동 심포지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제: 오스트리아·코리아 심포지엄
부제: Scientific Meeting regarding Basic Principles and Meaning of the Korean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연사: 이시우(평양 김일성대학 교수), Hans Koechler(인스부르크 대학 교수), Herbert Steiner(한·오 친선
협회장)

외무부에 송부함.
Eric Suy UN 구주 사무처장 앞 심포지엄 초청장 사본
심포지엄 참석자 명단
주최자 Roger Dafflon 명의 심포지엄 개막사
UN 사무총장, 각국 정부 수반 및 각국 의회, 정당, 사회단체, 전 세계국인 앞 메시지
대사 명의 Robert Vieux 의전장 앞 공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985.11.1. 주제네바대표부는 10.25.~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친북 통일 심포지엄 관련 다음 자료를

561

조선자주평화통일 국제연락위원회 [조자통]
구주지역 회의,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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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프랑스대사관은 1983.1.22. 조선자주평화통일(조자통) 국제연락위원회 비상회의가 2.25.~26.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주프랑스대사관은 2.24. Lafosse 주재국 외무성 한국담당관을 방문, 친북 전위단체의 집회가 한국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동 회의에 참석 예정인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인 김용순이
프랑스 정부 인사를 접촉하여 반한, 선전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프랑스 정부가 사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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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조자통 주최로 북한 3자회담 제의 및 팀스피릿에 관한 강연회가 1984.2.28.
로마에서 개최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석자 수: 38명(Luzzato 조자통 위원장, Vinay 이탈리아 지부장, Godrignani 이탈리아 지부차장, 북한요원 등
친북 인사)

연사:
Luzzato 조자통 위원장, Godrignani 이탈리아 지부차장
강연 내용

- 북한 3자회담 제의를 찬양, 한국 거부를 비난
- 팀스피릿 비난, 북한의 군사력 열세 주장

3.	주프랑스대사관은 1984.3.13. 파리에서 개최된 조자통 주최 3자회담 지지 국제회의(3.9.~11.)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 회의에는 프랑스 사회당, 공산당 대표, 프랑스 북한 연구조 회원 및 30여 친북한 국가 공관원 등 약 80여
명이 참가함.

회의는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일관했으며 토고, 에티오피아, 베냉 등 친북한 국가대표는
자국 대통령의 3자회담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회의 종료 시 3자회담의 국제적 지지 획득을 목적으로 한
유엔 사무총장 및 미국 상·하원의원 앞 서한과 각국 의회, 정당, 사회단체 등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함.

4.	1984.4.16. 주포르투갈대사관은 4.6.~8. Lisbon에서 개최된 주체사상 국제세미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최: 주체사상 국제세미나 포르투갈 조직위 및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회장단: 명예회장에 전 포르투갈 대통령 Costa Gomes, 회장에 Albuquerque 코임브라대학 역사학 교수
참석 인사: 70여 개국에서 약 300명 추산, 북한에서 황장엽 참석
언론 반응: 주재국 언론은 주체사상이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에 불과한 것이라는 풍자 식
보도를 함.

5.	주프랑스대사관은 1985.3.20. 조자통 위원회와 세계평화이사회 공동 주최로 3.16.~17. 파리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통일과 전쟁위험 제거’ 국제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석 인원: Romesh Chandra 세계평화이사회 의장 등 약 50명
대표단 파견국: 프랑스, 인도, 포르투갈,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17개국
기타 참석인사: 당지 에티오피아대사, 말리 및 소련대사관 1등서기관, 아랍 변호사 연맹, 알제리 국제민주
법률가위원회 대표 및 주재국 북한 유네스코 대표 등

회의
내용: 한·미 Team Spirit 군사훈련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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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창건 40주년 기념행사, 1985

| 85-049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5-35 / 11 / 1~79(79p)

1.	외무부는 1985.10.10.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동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창건 40주년 기념행사 동향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평양시 보고대회: 강성산, 김영남, 허담, 오극렬 등 참석
주요 외국사절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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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등 9개국 외국사절단 접수
- 소련 공산당 중앙위, 중국 공산당 중앙위 등 5개국 축전 접수
- 리셉션, 전시회, 영사회 등 개최
특이 동향

- 중국, 소련으로부터 주요 인사 참석치 않음.
- 마다가스카르, 루마니아를 제외하고는 수뇌급 인사의 참석 실적이 부진함.

2.	1985.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4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해외에서의 북한 동향에 대해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 중, 각국별 북한 공관의 특이 동향은 다음과 같음.
노르웨이: 10.7. 오슬로 소재 노동회관 강당을 임대, 영사회 개최
오스트리아: 10.8. Film and Cocktail을 북한대사관에서 개최
영국: 영·조 의원협회는 축하 전문을 발송
우간다: 북한 대사관저에서 주재국 정부인사 초청 리셉션 개최
인도: 10.8. 북한대사관에서 영사회 개최, National

Herald지 10.6. 일요판에 북한노동당 선전 광고를 게재
파키스탄: 10.9. 영사회 개최
튀니지: 10.8. 북한대사관에서 영사회 겸 리셉션 개최
니제르: 10.10. 북한대사관에서 기념영사회 개최
부르키나파소: 상카라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 앞으로 축전 발송
일본: 10.10. 조총련 본부 내 강당에서 영화 상영, 음악 공연 등 기념행사 개최
요르단: 10.8. 북한대사관에서 리셉션 겸 영사회 개최

북한 동향(언론보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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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35 / 12 / 1~246(246p)

1.	외무부는 1985.1.7. 프랑스의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명칭 변경 허용과 한국 측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한바, 종합평가와 외교적 대응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불측은 금번 조치가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승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미테랑 대통령 방북 시 언약으로 현안이 되어왔던 북한 승인 문제를 금번 조치로서 일단락 지으려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으로서는 불측의 금번 조치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하면서 프랑스의 향후 북한 승인 가능성을

1984년 2/4분기 중에 방한토록 함.

2.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85.2.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의 주재국 방문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번 방문은 한국과 이집트 관계 개선 흐름에 제동을 가하는 한편, 북한이 추진 중인 남남협력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주재국의 협조를 확보코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주재국
외상이 북한의 대이란 무기지원설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 김영남이 전혀 답변치 않은
것은 북한의 대이란 무기지원설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 표시로 해석됨.

3.	본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외무부의 북한 침투 저지 대책 관련 다수의 보고서 사본 및 북한 동향에
관한 일본 언론보도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북한의 대아프리카 침투에 대한 대책(1985.1.9.)
대북한 제압 외교 강화 방안
대카리브 지역 북한 외교책동에 대한 대책
북한의 대서구 침투현황 및 대책(1985.1.9.)
중남미 주요 국가에 대한 북한 침투저지 대책
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의 대북한 수교 보고(19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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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며,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수단은 향후 불측 태도를 보아 신중히 대처함.

크레송
대외교역상 방한은 일정한 냉각기를 둔 후 방한 일정을 재조정하며, 파비우스 수상은 기 합의한 대로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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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동구과

MF번호

2015-35 / 13 / 1~64(64p)

1. 1985.1월 국가안전기획부는 1985년도 김일성 신년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김일성 신년사는 새로운 대내외 정책 비전을 제시함이 없이 대외활동의 강화 의지와 남북대화에 대한 적극
적인 자세를 표방하고 있음.

3자회담의
실현에 역점을 두고 경제, 적십자회담 등을 진행하면서 실질 문제의 착실한 합의, 이행보다는 3자
회담 여건 조성을 위한 부수효과 창출에 주안을 두고 있음.

대한국
외교적 도전을 전례 없이 강화하여 88 올림픽 방해 등 한국의 국제적 지위 제고를 견제하는 데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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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하면서,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등 서구권에 대한 관계 발전 노력을 가속화할 것임.

2.	외무부는 1985.1.4. 김일성 신년사에 대한 정부당국자 논평을 전 재외공관에 송부한바, 논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북한의 3자회담 개최 주장은 미·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 등 종전의 주장과 다른 바가 없음.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등 남북한 직접 당사자 간의
대화를 갖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의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대하여 북한 측이 약간의 접근과
반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나 북한 측의 진의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임.

우리는
북한 측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개최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함.

한국의 대북한 위장평화선전 대책,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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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5-35 / 14 / 1~134(134p)

1.	외무부는 1984.6.15. ‘‘북은 남침의사 없다’라는 북한 선전에 대한 대응안’ 제하 보고서를 작성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 문공부 및 안기부는 재외공관 및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북한의 호전성 및 북한 선전의 기만성을
집중적으로 폭로하는 대응 홍보활동을 전개함.

북한
평화선전의 양면성 폭로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홍보
북한의 대화 성실성 촉구

대응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지시함.
3.	1984.9월 외무부는 9.24. 대구 시내에서 북한의 남파 무장간첩 1명이 출현, 식당 여종업원 2명을 사살하고
미용실 여종업원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 체포되기 직전 극약 복용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이는 북한의 상투적인 화전양면의 기본전술을 다시 드러낸 것인바, 이를
대북한 대응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지시함.
9.26. 필리핀 Daily Express지는‘Cops Alerted on N. Korea Agent’제하 대구 무장간첩 만행 사실을 보도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은 9.26. 주한 일본대사관 야나이 공사 및 주한 미국대사관 Dunlop 참사관에게 대구
무장간첩 사건을 설명함.

Oman의
Daily Observer지는 9.26. 대구 무장간첩 사건을 보도
주네덜란드대사는 9.26.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에게 상기 사건에 대해 설명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 Il Giornale는 9.26. 북한 무장 침투사건을 보도
기타 멕시코, 이라크, 로마 교황청 기관지 등도 상기 사건에 대해 보도

4.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84.10.6. ‘북한의 최근 위장평화 책동 강화 동향과 그 저의 분석’제하 보고서를
작성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근 북한의 평화공세는 대외적으로 랑군 사태로 인한 외교적 수세에서 벗어남과 아울러 3자회담 실현 등에
의한 대미, 일, 서구 관계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기하고 경제 난국을
타개코자 함에 근본적 저의가 있음.

또한
유엔 총회, 비동맹 외상회의 및 77그룹 각료회의 등에서 북한의 국제적 입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4.6.23. 상기 북한 선전 대응책을 전 재외공관에 송부, 북한의 평화 제스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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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적 교차승인(한강개발계획) 및 2원적 무역
대표부 설치(북한산) 계획 추진, 1985. 전2권.
V.1 1985.1월-4월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과

MF번호

2015-35 / 15 / 1~175(175p)

1.	외무부는 1985.1.11. 미·일 정상회담 시 한반도 문제 협의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일 양국은 금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 직접대화가 긴요함을 재확인하였으며,
2원적 교차승인(가제: 한강개발계획) 구상에 관하여도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함.

금번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2원적 교차승인 구상이 협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금후 한반도 주변정세를
568

감안하여 한·미·일 간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 나갈 예정임.

2.	외무부는 1985.3.19. 2원적 교차승인 계획 추진 대책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득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근 미·일 간 협의 결과

- 미·일 양국 공히 2원적 교차승인 구상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
- 북한의 반대 입장으로 중국이 호응할 가능성 희박
- 대중국(구 중공) 접촉은 남북대화 진전을 보아 신중 대처
추진 대책

- 교차승인 구상은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를 통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인 평화통일
달성과도 연결되는 외교 전략적 구상이므로 중·장기적 외교목표로 추진
- 2원적 교차승인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간목표로 한·중국, 일·북한 간 무역대표부
상호 설치를 추진하여 교차승인 구상 실현의 단계적 기반 조성

3.	외무부장관은 1985.3.30.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 4.15. 워커 주한 미국대사와 각각 면담하고 한·중국,
일·북한 간의 정식 교차승인을 거론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무역대표부 상호 설치를 추진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국 정부의 검토를 요청함.
4.	Cleveland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985.4.26. 이상옥 외무차관을 면담, 2원적 교차승인 계획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함.
무역사무소 개설 제안은 가치 있고 추구할 만한 구상으로 봄. 동 제안이 외교적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당초의 교차승인 제안보다 북한과 중국에 의해 수락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음. 무역사무소 개설이 교차
승인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함.

중국
측이 현 시점에서 무역사무소 개설 제안을 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으나, 동 제안은 실질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지속적인 유연성을 과시할 수 있을 것임.

한국
측이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하여 대중국 접근 시기에 대하여 숙고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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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적 교차승인(한강개발계획) 및 2원적 무역
대표부 설치(북한산) 계획 추진, 1985. 전2권.
V.2 1985.5월-9월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과

MF번호

2015-35 / 16 / 1~215(215p)

1.	외무부장관은 1985.5.1.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함.
외무부장관은 2원적 교차승인과 관련, 한·미 정상 간 단독회담에서 2원적 교차승인의 중간 단계로서 무역
대표부 설치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을 설명한바,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한·일·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함.

2.	주미대사관은 1985.5.11. 최근 본에서 개최된 미·일 수뇌회담에 참석하고 귀국한 Desaix Anderson
국무부 일본과장으로부터 청취한 동 회담 결과(한반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개최 시기는 한국 측의 주도로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되기를 희망함.

남북한
간 직접대화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며 다자간 회담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양국
정상 간 및 외상 간 회담에서 공히 강조됨.

나카소네
수상은 통상대표부 개설 시기에 관해, 일본은 중국(구 중공)이 서울에 통상대표부를 먼저 개설한
후 일본이 평양에 통상대표부를 개설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한다고 언급함.

3.	외무부는 1985.6.7. 2원적 무역대표부 설치 계획(가제: 북한산)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6월 중 한·미 간 및 한·일 간 개별 예비접촉
6월 중 한·미·일 간 공동협의
대중국 전달은 일본이 중국 측에 제의하고 미국이 측면 지원함.

4.	외무부는 1985.6.21. ‘북한산’ 관련 제1차 한·미·일 실무협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의 무역대표부 상호 설치 제의에 대한 미·일 양국의 지지 재천명
추진 방식에 있어 미국은 한국 측 안을 지지했으나 일본은 2중 경로 및 2단계 접촉 안을 제시함.
일측 안에 대해 한·미 양측은 남북대화 경로를 통한 제의의 비현실성, 대중국 접촉을 2단계로 나눌 실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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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2원적 교차승인 제안을 미·일 양국은 강력히 지지함.
한·미·일 3국간 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 협의회의 수준은 공사급이 적절하다고 보며,

5.	외무부는 1985.7.5. ‘북한산’ 계획 추진에 관한 보고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득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본은 일·중 각료회담(7.30.~31.)시 아베 외상이 중국 외상에게 한·중국 직교역 가능성을 타진하고,
무역대표부 설치 제의는 동 시기 또는 양국 외상 유엔 총회 참석 시 뉴욕에서 행할 것을 고려
 외무부장관이 아베 외상 면담 시 일본이 상기 2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일·중 각료회담에서 중국 외상에게
7.27.
일괄 제의토록 교섭함.
570

북한의 3자회담 제의 관련, 김영남 북한 외상의
일본 NHK와의 인터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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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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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NHK 방송은 1984.4.3. ‘북조선 외상에게 듣는다’ 는 제목 하에 NHK 이이다 특파원과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한바, 김 외교부장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3자회담 제안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외교정책은?

- 통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 합작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 먼저 접촉과 대화가 필요함.
- 3자회담에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문제 협의 및 남북한 불가침 선언 채택을 제의하며,
남한 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도 토의할 용의가 있음.
3자회담은 중국(구 중공)과 충분히 협의한 뒤 이 제안을 했다는 견해가 유력한데?

버마 사건은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NHK는 상기 김영남과의 인터뷰에 대한 논평에서 북한은 버마 사건과의 관련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버마
정부의 발표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고 하면서 남북대화의 길은 역시 쉽지 않다고 말함.

2.	외무부 대변인은 1984.4.4. 상기 김영남의 발언에 대한 반박 논평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북한 김영남은 랑군에서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이를 대한민국의 자작극이라고 억지를
쓴 것은 그들이 범행을 시인,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측에 뒤집어 씌움으로써 한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버마 및 전 세계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처사인바, 북한은 하루속히 랑군 만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3. 통일원장관은 1984.4.12. NHK와 회견을 한바,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북한 3자회담의 허구성 및 위장 평화전략 비판
북한 랑군 사건 만행 및 김영남 망언 규탄
남북한 간 직접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입장 재천명
중국은 무조건적 북한 지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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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회담은 작년 9월 미국이 먼저 중국을 통해 제기해 온 문제임.
- 북한은 이것을 검토하고 작년 10월에 중국을 통해 미국에 회답함.

북한의 3자회담 제의, 1983-85. 전10권. V.9
언론보도 1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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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7 / 1 / 1~145(145p)

북한의 1983.10.8. 중국(구 중공)을 통한 한·미·북한 간의 3자회담 제의에 관한 주요 국내 언론
보도임.
1. ‘미·중공과 한반도’제하 동아일보 사설(1984.1.7.)
조자양 중국 수상의 1.10.~16. 미국 방문 중 양국 간에 한반도 문제가 중점적으로 협의될 예정인바, 동 협의 시
572

한·미·중은 북한의 동 제안 배경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함.

북한은
동 제의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1983.10.9. 아웅산 암살폭파 사건
하루 전에 제안된 것이라는 데서 북한의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결국 한국을 속이기 위한 또 다른 위장
평화공세였던 것으로 판명됨.

남·북한
간의 평화정착의 주역은 남·북한 양 당사자들이 되어야 하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휴전협정에 공히 서명한 미·중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타당함에 비추어 북한의 저의가 의심되며
미·중 간의 회담 시 남·북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선행되도록 유의하여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함.

2. 기타 주요 언론보도 요지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4.1.10. 중국(구 중공) 측에 대해 남·북한 및 미·중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였
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밝힘(1.12. 조선일보).

일본은
미국 측이 제안한 4자회담에 일본과 소련을 포함하는 6자회담이 한반도 정세안정에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발언권 행사를 희망함(1.13. 한국일보).

진의종
국무총리는 3.10. 대북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시해할 의도로 테러를
자행한 데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호응해야 하며 이것이 당장 어
렵다면 각료급 회담에 동의할 것을 촉구함(3.11. 중앙일보).

일본
정부는 3월 말 예정된 나카소네 수상의 중국(구 중공) 방문을 앞두고 3.12.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일·소
외무차관 협의회를 통해 4자회담 개최 방안을 타진하는 한편 중국 측에 대해서도 4자회담의 동경 개최를
제의할 예정임(3.13. 경향신문).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사회당 대표단은 9.22. 기자회견을 통해 김일성과의 면담 시 김일성이 수재
지원물자 제공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로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고 말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당사자 간의 직접회담을 개최할 의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밝힘(9.23. 서울신문).

북한의 3자회담 제의, 1983-85. 전10권. V.10
언론보도 2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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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983.10.8. 한·미·북한 간의 3자회담 제의와 관련한 해외 언론 보도임.
1. 보도 개황
1983.10.8. 및 1984.1.11. 북한의 2차에 걸친 3자회담 제의는 1984.1월 중국(구 중공) 조자양 수상의 방미 중
레이건 대통령의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 제안으로 해외 주요 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보도된바, 대부분의
유력 언론은 사설 또는 해설 기사를 통해 북한 측 제안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위장 평화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서 북한이 과거에 한국 정부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치 않았던 점에 비추어 신중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는 입장을 보임.

2. 미국 언론
NYT, Christian Science Monitor 등은 북한의 성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한 측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아웅산 암살폭파 사건 등으로 국제적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라고
논평함.
Washington Post 등 일부 언론은 동 제안이 조자양 수상의 방미와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하고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기대함.

Washington
Times는 북한이 한국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 점이 새로운 사실이라고 보도함.

3. 일본 언론
대부분의 언론은 북한 측 태도의 성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북한의 제의가 한반도 평화에 진전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유보적 희망을 표시함.

아사히,
마이니치는 북한의 제의를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북한의
아웅산 암살폭파사건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 표명이 필요하다고 논평함.

4. 유럽 언론
BBC, Die Welt 등 유력 언론들은 사설, 논평을 통해 북한의 제의가 외교적 책략으로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함.
Daily Telegraph는 북한의 허위 선전과 호전성을 상세히 보도하고 북한 제의의 성실성에 의문을 제기함.
Le Monde는 사설을 통해 금번 북한의 제의가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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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조를 전개함.

일본,
영국 및 프랑스 등의 일부 진보 성향 유력지들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남북대화,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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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측은 1985.4.4. 직통전화를 통하여 남북경제회담은 5.17.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은 5.28.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며 4.4. 우리 측은 북측 제의를 수락함.
2.	외무부 동북아1과장은 1985.4.4. 전화로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북측의 남북대화 재개 제의와
우리 측의 수락 사실을 통보함.
574

3.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4차 회의는 1985.4.9.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 간 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접촉을 5월 초에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함.
4.	주미대사관은 1985.7.3.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부 Daryl M. Plunk가 작성 중인 남북한 간 대화에
관한 Backgrounder 원고를 입수, 외무부에 송부함.
동 기고문은 남북대화 제의 관련, 북한의 저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결론으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한국의 경제발전 및 국제적 지위향상에 대응한 우호적 국제 여론 조성 기도
- 외국 자본을 위한 호의적 이미지 배양
- 중국(구 중공) 및 소련의 한반도 긴장 고조 불원

북한의 남북 국회회담 제의, 1985. 전3권.
V.3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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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985.4.9.자 남·북 국회회담 제의와 관련한 주요국, 해외 언론 반응 및 7.23.자 제1차
예비회담 개최에 대한 정부 입장임.
1. 주요국 반응
미국 국방부 아미타지 차관보는 북한 측 제의에 대한 한국 측의 회답은 적절하며 정치성이 강한 회담인 만큼
미 정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발표하고, 국무부 부대변인은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 대화는 한반도

4.23. 김영남과 그로미코 간의 공동성명을 통해 동 제의를 환영함.

루마니아,
폴란드, 몽골, 남예멘 및 기니 등은 성명을 통해 동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2. 해외 언론 반응
미국 언론은 국무부 논평을 중심으로 사실 위주로 간단히 보도함.
일본 언론은 북한 측이 동 제의를 통해 경제회담, 적십자회담에서 정치회담으로 발전시킨 점을 강조함.
소련 프라우다지는 새로운 건설적인 발상이라고 논평함.
중국 인민일보는 동 제의를 적극 지지함.
서구 등 여타 지역 언론은 사실 보도 위주의 기사를 보도함.

3. 예비회담 개최에 대한 정부 입장
북한의 남·북 불가침 선언 주장은 기본적으로 양측의 책임 있는 당국자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
북측의 불가침 선언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 미군 철수 실현을 목표로 함.
한국은 통일헌법 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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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완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논평함.

중국(구
중공)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및 5.4. 호요방 방북 시 만찬사를 통해 북한의 동 제의를 지지하고, 소련은

남북적십자회담, 제8차, 서울. 1985.5.27-30.
전2권. V.1 1985.1.22-25 개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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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1984.10.4.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제의에 대한 손성필 북한적십
자회 회장의 11.20. 판문점에서의 동 회담 예비접촉 개최 수락에 따른 회의 개최 경과, 정부의
관련 대외홍보 지침 및 해외 주요 반응임.
1. 회의 결과 양측 합의사항
576

제8차 본회담의 1984년 중 서울 개최 및 이산가족 자유 방문 및 상봉 실현 등 주요 의제
쌍방 적십자사 부총재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구성
연락사무소 운영, 직통전화 개통 및 대표단 신변보장 성명문 발표 등 세부절차 사항
북한 측 제의 예술단 교환 공연은 추후 논의

2. 제8차 본회담에 대비한 대외홍보 지침
한국 측의 주도로 개최됨에 역점을 두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고 남·북한
간 직접 접촉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라는 데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함.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탈피 시도 목적 등 회담에 응하는 북한의 의도를 적절히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성급한
대북한 접근 움직임에 대한 자제를 유도함.

미국,
일본 등 핵심 우방국에 대해 회담 진전 사항을 수시로 설명하고 협의함.
EC(구주공동체), 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우방국에 대해 회담 진전 사항을 설명함.
비동맹 제국 등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는 남·북한 직접 접촉의 타당성을 설명함.
대화 진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구 중공), 소련 등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활용하며 88 서울
올림픽 참가를 유도함.

3. 해외 주요 반응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한 직접 접촉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임을 논평함.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의 변화를 예상함은 시기상조이며 대결 노선으로 회귀를 예상함.

4. 북한의 본회담 중단 통보
북한 측은 1985.1.9. 한·미 팀스피릿85 군사훈련을 이유로 제8차 본회담의 중단을 통보함.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23.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북한 측의 중단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회담 재개를
촉구함.

남북적십자회담, 제8차, 서울. 1985.5.27-30.
전2권. V.2 1985.5.27-30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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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1985.5.13. 제의에 따른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이 3차에 걸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거쳐 5.27.∼30. 서울에서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회담 관련 정부 기본입장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기본 목표로 정치문제 개입을 배제함.
이산가족 찾기 사업 중 성묘 방문단 상호교환 및 판문점 면회소 설치를 통한 상봉을 1985년 중 실현함.
577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 등 인도적 입장, 일관되고 성실한 대화 자세 및 민주화 이행을 위한 노력을 부각함.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함.
한국의 인도적인 입장과 북한의 비인도적인 호전성을 대비하여 북한의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는 국제적 여론을
조성함.

3. 제8차 회담 결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4개 의제 및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 5개 의제에 대해 상호 입장을 교환함.
8.15 광복절을 전후한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상호 교환방문 추진에 합의함.
7.15.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상기 교환방문의 구체적인 절차, 규모 및 차기 본회담 개최 일정을
협의하기로 함.

4. 후속 실무접촉 결과
7.15. 및 7.19. 2차에 걸친 후속 실무접촉에서 북한 측은 특히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를 서울과 평양으로 국한해야
함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북한
측은 쌍방 이견을 이유로 3차 실무접촉 일정 합의를 거부함.

5. 해외 언론반응
New York Times 등 미국 언론은 상호 불신, 북한의 비현실적인 주장 등으로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도함.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 상호 교환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하여 향후 회담
진전에 난관이 예상됨을 보도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대외 홍보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남북적십자회담, 제9차. 평양, 1985.8.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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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과 관련한 국토통일원 및 대한적십자협회 문서의 사본,
외무부의 협조 조치 등에 관한 문서, 해외 언론 보도 및 언론 반응에 대한 재외공관 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외무부는 1985.8.7. 해외공보관의 요청으로 제9차 적십자회담에 대한 취재 지원 내용을 일본 언론인
들에게 전달하고 방한 예정 언론인을 보고할 것을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578

2.	외무부는 1985.8.27.~28. 전 재외공관에 대해 회의 일정, 양측 기조발언 요지, 공동위원회 등과 관련한
합의서 요지 8.27. 모란봉 경기장 퇴장 사건 경위 등을 포함한 회의 경과를 통보함.
3.	외무부는 1985.8.29. 전 재외공관에 다음 요지의 홍보 중점을 통보하고 주요 반응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모란봉 경기장 퇴장 관련, 회담을 정치 선전장화하려는 북측의 저의 폭로
남북대화의 실질적 성과 거양을 위한 우리 측의 성실성 및 인내 집중 부각
북측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한 비판 여론과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는 국제 여론 조성
북한 사회의 폐쇄성, 경직성 중점 부각 및 한국 사회의 우월성 강조

4.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 참가한 외무부 신두병 심의관은 1985.9월 평양 여행 보고서를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북한은 바깥 세상에 대해 깜깜함.
김정일에 대한 정권 이양 문제가 큰 변수로 나타나고 있음.
합영법 등 대외 경제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현 북한에 투자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음.
주한 미군 철수를 위한 서방 선전책이 강화하여 남한 사회 혁명 촉진을 획책함.
소련과 중국(구 중공)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시행함.

남북적십자회담, 제10차. 서울, 1985.12.3-4

| 85-051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5-38 / 1 / 1~242(242p)

1.	외무부는 1985.12.5.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1985.12.3.~4.) 결과를 전 재외공관에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북측은 자유왕래 문제만 해결되면 기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산가족의 생사 및 소재
확인 등 일의 순차적 진행을 무시한 발상임.

북측은
자유왕래 불가능 자에 한하여 서신 거래를 적십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시하자고 제의한바, 이는
오히려 자유왕래를 제한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될 소지가 있음.

우리
측은 1986년 구정을 기해 고향방문단 교류 및 기 상봉가족의 서한 교환을 제의함.

북측은 자유왕래자 범위에 친구 포함을 제의함.
우리 측은 서울, 평양에 적십자 대표부 상호 설치 안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함.

2.	외무부는 1985.12월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한 해외 언론 반응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12.3.~4.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 적십자회담에 대해 일본 및 미국의 주요 일간지 및 방송, TV와 중국
(구 중공)의 북경방송 등이 보도했으나 소련 및 서구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있음.

일본
언론은 금후 회담을 다음과 같이 전망함.

- 북측이 가족 상호방문에 열의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데다 차기 회담 일정을 팀스피릿 훈련이 한창
진행될 때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북측 태도에 따라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연기 가능성도 있어 적십자회담
전도는 상당히 험난할 것임.
- 각종 남북회담은 남북 쌍방의 최고위급 회담이라도 개최되지 않는 한 큰 진전을 바랄 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함.
미국 언론은 비공개 회담 시 실질적 결실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회담 동향을 논평 없이 보도하는 데 그침.
중국 언론도 북적 대표단의 서울 도착과 만찬회 동정, 회담 폐막 등을 간단히 보도함.
NYT, WP 등 미국 유력 언론과 모스크바 방송 등이 회담 진행 사실을 취급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관심을
적게 두고 있으나 회담의 비공개 진행 및 이산가족 교류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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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은 자유왕래만 실현되면 이 문제는 자동 해결된다는 억지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산가족
교류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냄.

남북 경제회담, 제2-3차. 판문점, 1985.5.17 및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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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경제회담 북측 이성록 단장은 1984.11.26. 우리 측 김기환 수석대표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1985년으로 연기할 것을 통보함.
1985.4.4. 이성록 단장은 김기환 수석대표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5.17. 판문점
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함.

2. 국토통일원은 1985.5.18. 제2차 남북경제회담 (5.17.)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580

북측이 의제, 경협방안 토의를 외면하고 오로지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의 설치만을 주장한 것은 현재의
남북경제회담을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로 사실상 대체하자는 것임.

- 남북 교역과 협력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북한 체제의 상대적 열위와 취약성을 노정하게 되어 정치적
손익 계산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남북 간의 교역 실시가 기정사실화되면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 확대 내지 양국의 정치적 접근을 촉진
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북측이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회담을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한 것은 물자교역과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회담 진행보다는 대내외적으로 남북 간에 경제협력과 통일
문제에 그들이 적극적인 것처럼 과시하려는 것임.

3.	제3차 남북경제회담이 1985.6.20.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리에 개최된바, 외무부는
동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이를 전 재외공관에 통보함.
쌍방은 우리 측이 제의한 남북 간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제4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함.

북측이
교역과 같이 가장 쉽게 실질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회담을 회피하고 그 실현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협위 설치만 주장하는 것은 3자회담 실현을 위해 한반도 긴장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
줄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남북 경제회담, 제4차. 판문점, 198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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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통일원은 1985.9월 제4차 남북경제회담 대책을 수립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남북 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기구 설치에 관한 주요 내용에 합의를 보고, 실무적
문제 및 합의서 문안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로 유도

남북
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추진기구 설치 문제를 일괄적인 합의서로 채택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되, 의제의 순차에 있어서는 신축성 있게 대응

제3차
회담에서 제시한 우리 측 합의서 안을 토대로 북측 제안을 수용한 수정안을 준비하되, 북측이 일괄적인
합의서 채택을 위한 검토안을 내놓고 내용 토의에 호응해 올 경우 이를 제시함.

전 재외공관에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리 측 기조발언 요지

- 3차회담 시 양측이 제의한 합의서를 검토하여 북측 제안을 수용한 수정안을 제의함.
- 물자 교류 대상품목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대상을 확대
- 결제 방식은 남북은행이 담당하고 청산거래 방식으로 하되, 잠정적으로 제3국 은행을 통한 신용장
거래를 허용
- 경제협력 분야는 공동 어로구역 설정과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으로 규정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사업
범위를 확대
북측 기조발언 요지

- 물자 교류의 결제 방법은 청산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방법도 고려
- 물자수송 통로를 위해 경의선 연결, 개성-문산 간 도로 연결, 남북 각 2개 항구 개방
- 공동위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양측은 실무회의 개최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고, 차기 5차 회담을 11.20. 판문점에서 개최키로 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제4차 남북경제회담이 1985.9.18.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개최되었으며, 외무부는 동 회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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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통일원은 1985.10월 제5차 남북경제회담 대책을 수립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3차 회담에서의 쌍방 합의를 존중한 합의서 명칭을 제의(경제협력위가 부총리급임을 명기)
쌍방 의견이 일치된 교류 품목 및 경제협력 대상을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주장
공동위원회 설치와 관련, 북측이 6개 분과위 설치를 주장할 경우, 4개 분과위로 절충, 타결(운수, 통신, 금융
분과위 추가)

1985년
내로 물물교환 실시할 것을 제의하되, 경의선 철도 문제는 거론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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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차 남북경제회담이 1985.11.20.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으며, 외무부는 동 회의 결과를 전 재외공관에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명칭 문제

- 북측이 물자교류를 상품 교류로 하자고 주장. 우리 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함.
- 우리 측의 경제협력 명칭 사용 주장에 대해 북측은 경제협조를 주장하여 최종 결정을 보류하기로 함.
원칙 표기 문제

- 우리 측은 전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양보하였으나 북측은 평화통일 3원칙 등을 별도 독립 항으로 명기
하자고 주장함.
교류품목 명시 문제: 미합의
우리 측은 문제별 토의 계속을 위해 오후 회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이를 거절
차기 회담은 1986.1.22. 개최키로 함.

3.	주미대사관 김삼훈 참사관은 1985.11.21. Isom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오찬을 갖고 남북경제회담에 임하는
북측 태도에 대해 설명한바, Isom 과장은 다음과 같이 반응함.
북한의 태도와 성실성에 대해 미측도 실망하고 있음.
북한이 남북한 간의 물자 교환을 꺼리는 것은 남북한 간 교역을 이유로 중국(구 중공)이 한국과 직교역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함.

상대방이
있는 교섭에서는 한쪽의 일방적 승리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남북한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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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통일원은 1985.9월 고향방문 사업추진 중간 보고서를 작성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남북 간 주요 합의사항

- 고향 방문단(50명): 서울과 평양에 고향을 둔 사람 위주
- 예술 공연단(50명): 민족 전통 가무 중심, 상대방 비방 금지
- 취재 기자단(30명), 지원 인원(20명)
방문 방식 및 방문 일자

- 1985.9.20.~23. 쌍방 적십자 총재가 인솔하여 동시 교환 방문
- 9.10. 북측 방문단 50명이 189명의 상봉 대상자 요청
우리측 방문단 인원에 대한 교육 실시

2.	남북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은 1985.9.23. 3박4일의 체류 일정을 마치고 서울과 평양으로 귀환하
였으며, 외무부는 동 내용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리 측 방문단

- 9.20.: 평양 도착, 북적 중앙위 주최 만찬
- 9.21.: 고향방문단 가족상봉, 예술단 1차 공연, 학생소년궁전 참관
- 9.22.: 지하철 시찰, 만수대 극장 참관, 예술단 2차 공연, 평양 교예극장 관람
- 9.23.: 서울 귀환
북측 방문단

- 9.20.: 서울 도착(쉐라톤 호텔), 내외신 기자회견, 서울시장 주최 만찬
- 9.21.: 고향방문단 가족상봉, 호암미술관, 자연농원 관광, 예술단 1차 공연
- 9.22.: 대한생명, 비원 관광, 예술단 2차 공연, 남서울대공원 관광
- 9.23.: 평양 귀환
우리 측은 북측 고향방문단의 가족상봉을 4~5회로 예정하였으나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원을 축소, 선정하여
30명만 2회에 걸쳐 개별 및 집단 상봉함.

3.	문화공보부는 1985.9.25. 외무부에 남북 고향방문단, 예술 공연단 상호 방문 후속 홍보 계획을 송부
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 방문단 사업 실현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려는 우리의 적극적 실천의지의 소산임을 중점 부각
한국 사회의 우월성에 대한 대외 인식 심화 및 확산에 주력
미·일·불 등 우방의 대북 접근 구실화 소지 배제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심화로 해외교포의 대북 경각심 이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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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고향방문단 가족상봉 추진

국제회의에서의 대공산국 활동 지침,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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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5.2.9. 6.23선언에 입각한 문호개방 정책에 따라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국제회의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대공산권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하여 기존의 국제회의
에서의 대공산국 활동 지침(1978.3.6. 외무부 예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공산국 대표에 의한 한국에 대한 비방
584

국제회의 석상에서 한국을 지칭하여 비방할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함.
다만, 회의 분위기 등을 참작하여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사유를 외부부장관에게 보고함.

2.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가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동 가입을 환영하는 발언
은 하지 않음.

가입문제
토의에는 의연히 참석하나 토의 내용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며 타국 대표 등이 북한 가입 문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할 경우에는 한국의 문호개방 정책의 취지 및 남·북한 간 상호 신뢰 회복의 필요성 등을
적절히 설명함.

표결
시에는 기권함을 원칙으로 함.

3.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대만(구 자유중국)의 축출 또는 지위변경을 조건으로 할 경우 반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국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불참 또는 기권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의할 경우 침묵함.

대만과
관련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관계국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불참 또는 기권함.

4. 소련 등 공산국가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표결 시 기권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국가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찬성할 수 있음.

5. 국제회의의 한국 유치
한국에서 국제회의 개최 시 북한, 중국, 소련 등 모든 공산권 국가 대표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함.

6. 공산권 개최 국제회의 참석
한국의 참가를 보장하는 한 반대치 않으며 적극 참석함을 원칙으로 함.
한국의 국호 사용, 국기 게양 등에 각별히 유의하며 필요시 주최 측에 시정을 요구함.

공산권 여행 허가, 1985

| 85-051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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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8 / 7 / 1~137(137p)

1985년 중 공산권 여행 허가 현황임.
1.	대한무역공사(KOTRA) 한봉수 사장, 외무부 동구과장 등 4명 동독, 헝가리 및 체코 방문(서독 및 일본
방문 일정 포함, 3.3.∼17.)
대한무역공사의 특수지역 교역 확대, 동구 3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의 인적 교류 확대 및 현지 실정 파악
목적
585
융자 협력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 목적

3. 한국수출입은행 이사 박경동 헝가리 방문(4.1.∼3.)
유럽-아시아 경제 세미나 참석 목적

4. 세계보건기구(WHO) 한상태 서태평양지역 사무차장 베트남 방문(3.20.∼23.)
세계보건기구의 대베트남 협력사업 협의 목적

5.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배원식 등 3명 중국(구 중공) 방문(6.21.∼7.4.)
한의학 및 침구학 세미나 참석, 한-중국 학술 교류 증진 목적

6. 서울대학교 사범대 이기석 부교수 등 2명 중국 방문(9.22.∼23.)
캐나다 국제개발연구원 및 중국 광동성 사회경제개발연구소 공동 주관 아시아의 수출 자유지역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세미나 참석 및 심천 경제특구 현황 파악 목적

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홍숙자 회장 중국 방문(10.18.∼31.)
중국 여성단체협의회의 국제여성협의회(ICW) 대표단 초청에 따라 동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문
한-중국 간의 비정치 교류 증진을 통한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목적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성상 등 2명 유고슬라비아 방문(3.28.∼31.)

비동맹 RIS(비동맹 및 개도국을 위한 연구 및
정보기구)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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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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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주한 인도대사관이 1985.7.26. 외무부에 대해 RIS(비동맹 제국 및 개도국을 위한 연구 및
정보기구) 2차 회의가 11.6.~8. 뉴델리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한국의 참석을 요청함에 따라, 주
인도대사에게 RIS 제1차 회의 문서 및 참가 대표단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입수, 송부할 것을 지시함.
2.	주인도대사는 인도 측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외무성 유엔국장(8.13. 1차 면담)
586

- 한국에 대한 참가 요청은 RIS 사무국의 실수에 의한 것이며, 회의 명칭에 개도국이라는 용어가 포함되
어 있으나, 당초부터 비동맹 회원국만이 참석 대상임.
- 북한이 한국 초청 사실을 알고 RIS에 항의를 제기, 문제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 인도로서는 동 초청을 취소할 수도 없는 입장인바, 동 초청이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회의
성격으로 보아 개도국이면 어느 국가든 참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추진할 생각임.
RIS 사무국장(8.29.)

- 금번 한국 초청은 1983.3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7차 비동맹 정상회의 최종 문서에 의거, 초청 대상국 중
‘기타 개도국’이 77그룹 회원국을 지칭함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임.

3.	주인도대사는 1985.10.3. 외무성 유엔국장과의 면담 시 동 국장이 한국을 RIS 회의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면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동 국장은 당초 한국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RIS 사무국의 실수로 한국 측에 통보되어 외무성에서
한국의 참가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기타 개도국’
이라 함은 77그룹 중에서도 브라질,
멕시코 등 비동맹 회원국은 아니나 논란이 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한국과 태국 등은 제외된다는 관례에
따라, 부득이 한국을 초청할 수 없게 되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언급함.

당초부터
한국 초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인도 외무성 및 RIS 사무국과의 교섭을 통해 이를 추진한
것으로서, 그간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를 망라한 한·인도 관계의 증진과 앞으로의 지속적 협력과 관계 발전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인도의 입장을 양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평가됨.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1 기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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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 외상회의가 1985.9.2.~7. 앙골라 Luanda에서 개최됨에 따라 외무부는 한반도 문제
토의에 대비, 1985.1월 기본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재외공관을 통하여 비동맹 및 개최국
앙골라의 정세를 파악하는 한편, 핵심 우방 회원국의 선정과 특사 파견 등을 시행한바, 본 문건은
회의 준비 초기 과정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85.1.22.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대책: 제1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우선 추진

2.	외무부는 1985.2.2. 46개 비동맹국 주재 공관에 상기 대책을 통보하고 주재국과의 협조 관계를 강화
하고 북한의 남남 정상회의 개최 기도를 저지하는 한편, 주재국에 대한 특사 파견 필요 여부를 보고할
것을 지시함.
이에 따라, 관련 공관들은 주재국과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건의함.

3.	외무부는 1985.5.18. 과거 비동맹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기록 및 양국 간 우호관계 등을 고려하
여 18개 비동맹 회원국을 핵심 우방국 후보로 선정하고, 주재 공관에 대해 관계 인사들과 친선 관계
를 강화할 것을 지시함.
4.	외무부는 1985.8.9. 앙골라의 외상회의 최종 선언안 초안 및 그간의 교섭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비동맹국 공관에 통보함.
앙골라 초안의 한반도 조항을 삭제하거나, 한국 측 대안 추진을 통해 북한 안에 대한 컨센서스를 저지함.
이를 통해, 뉴델리 정상회의 한반도 조항을 유지하거나 한반도 조항을 삭제함.

5. 외무부는 1985.8.17. 대통령 앞 보고를 통해 비동맹 외상회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북한의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또는 남남 정상회의 등 고위 비동맹회의의 북한 유치를 최대한 저지함.
최종선언의 한반도 조항이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닌 중립적이며 공평한 것이 되도록
노력함.

기본적으로
뉴델리 정상회의 한반도 조항의 유지를 목표로 하되, 가능할 경우에는 한반도 조항의 완전 삭제를
시도함.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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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한반도 조항 채택
제2안: 한반도 문제 불토의 또는 한반도 조항 불포함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2 자료준비 : 의제 및 최종선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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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5.9월 앙골라에서 개최되는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북한 및 한반도 관련 사항에
관한 정부의 기본 입장 및 대처 방안 등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재외공관에 이를 통보하고,
비동맹 회원국 정부 및 해외공관을 접촉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이에 대한 주유엔
대표부 및 주인도대사관 등 주요 재외공관의 보고 및 협의 내용임.
1. 주유엔대표부
588

숙박, 교통 등 외상회의 준비사항, 회의 의제 초안, 비동맹 조정위에서 확정된 외상회의 의제, 주최국 앙골라가
작성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3개의 조항이 포함된 최종 선언 초안(영문) 등 보고

2. 주인도대사관
인도 외무성 유엔국장을 수시 접촉하여 외상회의 준비 관련 사항 파악 보고
회의 최종문서 초안에 포함될 한국 조항 관련 정보 보고

3. 기타
주바베이도스, 시에라리온, 인도네시아, 세네갈, 포르투갈, 스리랑카 대사관 및 주카이로총영사관 등의 비동
맹회의 관련 동향 및 관련 인사 접촉 보고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3 동향 및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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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개최가 임박함에 따라, 회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개최국의
열악한 통신 사정을 감안한 통신 방안을 마련하고, 동 회의에서 한국을 지원할 핵심 우방국인 라이베리아
대표단과 긴밀히 협조함.
외무부는 1985.9월 회의 진행 상황 파악을 위해 이정수 주중앙아대사를 앙골라와의 통신이 가능한 포르투갈에
파견, 회의에 참가한 친한 국가 대표와의 유선 통화를 통해 회의 경과를 파악토록 조치하였으며, 라이베리아
대표단에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명단과 한국 측 공동제안 문안 등 전달
589

세네갈, 카메룬, 카타르 대사 및 주바그다드총영사는 각국의 비동맹외상회의 참가대표단 등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3.	비동맹 외상회의 기간 중 주라이베리아, 주가봉 대사 및 포르투갈에 파견된 이정수 대사는 현지
라이베리아, 레바논, 필리핀, 감비아, 콜롬비아 대표 등 우방국가 대표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회의
경과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협의한바, 한국의 주요 관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한반도 문제 토의 경과 및 관련 최종 선언문 조항 내용
초안 127항에 대한 서방측 대안 제출 여부 및 제출 시기
비동맹 정상회의 북한 개최 문제
쿠바의 88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결의안 등

4. 비동맹 외상회의에서의 남북한 관련 의제의 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는 남북한을 각각 지지하는 양측 간의 타협안 채택
쿠바가 제안한 88올림픽 남북한 공동주최 지지 수정안의 폐기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를 평양에서 유치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무산되었으며, 짐바브웨에서 개최키로 결정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의 개최에 앞서 1985.8월말~9월초에 걸쳐, 주중앙아, 가봉, 인도네시아, 라이베리아, 포르투갈, 인도,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4 실무교섭단 파견

| 85-052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38 / 12 / 1~61(61p)

1.	외무부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와 북한의 각급 회의 유치 책동에 대비, 각국의 비동맹 관계 실무
책임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중남미, 아시아·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외무부 간부를 단장으로
하는 3개의 실무 교섭반을 파견하고, 주재국 인사와의 면담 등을 통한 교섭 활동을 전개함.
중남미 지역(85.5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자메이카 등 5개국

- 단장: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아시아·중동 지역(85.2월): 인도, 스리랑카, 바레인, 오만 등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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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신기복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아프리카 지역(85.3월):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자이르, 감비아 등 4개국 (자이르는 추후 제외)

- 단장: 현희강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2. 교섭반은 순방국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파악된 국별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인도: 인도는 한국 문제 관련, 공정하고 건설적인 입장을 유지할 의지가 확고하고, 앙골라 회의에서 남북한 간
균형된 문안이 채택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보임.

바레인:
한국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선두 발언에는 망설이는 입장임.
오만: 앞으로 회의에서 한국과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함.
라이베리아: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앙골라 회의에서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

스리랑카: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하여 중견 간부진은 많은 이해와 지지를 약속하였으나, 상부의 정책적 방침이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5 국별 지지교섭 1 : 아주지역

| 85-052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38 / 13 / 1~146(146p)

1.	1985.9월에 개최되는 비동맹 외상회의에 대비하여, 외무부가 1985년 초 실시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지지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내 교섭: 주한 인도대사,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시 동국 외상 및 비동맹 각국의 주한대사 등
아시아 각국에서의 교섭: 주일본대사관, 주스리랑카대사관의 몰디브 외상 및 스리랑카 외상 접촉, 주방글라
데시대사관, 주네팔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파키스탄대사관, 주인도대사관 등의 주재국 및 관련 제3국
인사 접촉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교섭: 뉴욕에서 비동맹회원 각국과 수시 접촉

(like-minded countries)들이 앙골라 회의에서 과격 좌경국 그룹의 전략에 공동대처 방안을 협의 중임을
감안, 동 국가 주재 대사들에게 주재국의 주유엔대표부가 한국 입장 지지를 위한 온건그룹의 공동입장
정립에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각국 정부에 요청할 것을 지시함.
3. 외무부는 1985.8.21. 비동맹 외상회의 참가국 주재 공관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요청하도록 훈령함.
한반도 조항의 삭제 또는 초안 127항의 한국 측 대안 채택을 위해 적극 발언
정상회의 평양 유치 및 올림픽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도 주재국이 적극 발언
초안 127항의 한국 측 대안을 제출할 예정인바, 주재국이 공동 제안국 가담은 물론, 한반도 토의와 관련 한국과
협의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5.8월 중순 유엔에서 파키스탄, 싱가포르, 네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온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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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6 국별 지지교섭 2 : 중남미지역

| 85-052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38 / 14 / 1~78(78p)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한 중남미 지역 비동맹 회원국과의 협의에
관한 내용임.
1. 중남미 지역 주요 교섭대상 국가
자메이카, 에콰도르, 수리남,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파나마, 자메이카, 수리남, 트리
니다드토바고, 페루, 볼리비아, 바하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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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섭 활동
상기 교섭대상 국가 주재 공관들은 1985.8월 중 주재국 외무성 또는 비동맹 외상회의 대표들을 접촉하고
한반도 문제 토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8월 중순 수리남,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3개국을 중남미지역 핵심 비동맹 우방국으로 선정하고
앙골라 회의에서 능동적으로 북한의 책동을 봉쇄해 주도록 중점 교섭할 것을 지시함.

외무부는
8.27. 주에콰도르대사에게 에콰도르의 비동맹 외상회의 대표인 H. Veintimila 대사가 정치위 등 각종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 한반도 조항 삭제 또는 앙골라 초안 127항에 대한 한국 측의 대안 채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
- 한국 지지를 표명한 중남미 국가들의 coordinator 역할 수임
- 비동맹 정상회의 평양 유치, 88올림픽 공동주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도 적극 반대 발언
Veintimila 대사는 8.27. 주에콰도르 대사에게 한국 입장이 모든 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외무부는 8.30.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주재국 대표단도 Veintimila 대사와 협조하여 한국 입장 지지 확보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7 국별 지지교섭 3 : 중동지역

| 85-052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38 / 15 / 1~64(64p)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한 중동 지역 비동맹 회원국과의 협의에
관한 내용임.
1. 중동 지역 주요 교섭 대상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레바논, 이집트, 튀니지, 수단, 이란, 카타르,
모리타니, 오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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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교섭대상 국가 주재 공관들은 1985.8월 중 주재국 외무성 또는 비동맹 외상회의 대표들을 접촉하고
한반도 문제 토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

- 요르단,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이 한국 입장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
- 쿠웨이트는 주최국의 유도와 대세에 따른 컨센서스에 의한 결의안 등이 채택된 비동맹 회의의 관례를
고려할 때 쿠웨이트의 입장을 명백히 말할 수 없으며, 현지 분위기를 보아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집트는 비동맹 회의에서의 중립에 기본 입장이므로 한국 지지에 나설 수는 없으나 다른 우방국들과
협조하여 한국 안이 반영되도록 상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외무부는 8월 중순 요르단, 바레인, 오만, 카타르, 수단 등 중동 지역 내 5개국을 비동맹 핵심 우방국으로 선정,
이들 국가의 대표단이 앙골라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대변하여 주도록 교섭할 것을 각
공관에 지시함.

- 이들 국가 중 바레인 및 오만이 특별히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교섭 활동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8 국별 지지교섭 4 : 아프리카지역

| 85-052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38 / 16 / 1~173(173p)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한 아프리카 지역 비동맹 회원국과의
협의에 관한 내용임.
1. 아프리카 지역 주요 교섭 대상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자이르, 감비아, 라이베리아,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코트디브아르, 차드, 기니비사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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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섭 활동
상기 교섭대상 국가 주재 공관들은 1985.8월 중 주재국 외무성 또는 비동맹 외상회의 대표들을 접촉하고
한반도 문제 토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8.1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시에라리온, 감비아, 스와질랜드, 차드 등을 아프리카 지역 내
핵심 우방국으로 선정하여, 동 국가들이 앙골라 외상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대변하여
주도록 교섭할 것을 관련 공관에 지시함.

외무부는
8.21. 가봉, 중앙아, 라이베리아, 자이르 등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조할 것을 교섭하도록 관련
공관에 지시함.

- 기초위, 정치위 등에서 끝까지 남아 지지 발언
- 한국 측 안에 대한 공동 제안국 확보
- 라이베리아가 주도하는 최저 타협안 제시 전략과 관련한 협력
- 회의 상황 보고 등
외무부는 비동맹 외상회의 개최국인 앙골라가 8.12. 자국의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공식 배포한 비동맹 외상회의
선언문 중 한반도 관련 조항의 일부 수정된 초안을 주유엔대사 및 40여 개 비동맹 주재국 공관에 송부하여
각국 대표단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코멘트를 자국의 연설문 안에 포함시키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라이베리아의
외상 및 재무상이 Doe 원수 특사로 9.15.~17. 방한하여 Doe 원수의 친서를 전두환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특별 지원금 10만 달러 및 Doe 원수에 대한 선물로 차량 10대를 지원
하기로 결정함.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9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지지교섭

| 85-052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39 / 1 / 1~64(64p)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한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비동맹 회원국의
유엔 주재 대표들과의 협의에 관한 내용임.
1. 교섭 대상국
일본, 앙골라, 싱가포르, 인도,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가봉, 자이르, 적도기니, 방글라데시, 몰디브, 파나마,
파키스탄, 가봉, 볼리비아, 세인트루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수단, 오만, 요르단, 카타르, 기니비사우,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베이도스, 수리남, 모로코, 지부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이집트, 스리랑카,

2. 교섭 활동
주유엔대사는 주유엔 싱가포르대사의 요청에 따라, 비동맹회의에서 한국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24개국의
명단을 수교함.

주유엔
말레이시아대표부 참사관은 1985.8.22. 싱가포르대사관에서 개최된 비동맹 온건그룹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한국 측에 통보함.

- 말레이시아는 앙골라의 한반도 조항 초안에 대한 토의를 제기하고, 한국이 동 초안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온건그룹이 동 초안의 수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한바, 이에 대해 싱가포르 등 수개국이
뉴델리 Formula의 수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 동 회의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네갈, 자이르, 수단, 이집트,
모로코, 콜롬비아, 자메이카 등 12개국 참석
외무부는 8.23. 주유엔대표부에 사이프러스의 정치위 의장국 피선 가능성과 관련, 사이프러스 측에 의장국으로
피선될 경우 공정한 회의 진행 등 협력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주유엔대표부는 8.29. 아세안 대사회의에서 한국의 요청으로 한반도 조항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관련한 토의를 진행한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북한이 비동맹 회원국
이므로 뉴델리 조항 이상의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한국 대표부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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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차드 등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10 각국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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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9 / 2 / 1~66(66p)

외무부는 1985.9월 관련 공관에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 참가할 각국 대표단의 명단을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다수 국가가 여름 휴가철 및 행정 지연 등으로 외상회의가
임박한 시점까지도 대표단 명단을 확정하지 못한바, 8월 말 현재 파악된 대표단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외상 또는 외상급 인사 참석 확정 또는 참석 예상 국가
596

코트디브아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가나, 자메이카(부수상 겸 외상), 피지, 스리랑카,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자이르, 이집트, 세네갈, 모로코, 인도, 말레이시아, 수리남, 라이베리아, 케냐, 적도기니, 네팔,
니제르(신임 장관 임명 시), 싱가포르(장거리 여행 및 현지의 어려움으로 미확정), 카메룬(검토 중) 등

2. 외상 이외 각료급
쿠웨이트(관방장관), 인도(국무상)

3. 외무차관
가봉, 파나마

4. 주유엔 대사
오만, 카타르, 바베이도스(예정), 방글라데시

5. 기타
레바논(주가봉 대사)

6. 8월 말 현재 미상 국가
수단, 페루, 튀니지, 네팔, 카메룬, 모리타니, 기니비사우, 사우디아라비아 등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11 결과보고 1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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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9 / 3 / 1~160(160p)

비동맹 관련국 주재 공관은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결과, 비동맹 각국의 평가, 한국 문제 관련
각국 대표의 발언 내용, 회의경과 관련 동향 등을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며, 정부는 후속조치,
회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책 등을 마련한바, 1985.9월 외무부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한반도 문제에 관한 토의 결과
한반도 조항 125항은 일부 자구 수정 후, 126항은 앙골라 초안을 무수정으로, 127항은 1983년 뉴델리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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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언의 117항으로 대체하는 등 양측 간 타협안이 채택됨.

양측에서
3개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5차에 걸쳐 토의가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으로 토고가 초안 127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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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정상회담 117항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양측이 수락함.

2. 한반도 문제 토의 결과에 관한 평가
앙골라 입국 불가능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책동을 효과적으로 견제함.
과거 비동맹회의에 비해 수적, 질적으로 다수 국가가 한국의 입장을 조직적으로 대변함.
북한은 앙골라, 쿠바, 짐바브웨 등의 적극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3. 회의 결과 공식 논평 자제
비동맹회의 최종선언의 한반도 조항의 채택과 관련, 외무부는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비동맹회의에 대한 관심 표명 자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비동맹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의 불토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논평 등을 하지 않기로 함.

4. 회의 결과 및 향후 대책
금번 외상회의는 1983년 뉴델리 정상회의와 유사한 내용의 한반도 조항이 채택되었으며, 88올림픽 공동주최와
관련한 쿠바의 수정안 폐기,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가 짐바브웨로 결정됨에 따라, 평양 유치 노력이 무산됨.

향후
비동맹 대책으로서, 북한에 의한 비동맹의 반한 선전장화를 견제하고, 지속적 남남협력과 초청 및 방문
외교로 비동맹 우방국 핵심 그룹을 형성함.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12 결과보고 2 : 최종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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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9 / 4 / 1~354(354p)

본 문건은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선언문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채택된
회의 최종 정치 및 경제 선언문 등 관련 문건을 포함함.
1.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정치선언문 전문(영어) 및 수정안
127조 한국 조항 관련 수정안 번호 20(영어), 수정안 번호 48(영어, 아랍어), 수정안 번호 52(영어, 불어),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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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영어)

유엔이
배포한 비동맹회의 결과문서

2. 북한 외상 명의 비동맹 외상회의 의장 앞 8차 비동맹 정상회의 개최 포기 통보문서(불어)
3.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경제선언문 전문(영어)

| 85-0531 |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13 결과보고 3 : 각국 외상에 대한
감사서한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39 / 5 / 1~91(91p)

외무부는 1985.12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및 40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준 39개 국가의 외상에게 외무부장관 명의 감사서한을 발송함.
1. 감사서한 발송 대상국(39개국)
아주지역(8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 부탄
미주지역(13개국): 볼리비아, 칠레, 과테말라, 파나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아프리카지역(10개국): 가봉, 니제르, 카메룬, 코모로, 케냐,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 이에 대하여 수단, 브루나이, 에콰도르, 부탄, 인도, 아르헨티나 외상 등이 답신을 보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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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토바고,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 연방,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구주지역(2개국):
터키, 포르투갈
중동지역(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바레인. 오만, 요르단, 수단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1985.9.2-7.
전14권. V.14 북한의 비동맹회의 개최 유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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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가 1984.11월 작성한 북한의 비동맹 정상회의 및 외상회의 유치 책동에 대한 대책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북한은 1982년경부터 1986년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남남협력을 위한 정상회의 및 1985년 비동맹 외상회의
등을 평양에서 개최할 의사를 간헐적으로 표명하고, 이에 대한 비동맹 각국의 의견을 파악하면서, 북한에 유치
할 가능성을 타진함.

비동맹
각국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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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동맹 회의 유치 책동은, 각국의 반응에 비추어 당분간 어떠한 고위급 동맹회의도 평양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희박하나, 가급적 조기에 비동맹 회의를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임.

한국은
북한의 책동을 저지하여야 할 입장이나, 비동맹 회원국이 아닌 점에 비추어 직접 교섭에 나서기보다,
핵심 우방국을 확보하면서 북한의 책동과 비동맹 각국의 반응을 예의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외무부는 1985.7.3. 관련 재외공관에 대해, 비동맹 조정위원회에서 북한, 리비아, 시리아가 공식적으로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표명하였고 유고,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고 알리고, 관련 동향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3.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1985.7.15. 유엔 주재 비동맹 조정국인 인도대표부 앞 공한을 통해 북한이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고, 개최지 선정 문제는 후보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4.	외무부는 1985.8.19. 비동맹 우방국 주재 공관에 대해,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86 비동맹 정상
회의의 평양 유치에 대한 컨센서스가 저지되도록 협력할 것을 주재국에 요청하도록 지시함.

비동맹 조정위원회 특별외상회의. New Delhi
(인도) 1985.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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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9 / 7 / 1~184(184p)

1. 비동맹 조정위원회 특별외상회의 개최(1985.4.18.~21. 인도 뉴델리)
개최 경위

- 1984.10월 비동맹 외상회의와 제39차 유엔 총회 시 특별 각료회의 소집 결의
의제

- 나미비아 문제
- 아프리카 경제위기 문제
나미비아 문제에 관한 보고서 채택(주요 내용)

아프리카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관한 비동맹 행동계획 및 행동위원회 보고서 채택

- 회원국에 대해 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원조확대 요청
- 동 원조와 관련, 뉴델리 초안을 기초로 하여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2. 북한 측 참가 동향 및 대응외교
북한 측은 동 회의 결의안에 한국의 팀스피릿 훈련 비난 등 한반도 내용과 경제적으로 영향 받은 국가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 제안 시도함(4.21. 기조연설에서 주장).

한국
측의 저지 노력과 금번 회의의 일반 국제정세 평가 불포함 원칙에 따라 최종문서에 북한 측 제안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3. 회담 평가
금번 각료회의는 국제정세 일반 등 다양한 주제 논의 시도가 있었으나, 원안대로 주로 나미비아 문제를 논의,
아프리카 경제문제에 관해서도 행동위원회 보고서와 행동계획만을 채택함.

이번
회의를 통해 나미비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됨.
북한은 금번 회의 계기에 한반도 조항 삽입, 정상회담 개최 제의 등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다수국의 소극적인
반응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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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비아 문제 토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소집
- 나미비아 독립 및 남아공 제재에 관한 각종 결의 이행 촉구
- 나미비아 기금에의 공여 및 SWAPO(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에 대한 지원
- 앙골라 외상회의 개최 재확인

비동맹 조정위원회. New York, 19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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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중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비동맹 조정위원회 내용임.
1. 2월 회의 주요 내용(1985.2.22.)
제39차 유엔 총회 시 개최된 비동맹외상회의 최종선언에 따른 나미비아 문제 토의를 위한 각료회의를
4.16.~4.19.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키로 합의

북한은
2.1.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어 이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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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회의 성명서 주요 내용(1985.3.6.)
최근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주민에 대한 살상행위 등 과격한 군사조치를 규탄하고 점령지 주민에 대한 불법
행위 금지를 요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아파르타이트 정책, 특히 연합민주전선 요원들에 대한 탄압 규탄

3. 11월 회의 성명서 주요 내용(1985.11.25.)
앙골라 반정부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비난하고 미국의 남아공 정부에 대한 지원을 자제할 것을 요청

국제통화·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비동맹회의,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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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간디 수상은 1984.8.22. 제7차 비동맹정상회의(1984.3월)에서 제의된 ‘개발을 위한 국제 금융재
정회의’ 개최와 관련한 전문가 그룹 구성 경위와 다음 요지의 동 그룹 보고서를 전두환 대통령에게
송부함.
현 국제금융재정제도의 결함 지적과 현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개발을 위한 국제 금융재정회의’개최 방식 및 의제 등 설명

2. 이에 대해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회신함.

3. 재무부가 외무부에 송부한 ‘개발을 위한 국제 금융재정회의’ 보고서에 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음.
통화 문제

- 세계 각국의 경제조정의 공평한 감시를 위한 IMF의 역할 강화 지지, 제4차 기본기간 중 SDR 추가배분
및 제9차 쿼터 증액 논의 개시 희망, 국별 대출한도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IMF 확대신용 제도의 점진적
폐지 반대
- 다만 SDR의 추가배분 규모, 배분방식 및 대출에 따른 조건상 완화 등 구체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유보
금융 문제

-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채권·채무국, 국제금융기구, 민간 상업은행의 공동노력 촉구
-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양허적 재원 확대에 선진국 노력 촉구
의사결정 과정

-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개도국 참여폭 감소에 우려 표명, 개도국의 투표권 확대에 동의, 다만
급격한 개선은 비현실적
통상 문제

- 보호주의 철폐를 통한 세계 자유무역주의 확립을 위한 보고서 제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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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에 경의 표명
동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

비동맹여성회의. Vigyan Bhavan(인도) 1985.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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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동맹여성장관회의 개최(1985.4.10.~11. 인도 뉴델리)
개최 경위

- 제7차 비동맹정상회의 ‘경제협력활동사업’의 일환
주요 의제

- 개발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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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여성 지위에 관한 검토 평가
- UN DECADE FOR WOMEN(1976~1985) 기간 중 농업, 식량생산, 농촌개발, 산업화, 교육, 훈련, 문화,
과학기술, 건강, 환경 및 정치적 참여 등에 있어 여성의 역할 평가
- 상기 기간 중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장애요소 분석
- 2000년대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 및 전향적인 전략 수립
- 발전과정에 있어 여성, 특히 농촌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부여를 위한 양자 및 다자적인 국제협력
- 비동맹 및 개도국의 장래 활동에 대한 후속조치 및 조정
국제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

-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문제
- 중앙아메리카 문제
- 팔레스타인 문제
- 이란·이라크 전쟁 문제

2. 북한대표단 동향 및 대응조치
외교부 부부장이 단장으로 참가했으나, 소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하고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음.

비동맹 기타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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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1.19.~21.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비동맹 청년회의(NAM Youth Conference)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최종 선언문 채택
2. 합의 사항(최종 선언문 요지)
- 강대국의 군비 경쟁, 특히 핵무기 경쟁 금지, 핵전쟁 방지를 위한 실질 조치 요청
중동 지역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공격적, 팽창적 정책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
- 중동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조속 개최 지지
- PLO가 팔레스타인의 유일 합법대표임을 재확인하고 국제회의에 참가 지지
남아프리카

- 프리토리아 정권의 반인종정책 강력 비난
- 앙골라 및 나미비아에서의 남아공 군의 즉각 철수와 주변지역에 대한 테러 협조 중단
인도양

- 인도양에서의 군사충돌 우려 표명과 인도양의 평화지역 선포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 지지
경제 문제

- 개도국의 저성장, 과도한 부채, 빈곤 등에 우려
- 선진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수지 불균형이 개도국의 무역 악화 원인
- 대개도국 ODA 공여 확대 필요
-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 시 성장과 발전을 통한 경제위기 탈출 노력 지지 및 선·개도국 간 조속한
협상 촉구
- 제7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집단자조선언(Declaration on Collective Self-Reliance)의 재확인,
조속한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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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축소

비동맹 언론관계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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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동맹 공보장관 정부 간 운영회의(1986.1.9.~13. 세네갈 다카 )
주요 의제

- 비동맹국가 정보통신 현황 평가, 비동맹국가의 신문, 라디오, TV 등 매체 간 상호협조, 언론매체의 신기술
이행현황 보고, 상호 정보교환 및 연수생 교환 등

2. 제10차 비동맹통신사 풀(Pool) 조정위원회(1985.3.4.~6. 유고 베오그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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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

- 풀 실적 개선 세미나 및 풀 재배정센터 전문가 카이로회의 등 경과 보고, 풀 내의 경제정보 교환 도입사업,
각종 국제기구 내에서의 협조 방안
최종보고서 채택

- 풀 시스템 현황 평가, 풀 지역 재배정센터 증대, 정보의 질과 수준 향상 필요성 지적, UNESCO(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와의 협력 증대, 재배정센터 전문가회의 및 비동맹 정보통신장관회의 제의, 언론인
교육훈련 강화, 차기 회의 개최지 결정(1986.2월, 쿠바 하바나) 등

3. TV위성사용료 경감에 관한 비동맹 실무자회의(1985.7.17.~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요 의제

- 지역 TV프로그램 교환시스템 평가, 위성사용료 비용점검 및 절감방안 모색
최종보고서 채택

- TV 프로그램 교환 지역별 산하 시스템 창설 및 조정위원회 구성
- 사용료 구조분석과 각국별 보조금 지급방안 검토
- 구체 경감방안: 풀제 도입, 장기계약 방안,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특혜요금 적용, 국가 및 지역 위성
시스템 사용 등

4. 비동맹 언론인회의(1985.2.25.~27. 이집트 카이로)
최종 코뮈니케 채택

- 주요 의제: 비동맹 운동 강화를 위한 언론인의 역할, 세계 정보질서, 현 세계 긴장 하에서의 비동맹
운동, 세계 초강대국의 분할과 제3세계 및 비동맹 운동에 미치는 영향
- 각국 간 협력 필요성 강조, 교육훈련 강화, 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성, 새로운 세계 정보질서
개념 이행에서의 UNESCO의 중심역할 인식 및 부흥 노력 전개
- 비동맹국들의 새로운 현대 정보통신 기술과 방법 채택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의제와는 무관하게 남북한 간에 한국 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과 평화통일 원칙을 강조하는 문안 포함

- 당초 북한은 보다 강경한 조항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성명 채택 과정에서 완화된 내용으로 수정

한국의 대비동맹 외교정책,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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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1985.9월 작성한 한국의 대비동맹 외교정책에 관한 내부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비동맹 개관
비동맹 운동의 시발

변천 과정

- 1960년대에는 동서 긴장 속에서 평화공존에 치중하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노력 경주
- 1970년대에는 신국제경제 질서하에서의 부의 재분배 요구, 대미관계 악화 등 반서방 성향 강화
- 1980년대에는 비동맹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는 경향 대두
비동맹의 국제정치적 역할

- 세계 최대의 국제정치 집단
- 제3세계의 권익 대변
- 유엔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최대의 voting bloc으로 위력 발휘

2. 비동맹에서의 한반도 문제
1970년대 비동맹회의 성격이 좌경화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태도

- 특히 북한의 1975년 가입 이후 주요 활동무대가 되어 남북한 외교 대결 양상 전개
회의 최종문서에 한반도 조항 또는 결의안에서 주한 외국군 철수, UNC(유엔군사령부) 해체, 휴전협정의 평화
협정으로의 대체, 남북한 유엔 가입 반대 등 북한 입장을 반영

최종
문서는 구속력이 없고 선언적 의미만 가지나 유엔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 비동맹 회원국의 대한국 입장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제 여론상 부담이 될 우려 존재

1985.9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북한은 자신의 일방적 입장을 반영한 한반도 조항 채택을 추진했으나,
한국의 적극적 교섭으로 북한이 제안한 조항 채택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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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다수 신생 아시아, 아프리카국들이 냉전 상황하에서 단결을 통한 자구책
추구, 특히 식민주의 경험과 빈곤을 공유한 이들 국가들이 반식민, 반서방 연대감을 형성하고 구 식민
종주국들과의 대등한 지위 확보 노력
- 1955.4월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최초 회의 개최, 1961.9월 유고 베오그라드
에서 25개국 비동맹 정상회의 개최

3. 대비동맹 중장기 정책 방향
기본 목표

- 북한의 반한책동을 저지하고 장기적으로 비동맹을 위요한 남북대결 지양
- 비동맹국들과의 실질협력 관계 강화와 친한화로 북한 책동 저지
북한의 책동에 대한 대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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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맹을 이용한 북한의 반한 책동에는 계속 강력 대처
- 북한의 고위 비동맹회의 평양 유치 최대한 저지
- 비동맹을 이용한 북한의 대외협력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의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 표방,
의연하게 대처
대비동맹 교섭 전략

- 비동맹 회원 각국과의 쌍무적 실질협력 관계 증진을 통해 비동맹 내 친한 세력 강화
- 핵심 비동맹 우방국을 확보, 이들이 한국의 입장을 대변
비동맹 핵심 우방국 확보

- 지역별 핵심 비동맹 우방국 확보, 중기 계획으로 집중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비동맹 및 여타 국제무대
에서 한국의 이익을 대변

북한의 남남협력 정상회의 유치동향,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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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39 / 14 / 1~137(137p)

1. 북한은 남·남협력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1982~84년간 다음과 같은 외교 노력을 전개함.
하바나 조정위 각료회의(1982.5월) 시 허담 외교부장이 제의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1983.3월) 시 박성철 부주석이 재차 제의
김충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1984.4월 인도 외무성 접촉 지지 요청

-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 채택 메시지 중 경제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정상급 남남협력 회의 개최 제의

2.	북한은 1984.10월 뉴욕에서 개최된 비동맹 정상회의 시 남·남협력 정상회의의 북한 개최 문제를 정식
북한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코뮈니케(요지)

- 1985년 8월 또는 9월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 동 회담에서 식량농업, 보건, 건설, 자원개발 등 남남협력 방안 논의
- 동 회담에 비동맹 및 개도국을 초청
-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필요시 1985년 상반기 각료회의 또는 전문가회의 개최
- 북한의 정상회담 개최를 호의적으로 고려

3. 북한의 남·남협력 정상회의 제기 불발
뉴욕 비동맹 정상회의 시 각국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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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함.

일본의 방위문제, 1985

| 85-054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39 / 15 / 1~89(89p)

1. 일본의 신방위 정비계획 확정
일본 각의는 1985.9.18. 총 18조4천억 엔 규모의 신방위 정비계획(1986~1990년)을 확정함.

- Sea lane 방위 등 자위대의 해·공 방위능력 강화에 중점
일본 정부는 동 계획이 평화헌법하에 전수방위 고수와 비핵3원칙 등 문민통치 견지라는 기존 방위정책의 변
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 미·일 안전보장 체제하에서 근린 제국에 군사적 위협을 주지 않도록 시행
610

금번 정비계획은 방위비의 GNP 1% 한도를 초과, 사실상 동 한도가 유명무실화됨.

2. 한국 정부 입장
외무부

- 일본 방위예산의 GNP 1% 한도 초과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 국내 문제이나, 일본의 방위력 증강 문제는
주변국의 큰 관심사항임.
-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일본 헌법 및 자위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함.
국방부

-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행하는 사태 가능성을 우려함.
- 장기적으로 한국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두될 수 있음을 인식함.
안기부

- 전반적으로 외무부 의견에 동의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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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5-40 / 1 / 1~276(276p)

1. 1985.2.1.~4월 중순 실시된 팀스피릿 85 작전훈련 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음.
참가자

- 한국군, 주한미군,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부대 및 미 본토 증원부대 군인 등 약 20만 명
훈련 목적

- 해외 증원군의 수용, 집결, 운용 및 철수를 포함한 합동작전 훈련을 통해 한국군과 미군 지원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배양
북한 측 참관 초청

2.	한미 연합군사령부 대변인은 1985.1.4. 금번 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언급함.
3.	북한 측은 1985.1.7.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훈련은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부터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종합적인 예비 전쟁, 핵시험 전쟁이라고 비난
- 아울러 북한은 북한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북한군에게 고도의 혁명적 경각심을 견지할 것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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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85.1.4. 북한 측의 오해를 막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팀스피릿 85 훈련 사실과 북한 측의
참관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명의로 북한 측에 전달

Luns Joseph 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방한, 19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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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40 / 2 / 1~164(164p)

Joseph Luns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1985.3.1.~6. 방한함.
1. 초청 목적
네덜란드 외상(20년)과 NATO 사무총장(14년)을 역임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한 유력인사로서
유럽 지역 내의 친한인사 저변 확대와 대한국 인식 제고에 기여

612

2. 주요 일정
대통령, 외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국방부장관 예방
유럽 안보정세 강연회, 판문점 및 산업 시찰

3. 외무부장관 예방(1985.3.2.) 시 주요 면담 내용
이원경 장관

- NATO 사무총장으로 재직 시 유럽 및 세계 자유수호에 기여한 공로 치하
- 한국과 중국(구 중공)은 아직 미수교국이나 국제회의 상호 참가,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 분야에서 관계
진전이 있음을 설명
- 한·중 양국 간 관계 개선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며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기본정책은 불변임을
설명
런스 전 사무총장

- 한국은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신흥 공업국이며, 한국과 네덜란드는 전통 우방국임을 언급
- 중국(구 중공)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눈부신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국을 중시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주변 정세의 변화, 중국의 현실적인 변화와 동떨어져 독자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10주년 기념회의,
Helsinki, 1985.7.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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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5-40 / 3 / 1~165(165p)

1985.7.30.~8.1. 헬싱키에서 개최된 구주안보협력회의 10주년 기념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개최 배경
1975.8.1. 유럽 33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이 유럽 안보 및 세계평화의 구축을 위한 최종 의정서(
‘헬싱키선언’)
를 채택한 이후 10주년 기념

2. 기념회의 최종 의정서 요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안전보장과 국가관계의 원칙’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에서의 자유협력, 인간·시설·조직의 보다 자유스러운 이동과 접촉 원활화,
정보교류의 자유화 등‘인도주의 및 타 분야에서의 자유협력’

3. 동 기념행사에서 각국 외상들의 발언 요지
서방측

- 인권 문제를 부각, 소련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인권 문제를 제외하고 안보협력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공산권

- 인도적 협력은 각국 주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며 서방측의 인권문제 제기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박
- 긴장완화와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중거리 핵 미사일 유럽 배치와 전략방위계획(SDI) 중지 주장
등 군축문제를 우선시 입장 견지

4. 향후 전망
양측 간 의견 차이로 미·소 정상회의(1985.11월), 제3차 구주안보협력회의(1986.11월)에서도 의견 접근이 난망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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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평등과 존중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 억제

뉴질란드의 미국 핵군함 기항 거부에 따른 ANZUS
동맹체제 균열,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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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안보과

MF번호

2015-40 / 4 / 1~208(208p)

1.	1985.2.4. 뉴질랜드 정부는 1985.3월 ANZUS(호주·뉴질랜드·미국에의한태평양공동방위체) 방위동맹
군사훈련 종료 후, 미 군함의 뉴질랜드 기항을 핵추진 또는 핵적선 선박의 자국 입항 금지 정책에 따라
불허할 것임을 공식 표명함.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유감을 표명하고 동 선박의 핵무기 적재 여부는 밝히기를 거부함.
미국 국무부은 1985.2.5. 뉴질랜드 정부의 미 군함 기항 거부에 따라 1985.3월 실시 예정인 합동 해군훈련이
취소되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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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는 1984.7월 집권 선거 공약에 따라 미국 핵군함의 기항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미
국 정부는 3국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ANZUS 동맹협력 체제 자체를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함.
각국 입장

- 미국: 군함의 자유로운 교환이 효과적인 군사동맹체제 유지의 근간이라고 주장하고, 다각적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입항 거부에도 불구하고 ANZUS 동맹의 존속을 희망하였으며, 호주는
뉴측 반대 입장 완화를 촉구
평가

- 뉴질랜드의 선거공약 준수 입장 견지로 미·뉴 간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3국 공히 동맹의 존속과 긴밀 협력체제 유지를 희망하므로 1985.7월 ANZUS 외상회담까지는
타협점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

3. 뉴질랜드 정부는 1985.12월 반핵법안인 ‘뉴질랜드 비핵지대 및 군축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핵무기 적재 또는 추진 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입항 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1986.6~7월경 최종 입법을 추진할
예정

미국은
동 법안 입법 시 미·뉴 간 ANZUS 동맹관계가 종결될 것임을 거듭 경고

북한의 우리어선 제2계영호 피납관련 대책,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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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5-40 / 10 / 1~57(57p)

1. 북한의 어선 납치사건(1985.10.7. 수산청 발표)
1985.10.6. 오후 8시경 백령도 서방 공해 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선적 제2계영호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치됨.

한국
정부당국자 발언 요지

2. 북한의 피랍어선과 선원 송환
북한은 1985.10.12. 피랍된 제2계영호 선원을 조속 송환하겠다는 내용을 남북 직통전화로 통지함.

- 선원 12명의 제반 인적사항을 판문점 연락대표부를 통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
피랍 어선과 선원 전원이 1985.10.19. 북한 남포항을 출발, 인천항으로 귀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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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북한이 공해 상에서 평화롭게 조업 중인 비무장 어선을 강제 납북해 간 비인도적 만행
-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시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저지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추락시
키기 위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흉계
- 이 같은 비인도적 만행을 즉각 중지하고 우리 어선과 어부를 인도적 견지에서 조속 송환되도록 강력
촉구

정호용 육군참모총장 케냐 방문, 1985.7.15-17

| 85-054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5-40 / 11 / 1~116(116p)

정호용 육군 참모총장이 1985.7.15.~17. 케냐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중동, 아프리카 등 7개국 해외순방 계획의 일환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나이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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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사전 준비 사항
일정 주선 등 주재국과의 외교 교섭 (당초 5월 방문 계획이 7월로 순연)
방문 자료 준비 (주재국 개황 및 정세, 군사 현황, 한국과의 현안 문제, 주요 예방 인사, 일정 계획 건의 등)

3. 주요 일정
케냐 육군사령관 면담 및 합참의장 예방, 공식 만찬
육군부대 방문
한인회와의 간담회
고아원 방문 기증식 (부인 별도 일정)

버마 경찰간부단 방한, 1985.4.12-18

| 85-054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40 / 12 / 1~135(135p)

1. 미얀마(구 버마) 경찰 간부단이 1985.4.12.~18. 방한함.
방한단 구성: 우 폰 민트(U Phone Myint) 미얀마 내무·종교성 병참감 외 4명
주요 일정

- 내무부장관, 총무처장관, 외무부장·차관 예방
- 치안본부 전산소, 경찰대학 등 방문
- 판문점 및 제3땅굴 시찰 등

이상옥 차관 언급 요지

- 1983.10월말 랑군사건과 관련하여 랑군 방문 사실 언급
- 외무부장관이 1985.7월중 동·서남아 5개국 순방 시 미얀마 방문 예정임을 통보
- 양국 경찰 간 인사 교류가 상호 경험을 공유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
우 폰 민트 병참감 언급 요지

- 서울은 휴전선에서 가깝고 북한의 포탄 사정거리에 있으나, 매우 평화로운 인상을 받음.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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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차관 면담 요지(1985.4.15.)

파라과이 군사·안보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1-85

| 85-0549 |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40 / 13 / 1~111(111p)

1. 요한센(G.A. Johannsen) 육군사관학교장 방한(1981.10월)
한국 국군의 날 외빈행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초청

2. 로드리게스(A. Rodriquez) 1군단장 방한(1983.10.12.~15.)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 예방, 판문점 및 땅굴 견학, 군부대 및 산업시설 시찰
육군 참모총장 예방 시 주요 언급 내용
618

- 파라과이는 한국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함께할 것이며,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
-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군사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

3. 마르티네즈(G.G. Martinez) 국방장관 방한 계획(1984)
한국 국군의 날 행사 참석 초청

- 파라과이 측의 업무사정상 방한 불가 입장 표명으로 방한 계획 취소

4. 베리야(T. Velilla) 육군 의무감 및 아로요(H.D. Araujo) 사회보장청장 방한(1985.10.17.~19.)
5. 클레비쉬(G. Clebsch) 대통령실 군무실장 및 페티(G. Petit) 해군 참모차장 방한(1985.5.21.~24.)

Noriega, Manuel A. 파나마 군 총사령관 방한,
1985.7.7-12

| 85-0550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40 / 14 / 1~128(128p)

파나마의 노리에가(M. A. Noriega) 군 총사령관이 1985.7.7.~12. 방한함.
1. 방한 경위
한국 합참의장의 초청에 의해 방한

2. 주요 방한 일정
국방부장관 예방(7.9.) 및 서훈 수여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7.12.)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62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발전
- 금번 방한이 양국 간 공동이익 개발을 위한 계기, 한국의 안보상황 이해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
판문점 및 제3땅굴 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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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측: 양국 간 긴밀한 유대관계 재확인, 한국의 발전상 인지, 평화통일 노력 실현 희망
- 한국 측: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지지에 사의, 국가 발전에서의 군의 역할, 양국 간 군사·안보협력
강화 희망

싱가포르 방공무기 시찰단 방한, 1985.4.30-5.5

| 85-055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40 / 15 / 1~85(85p)

1. 싱가포르 방공무기 시찰단이 1985.4.30.~5.5. 방한함.
방문단 구성: 탄제멍(Tan Jer Meng) 방공포병사령관 외 5명
주요 일정

- 방공포병사령관 예방, 방공포병학교 및 군부대 견학, 한국 관련 기업 시설 견학
싱측 주요 관심표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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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창 정비 지원
- 호크 모의탄 구매의사 표명
- 사격훈련 지원
- 호크 기술요원 위탁교육 등

2.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5.4.30. Desker 싱가포르 외무성 정무 제2국장과 면담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국 측

- 대통령 방미 성과 설명, 한·중국(구 중공) 관계 및 남북대화 현황 설명, 외무부장관 동남아·서남아
방문 계획 설명, 리콴유 중국 수상 방한 가능성 타진, 88올림픽 준비상황 설명
싱측

-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참석 소감 언급, 주한 상주공관 설치 관련 입장 설명, D. Nair 전 대통령 후임
선출 문제 등 설명

미국·소련 군축협상, 1984

| 85-055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안보과/동구과

MF번호

2015-40 / 16 / 1~100(100p)

1. 소련의 대NATO 화학무기 사용금지 제안(1984.1.10.)
유럽 대륙에서의 화학무기 사용금지 제안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NATO·바르샤바 조약국 간 대사회의 개최
촉구
미국의 화학 전력 강화 노력을 저지하여 기존 대미 화학전력 우위 지속 목적

- 소련의 최근 모든 군축협상 거부와 관련한 서방 국민의 대소 비난 여론 무마와 서방에 대한 평화공세
전개를 통해 서구 내의 반핵 여론을 자극, 반핵 시위 격화를 촉진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미국은 제네바 군축회의에 화학무기 금지협정 초안 제출

- 화학무기의 사용, 생산, 소유, 비축 및 수출의 금지, 기존 비축분과 생산시설의 파괴, 이행 여부에 관한
검증 등이 골자
- 미국은 제안 연설에서 소련이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호소

3. 소련의 SS-20 미사일 아주지역 배치
소련은 1979년부터 우랄산맥 이동에 미사일 배치를 시작으로 1984.4월 현재 총 135기 배치

- 3개 신규 기지 건설 중이며, 동 기지 완공 시 총 153기로 증가 예정
소련은 동 미사일 배치로 아주지역에서 대미 군사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체제
구축 및 미·일·중 간 전략적 제휴 견제와 동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보호 신뢰도 감소 목적

4. 소련의 화학무기 생산 중단 결정(1984.6.23. 고르바초프 연설)
화학무기 생산 공장 조업 중단, 기존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재고량을 파괴하기 위한 시설 건설 중
이번 연설은 군축·평화 공세의 일환으로서 최근 소련 측의 화학무기 열세를 만회하고 미국의 추가 화학무기
생산을 최대한 저지해 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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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화학무기 금지협정 제의(1984.4.18.)

| 85-0553 |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5.8.27-9.21. 전3권. V.1
1983-84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40 / 17 / 1~108(108p)

1.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제3차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1984.4.2.~6. 제네바)
주요 결정 사항

- 준비위 사무국 구성
- 제2차 및 제3차 준비위 시기 및 장소 결정 (2차: 10.1.~12. 3차: 1985.4.22.~5.3. 제네바)
- NPT 비회원국 및 NGO의 준비위 참석 문제는 차기 준비위에서 결정
제3차 NPT 평가회의 관련 결정
622

- 시기 및 장소: 1985.9.2.부터 약 4주간, 제네바
- 회의 자료는 유엔 사무총장, 군축회의, IAEA 사무총장, 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기구들이 작성 제출

2. 핵무기 비확산조약 제3차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1984.10.1.~11. 제네바)
주요 회의 결과

- 비회원국 및 NGO 참석 문제: 준비위 제3차 회의 시 결정
- 평가회의 의제: 제2차 평가회의 의제를 제3차 회의 잠정의제로 권고
- 문서 작성: 군축회의 사무국이 핵실험 금지협상 현황 등 보고서를 작성, 차기 회의 개최 전 제출
- 재정 문제: 준비위를 포함한 제3차 평가회의 개최 소요 예산은 차기 준비위에서 심의

| 85-0554 |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5.8.27-9.21. 전3권. V.2
1985.1~6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40 / 18 / 1~305(305p)

1. 핵무기 비확산조약 제3차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1985.4.22.~5.1. 제네바) 주요 결과
제3차 평가회의 관련 협의

- 기간 및 장소: 1985.8.27.부터 4주간, 제네바
- 회의 문서: 유엔 사무국 등이 제출한 문서 검토, 평가회의 최소 1개월 전 사전 배포
- 의제: 제2차 평가회의 의제를 수정, 보완 제3차 회의 잠정 의제로 권고
- 최종 문서: 실질 내용을 금번 준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 평가회의 개최 전까지 국가 간 또는
그룹 간 협의를 거쳐 구체화

2.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 평가
제3차 평가회의 최종 문서를 제외한 제반 절차 확정
미국과 소련 등 다수국이 NPT 당사국 간 협조 정신 및 컨센서스에 의한 최종문서 채택의 중요성 강조
차기 평가회의 시 NPT조약 비당사국 및 옵서버 참석은 가능하나 발언권은 제한
안보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한·미 간 및 한국의 대중립·비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 신중하고 다
각적인 대책 수립 필요

한국의
안보와 직접 관련된 문제 제기 및 북한의 옵서버 참가 가능성에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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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555 |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5.8.27-9.21. 전3권. V.3
1985.7~12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41 / 1 / 1~391(391p)

1. 핵무기 비확산조약 제3차 평가회의(1985.8.27.~9.20. 제네바)
의제

- 핵무기 비확산, 핵 군축, 핵무기 비보유국의 안전보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
훈령(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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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핵무기 비확산 협력 의지 적극 표명
-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적극적 안전보장 체제의 유지
- 비핵지대, 핵무기 비보유국 내 핵무기 철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안보 이익 반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국제협력 및 경제성 고려 강조

2. 핵무기 비확산조약 제3차 평가회의 보고서
한국 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기조연설(9.2.), 각종 토의에 적극 참가하고 핵군축 및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한국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집
평가

- 최종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성공적 회의 종료
- 핵 군축이 제2차 평가회의 이후 오히려 후퇴하여 비동맹 중립국의 불만 고조,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에서
장차 조약 체계 전반을 붕괴시키는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을 전망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기술·안전조치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 방안 심도 있는 논의
전망

- NPT조약은 향후 핵확산 방지체제의 중추적 기능 계속 수행
- 인도, 남아공 등 핵무기 제조기술 잠재 보유국의 NPT 가입 전망은 제반 사정상 향후에도 불투명
- 현 조약의 핵무기 제조, 저장의 포괄적 감시 체제 미규정 등 조약 체계의 주요 문제점 상존
- 조약상 결함 제거 방안으로 IAEA의 안전조치 확대·강화, 핵폐기물 재처리에 관한 국제적 관리제도
설립, 플루토늄의 핵연료 사용 금지,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차별 제거 등 논의 추진

핵 군축 관련 6개국 정상회담. New Delhi,
1985.1.28

| 85-055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남아과/안보과

MF번호

2015-41 / 2 / 1~42(42p)

1. 핵 군축 관련 6개국 정상회담이 1985.1.28. 뉴델리에서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가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탄자니아, 인도, 스웨덴, 그리스
뉴델리 선언 채택 (주요 내용)

- 미·소 간 군축회담 재개 환영
- 핵무기 실험, 생산 및 배치 중지 촉구
- 모든 우주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배치 및 사용 금지 촉구
- 금번 선언에 대한 전 세계 인민, 의회 및 정부의 강력한 지지 촉구

- 참석 정상은 향후 핵보유국 지도자들과 개별 접촉
- 후속조치 협의를 위해 정부지도자 회의(1985.1.31. 아테네) 개최
- 유엔 주재 6개국 대표 공동으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선언문 전달

2.	주한 인도대사는 1985.2.23.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시 상기 뉴델리 선언문에 대한 한국 입장을
문의한바, 한 차관보는 3.21. 다음과 같이 구두 통보함.
선언문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고 핵무기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 재천명

- 한국은 NPT 가입국으로서 동 조약에 따라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으며, 향후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
- 군축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는 전략핵 및 중거리 핵 감축에 관한 미·소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전되어
핵 공포로부터 해방되기를 기원
- 향후 군축협상과 관련, 중거리 핵무기 협상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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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상은 자국의 비핵지대 설치 동향과 입장 발표
후속조치

프랑스의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에 관한 한국의
입장, 1984

| 85-055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41 / 3 / 1~13(13p)

1. 프랑스의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에 관한 한국 입장(1984년)
한국은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당사국(1963.8월 서명, 1964.7월 비준)으로서 동
조약의 규정에 반하는 핵무기 실험 반대
 조약 기본정신에 따라 모든 핵실험의 영구적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
동

2. 1984.5.18. 칠레 정부의 문의에 대해 주칠레대사는 6.5. 한국의 입장을 주재국 외교부에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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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로케트 발사 계획, 1985

| 85-055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41 / 4 / 1~18(18p)

1. 북경발 AP통신은 1985.9.21. 중국(구 중공)의 신형 로켓 발사 계획을 보도함.
중국은 외국 정부에 대하여 안전을 위해 동 로켓의 목표 중심부(북위 28도 13분, 동경 123도 53분)로부터
반경 40마일 지역에 외국 선박과 항공기 출입 금지 요청

- 기간: 9.28.~10.18. 현지 시간 10:00~17:00

2. 주홍콩총영사의 관련 동향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정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될 것으로 추측됨.

과거와는
달리 이번 대만(구 자유중국) 및 오키나와 근접 해역에서 발사 실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북중국해에는 안보 위협 요소 상존
- 1국 2체제에 대한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 여의치 못하면 무력을 통한 해결도 불사한다는
시위 표시
- 오키나와 근해에서의 발사 훈련은 일본에 대한 경고 의미도 포함

3. 주홍콩총영사는 중국이 10.15.자로 로켓 발사 실험 종료를 발표했다고 10.16.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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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0.5월 및 1982.10월 2차례 로켓 발사 실험을 함.
서방 군사전문가는 이번 실험 로켓은 중국이 대륙간 유도탄임을 암시했으나, 사실상은 순항 유도탄으로 함

미국·소련 우주무기제한 회담, 1984

| 85-0559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5-41 / 5 / 1~98(98p)

1. 1984년 중 미국·소련 양국 간 우주무기 제한회담 논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소련은 6.29. 위성요격무기(ASAT) 등 우주무기 제한협상 개최를 제의함.
이에 대해, 미국은 ASAT뿐 아니라 중단된 핵군축 협상 재개 문제도 협의하자고 역제의하였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함.

2. 소련의 상기 제의와 관련한 외무부의 분석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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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제의는 동 분야에서 대미 우위가 상실되기 전에 협상 체제를 수립하려는 의도
미국은 1984.11월 대선 직전 미·소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포괄적 논의 도모
핵군축 협상 재개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와 ASAT 무기체제에서의 균형 유지 등으로 조속한 시기에 협상
개최는 난망시됨.

3. 우주무기 제한 회담과 관련한 주요 외신들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소련과 ASAT 및 군축회담 개최 가능성을 계속 타진 전망
소련은 레이건의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우려, 11월 선거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
미 행정부 내부에서의 이견(국무부은 대소 협상 희망, 국방부은 미국의 우주무기 실험계획을 저해할 어떤
제의도 반대)이 존재, 회담 개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한·나이지리아 군사협력, 1985

| 85-056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5-41 / 6 / 1~156(156p)

1.	주나이지리아대사는 주재국 이디아그본(T. Idiagbon) 총참모장이 1985.7~9월 북한을 포함 동구 및
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관계 부처는 이와 관련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함.
Idiagbon 총참모장의 방북 저지를 위해 동인의 방한 초청과 한·나이지리아 간 군사협력 제의 검토

- 나이지리아 측에 군사원조 제공 가능성 검토
Idiagbon 총참모장 방한 초청 추진

2. 정호용 육군참모총장은 1985.7.17.~19. 나이지리아를 방문함.
주요 일정

- 국방장관, 총참모장 예방, 3군 총장 방문
주나이지리아대사는 방문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군 지도층과의 우의 증대 기회
- 양국 간 군사협력에 관한 한국의 적극적 자세 시현
- Idiagbon 총참모장의 방북 효과 제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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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명의 방한 초청
- 동인의 방북 효과 심리적 제어 목적
- 한·나이지리아 간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도모
- 1985.7월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는 정호용 육군참모총장이 나이지리아 측에 초청장 수교

아프리카 제국 군사 및 경호협력, 1984

| 85-056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41 / 7 / 1~57(57p)

1. 1984년 중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군사 및 경호 협력을 요청함.
나이지리아는 태권도 교관 및 경호요원 파견 요청
시에라리온은 한국군 특수훈련과정 연수 요청

2.	외무부는 1984.7.11. 대통령 보고를 통해 아프리카 제국의 군사 및 경호협력 요청 내용과 대책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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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협력 요청 내용

- 가봉: 특전훈련관 파견, 경호요원 훈련담당
- 나이지리아: 방산 분야 협력, 경호요원 파견 및 유무선 감청 기술협력
-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자이르: 가봉, 나이지리아 등과 유사한 내용의 요청
문제점

- 단기적으로는 외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나, 민감 분야 협력이 막대한 재정만 지고 외교적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 상존
- 남북대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북한 카드로 이용될 가능성과 대외적으로 남북 간 군사원조
경쟁 인상을 줄 우려
- 서방 강대국의 경계와 비판의 대상이 될 우려
대책

- 대개 도국 군사 및 경호협력 제공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용히 추진
- 군사요원 교류도 파견보다는 상대국의 필수요원 접수 교육 실시
- 분쟁 당사국에는 살상용 무기 수출 금지
- 관련 교섭은 외교 경로를 이용

CSIS 주관 동북아 문제 한·미국 학술회의,
제2차. 서울, 1985.6.30-7.2

| 85-056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5-41 / 8 / 1~328(328p)

1. 제2차 동북아 문제 한·미 학술회의(1985.6.30.~7.2. 서울)
개요

회의는 3개 세션별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 안보: 동북아의 안보와 전략적 균형
- 경제: 미국과 동북아 간의 경제 협력(교역, 투자, 기술이전)
- 정치: 미국과 동북아의 정치 현황

2.	셔먼(W. Sherman)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1985.7.2. 외무부 장·차관을 예방한바,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 언급 내용

- TWA 납치인질의 무사 석방을 환영하고, 한국도 공항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 중임을 설명
- 미·일 간의 무역 분쟁이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
- 미 문화원 학생 농성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안도감 표시
- 1985.9월경 양국 간 외무장관 회담 개최 기대
미국 측 언급 내용

- 테러 행위는 전 인류의 공동대처 하에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 설명
- 금번 회의가 특히 양국 간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는 계기로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내 불공정 무역 시정 요구 분위기를 설명
- 일본의 무역자유화계획이 미국에 만족할 수준이 될지 의문 표시
- 미 문화원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의연한 대처 평가
- 양국 외무장관 회담 개최 노력 약속

3. 본 문건에는 학술회의 주제발표 원고 및 주요 인사 축사 등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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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위: 한미 양국의 정계, 학계 및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안보에 관한 회의 개최 합의에
따라 제1차 워싱턴 회의(1984.4월) 후 후속회의 성격
- 주관: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 국회(민정당) 공동 주관
- 참석자: 한국 측 국회의원, 행정부, 학계, 실업계, 연구소 등 약 40인, 미측 의회 상하원, 행정부, CSIS
대표, 실업계 약 30인
- 주요 일정: 총리 축사, 외무장관 연설, 본회의, 산업시찰 등
- 동 회의에 참석한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외무부 장·차관 예방

각국의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요청,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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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1985년 중 각국의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 요청 및 동 관련 조치 내용임.
1.	파키스탄 및 필리핀 정부는 주한 대사관의 1985.3.7. 및 4.2.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제40차 유엔
총회에서 실시 예정인 ECOSOC(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하였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함.
외무부는 한국과 동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고려, 우리가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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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주파키스탄, 주필리핀 및 주유엔 대사에게 알림.

2.	주리비아대사는 1985.4.16. 리비아 외무성이 공한을 통해 유엔 총회 부의장 등 6건의 입후보 결정을
알리고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해 왔다고 보고한바, 외무부는 4.18.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 아니므로
투표에는 참가할 수 없으나 동 입후보를 환영, 지지한다는 뜻을 주재국 측에 설명하도록 주리비아
대사에게 훈령함.
3.	주한 태국대사관은 1985.4.30. 외무부에 동국이 7월 개최되는 유엔 여성 10년 평가를 위한 회의
(World Conference) 아시아지역 부의장국에 입후보하였음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입후보를 지지한다고 5.7. 주한 태국대사관에 회신함.
4.	주프랑스대사는 1985.6.25. 주UNESCO 파나마대표부가 동국의 유엔 ECOSOC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왔다고 보고한바, 외무부는 한국이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동 입후보를 지지할 것이
라는 내용으로 회신토록 7.15. 주프랑스대사에게 훈령함.
5.	주리비아대사는 1985.9.13. 주재국 외무성이 유엔 외기권 특별위원회 위원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하면서 한국이 유엔 비회원국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정신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겠다고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를 승인함.

국제기구 상주대표 및 이사 임명,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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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상주대표
상주대표 임명

- 외무부는 FAO 상주대표 등록 시 외무부장관 명의 공한이 필요하다는 주이탈리아대사 보고에 따라
1985.5.13. 이남기 신임 주이탈리아대사를 FAO 상주대표로 임명하고 외무부장관 명의 상주대표 신임
장을 5.17.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송부
FAO 상주대표 유치 문제

2.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상주대표
IFAD 총재는 1985.4.10.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모든 회원국은 총회 대표 및 교체대표를 임명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한국이 전임 주이탈리아대사 이임 후 아직 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동 대표 및
교체대표를 조속 임명, 통보하고 신임장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IFAD 대표 임명절차를 보고하도록 주이탈리아대사에게 훈령하였으며 주이탈리아대사는 동 대표를
외무부장관 명의 신임장에 의해 임명토록 되어 있음을 5.14. 보고하고 주이탈리아대사 및 농무관을 대표 및
교체대표로 임명 건의함.

외무부는
8.7. 이남기 주이탈리아대사 및 농무관을 IFAD 상주대표 및 교체대표로 임명하고 8.9.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신임장을 송부함.

3.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인간거주센터(HABITAT) 상임대표
최동진 신임 주케냐대사는 1985.9.19. UNEP 및 HABITAT 상임대표 임명 및 외무부장관 명의 신임장 송부를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10.18. 동 대사를 UNEP 및 HABITAT 상임대표로 임명하고 신임장을 작성함.

4.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 및 교체이사
한국이 1985.9.23.∼27. IAEA 총회에서 85∼87 임기 이사국으로 피선됨에 따라 외무부는 9.28. 박시열 원자력
위원회 상임위원을 이사로(과학기술처 추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관 등 3인을 교체이사로 임명하고
외무부장관 명의 신임장을 10.4.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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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태국대사는 중국(구 중공) 주재 FAO 상주대표와 면담 후 FAO 상주대표 또는 겸임대표 유치를 9.27.
외무부에 건의
- 외무부는 주이탈리아대사와 협의 후 한국의 FAO 관련사업 비중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상주대표 유치
의 유용성이 적다는 의견을 11.8. 주태국대사에게 회신

ESCAP 사무국 직원 진출,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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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태국대사는 1982.7∼9월 ESCAP(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진출에 관한 외무부
훈령에 따라 다음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7.1. 현재 ESCAP 사무국 근무 한국인 직원(6명) 현황 및 ESCAP 사무국 직원 채용 방법
한국인의 사무국 진출 관련, 주태국대사가 8.7. ESCAP 사무총장과 가진 면담 내용

- 사무총장은 한국인 직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훌륭한 유자격자를 추천
하면 최선의 협조를 하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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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 사무국 정규직원의 각국별 인원 현황, 회원국의 기여금 비율, 유엔 직원의 직급별 보수 내용 등

2.	외무부는 1982.9월 ‘ESCAP 사무국 아국직원 증원문제’ 자료를 작성한바, 동 자료 중 향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ESCAP 사무국에 한국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점을 ESCAP 측에 통고하고 공석 발생 시 한국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학력,
경력 및 어학능력을 구비한 적격자를 선정, 리스트를 작성하여 ESCAP 사무국에 송부

3.	외무부는 1982.10월 학력, 경력, 어학능력을 구비하고 국제기구 등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추천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요청함.
재무부 및 동력자원부에서 상기 적격자 각 1명 추천

4. 1985년 중 ESCAP 사무국 진출 문제 관련 다음과 같은 조치가 진행됨.
김모임 전 국회의원이 ESCAP 사무국 내 여성개발 분야 진출을 희망함에 따라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분야 공석 유무, 채용 절차, 대우 등을 파악하고 외무부 관계관이 1985.8.5. ESCAP 사무차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함.

- 사무차장은 한국 정부가 추천 서한을 보낼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채용 여부는 유엔 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채용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언질을 줄 수는 없다고 말함.
주태국대사는 9월 ESCAP 무역국장 직위 공고 내용을 보고하는 한편 인구정책 관련 직위 등의 모집 공고서를
송부하였으며 외무부는 유관 부처와 연구소, 대학 등에 적격 후보자 추천을 요청함.

UN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8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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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엔대사는 1986년도 유엔 개발활동 21개 분야 기여금 서약회의와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관
(UNRWA) 기여금 서약회의가 1985.11.14. 및 11.11. 유엔본부에서 각각 개최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주제네바대사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측이 UNHCR 기여금 서약회의(1985.11.15. 유엔본부)에서의
한국의 기여금 서약을 요청해 왔다고 11.2. 보고함.
2.	외무부는 1985.11.5. 상기 회의에서 서약할 한국의 기여금을 확정하고 국회 동의 조건으로 동 액수를
같이 서약함.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구호기금(UNICEF):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유엔인간거주센터(UNCHS):
유엔과학기술개발기금(UNFSSTD):
유엔여성개발기금(UNDFW):

852,667달러
137,200달러
38,267달러
18,500달러
30,000달러
1,867달러

유엔자원봉사단(UNV):
유엔훈련연구원(UNITAR):

9,333달러

유엔마약남용통제기구(UNFDAC):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2,000달러

9,333달러
9,333달러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관(UNRWA): 4,667달러
		

계: 1,113,167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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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하도록 유엔대표부에 훈령하였으며, 유엔대표부는 3차례의 서약회의에 참석, 훈령에 따라 다음과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기여금 납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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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한국 정부가 서약한 각종 유엔 활동에 대한 기여금 관련, 해당 기구의 기여금 조기
납부 요청 및 이와 관련한 조치 내용 등임.
1. 서약 기여금 납부 요청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처장의 1985년도 한국의 UNDP 관련 기여금(UNDP, 유엔자원봉사단, 유엔과학기
술개발기금) 조기 납부 요청(85.1.18.), 유엔공업개발기구의 유엔공업개발기금(UNIDF) 기여금 조기 납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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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31.) 등 1984.11월 유엔 기여금 서약회의에서 서약한 기여금의 조기 납부 요청

유엔사무국은
1985.3.25. 공한을 통해 한국의 남부 아프리카 관계 기여금 서약(85.3.20.)에 대하여 사의 표명
하고 서약액 조기 납부 요청

2. 기여금 납부 관련 사항
외무부는 UNDP 관련 기여금 및 유엔 여성10개년계획기금 등 납부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처, 보건사회부 등
유관부처와 협조

유엔자원봉사단,
유엔과학기술개발기금 등에 대한 기여금 납부를 확인하는 UNDP 사무처장 서한 및 영수증 등

3. 기여금 제공 요청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총재는 1985.2.19. 외무부장관 앞 서한(주오스트리아대사 경유), 3.8. 주유
엔대사 앞 서한을 통해 동 기구의 궁핍한 재정상황을 감안, 한국 정부가 추가 기여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

- 외무부는 정부의 재정 형편상 추가 기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주유엔대사에게 통보
유엔 사이프러스평화유지군(UNFICYP) 병력 제공국을 대표한 주유엔 오스트리아대사는 5.6. 주유엔대사 앞
서한을 통해 동 평화유지군에 대한 한국의 기여금 제공 용의 문의

UN 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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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사무총장은 1985.1.15. 주유엔대사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1962년 구입한 유엔 공채의
제23차 년도 상환액 20,384달러에 해당하는 수표를 송부해 옴.
제23차년도 말 원금 상환(액면가의 4.8% 상당): 19,200달러
이자(84.1.15.∼85.1.15. 연 2%): 1,184달러

2.	외무부는 1985.1.22. 동 수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추심이 완료되었음을 1.29. 통보 받았으며
2.1. 재무부에 동 내용을 참고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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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UN 가입 문제,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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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년
방한 중인 나카소네 일본 수상은 1983.1.12. 이한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중국(구 중공), 한·소 관계에서 일
본의 역할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 측에서 찬성한다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남북한의 평화통일 목표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평화통일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638

일본 주요 언론(요미우리, 아사히)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교차승인 문제에 관한 일측의 대응방안이 외무성
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1983.2.8. 보도함.

- 주일대사관이 동 보도 관련 접촉한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동 문제에 관해 금후 한국의
구체적 설명을 더 들을 필요가 있고 슐츠 국무장관의 방중·방한 후 미국 측의 의견도 들은 단계에서
상세 검토, 추진코자 하며 기본적으로 동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는 변함없다고 말함.

2. 1984년
라이베리아 외상은 1984.10.20. 주라이베리아대사를 초청한 만찬 석상에서 뉴욕에서 한국 외무부장관 면담 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촉구 결의안 제출 문제를 고려해 보았으며 한국이 동의한다면 아프리카 제국 외상들과
접촉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함.

- 주라이베리아대사는 방한 예정인 동국 외무차관을 10.23. 면담,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 유발 우려 등
신중론을 피력함.
- 라이베리아 외무차관은 방한 중 이상옥 외무차관 면담(10.30.) 시 본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이 차관은 동시가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결의안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서면 라이베리아 측과 협의하겠다고만 언급함.

3. 1985년
중국을 방문 중인 주유엔 미국대사의 중국 인사 면담 시 유엔 가입 문제 협의 내용을 1985.8.16. 주미대사관 관계
관이 미 국무부 측으로부터 브리핑 받은바, 국무부 측이 전한 중국 인사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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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학겸 외상)
- 최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긴장 완화에도 진전이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남북한이 합의하기 이전에 2개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기상조임.
    (전기침 부외상)
-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 북한은 유엔 가입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
한다고 믿고 있음.
- (미국 대사가 동서독의 유엔 동시가입을 지적한 데 대해) 독일의 경우는 동·서독이 모두 원한 것임.
서울과 평양이 먼저 합의하지 않는 한 중국은 한국의 유엔 가입을 원치 않음.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1 기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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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제40차 유엔 총회 대책 관련 사항 중 기본대책 및 우리 입장 지지교섭용 각서 등 내용임.
1.	외무부는 1985.9.17. 개막하는 제40차 유엔 총회 대책을 6.18. 확정한바, 대책방향 및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기본대책 방향

640

-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라는 전제하에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노력 계속
- 유엔 40주년 기념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 한국의 유엔 가입을 위한 국제여론 조성 노력 적극 전개
- 유엔 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협력 이행 의지를 과시하여 평화애호 국가로서의
이미지 고양
- 주요 국제문제 및 우방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우리 입장의 적극적 표명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지위 강화
시행계획

- 한반도 문제의 유엔 총회 불상정 정책 견지
-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한국의 유엔 가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유엔 아시아그룹(Asian Group) 참여 추진
-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당사국 가입 추진
- 유엔 총회 활동 적극 참여
- 유엔 40주년 기념행사 참여
- 외무부장관 유엔 총회 참석

2.	외무부는 1985.6.25. 상기 기본대책을 주유엔대사에게 알리고 유엔 40주년 기념식에서 채택될 선언문에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모든 평화애호국의 유엔가입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섭할
것과 총회 토의 참여를 위한 의제 선정 등을 훈령함.
3.	외무부는 유엔 총회 지지교섭용 각서를 작성, 1985.8.10. 전 재외공관에 송부하고 지지교섭을 훈령함. 동
각서는 유엔 회원국에게 남북대화 계속을 고무하고 남북한의 유엔 가입 필요성을 강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인바, 외무부는 특히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 내용이 각국 기조연설에 포함되도록 교섭할 것을 강조함.
4.	외무부는 제40차 총회와 관련하여 북한이 배포한 각서를 입수, 송부할 것을 1985.9.18. 주유엔대표부
등 5개 공관에 훈령함.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2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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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총회의 조직, 각종 선거를 포함한 의제 처리 및 총회 기간 중 진행된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경과 등 제40차 유엔 총회 본회의 관련 내용임.
1. 총회 조직
1985.9.17. 제39차 총회 의장의 사회로 개막, 스페인의 Jaime De Pinies 대사를 제40차 총회 의장으로 선출
산하 주요 위원회(제1위∼제6위) 의장 및 총회 부의장 선출 (아시아그룹 부의장: 사이프러스, 필리핀, 파키스탄,
카타르, 남예멘 등 5개국)

10.17. ECOSOC(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한바, 아시아그룹의 경우 1985년 말 임기 만료 4개국 후임으
로 파키스탄, 이라크 및 필리핀은 1차 투표에서, 시리아는 2차 투표에서 당선

11.21.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이 가나의 Dadzie 대사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본회의는 만장일치로 동인을 UNCTAD 사무총장으로 임명

12.9.
ICJ(국제사법재판소) 소련인 판사의 사임에 따른 후임으로 소련 외무성 외교정책기획국 Principal
Counsellor인 Konstantinovich 선출 (안보리에서도 같은 시간에 별도 투표)

12.10.
유엔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장인 Jean-Pienehocke(스위스인)를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에 임명

- 기타 세계식량이사회, 국제무역법위원회 위원국 등 선출

3. 의제 처리
본회의 소관 의제를 포함, 제40차 총회 의제를 심의 처리한바, 개발을 위한 국제 경제협력에 관한 다자협상
개시 등 일부 의제는 토의를 종결하지 못하였으며 1986.9.15. 제40차 총회 마지막 회의에서 동 의제 토의를
제41차 총회로 연기하는 데 합의함.

4.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행사(1985.10.14.∼24.)
중동 문제를 위요한 이견으로 40주년 기념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였으며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지정하
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

주유엔대표부는
기념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우리의 교섭 결과 동 선언문 초안에 보편성 문제가 반영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보편성 원칙의 정당성에 대한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요 선거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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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3 각국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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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제40차 유엔 총회 각국 대표단 관련 재외공관 보고인바, 다음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노르웨이: Willooch 수상이 유엔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계획이며 Stray 외상은 1985.9.23. 총회 기조연설 예정
중국(구 중공) 주미대사 보고: 국무부 관계관에 의하면 조자양 수상이 유엔 4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10.22.∼
25. 유엔 방문 예정이며 오학겸 외상은 유엔 총회 참석차 9.27. 뉴욕 도착, 10일간 체류 예정

파라과이:
살디바르 외상을 수석대표로 상원 제1부의장, 외무차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9.23.경 뉴욕
642

향발 예정

싱가포르:
다나바란 외상은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9.12.부터 1주간 루마니아 및 헝가리 방문 후 9.21. 뉴욕에
도착, 10.7.경 귀국 예정

쿠웨이트:
사바 외상은 4일간의 네덜란드 공식 방문차 9.10 출국하였으며 동 방문 후 유엔 총회 참석 예정
영국: Howe 외상은 유엔 총회 참석차 9.22.∼27. 뉴욕 방문 예정
에티오피아: 고슈윌데 외상 등 유엔 총회 대표단 일행 9명 9.20. 출국
캐나다: Clark 외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구성과 외상이 9.25. 기조연설 예정
호주: Hayden 외상은 유엔 총회 참석 및 미국과의 회담을 위해 9.23. 출발
파나마: Barletta 대통령은 9.24. 유엔 향발
가나: Asamoah 외상은 유엔 총회 참석차 9.23. 출국
자메이카: Harding 외무담당 무임소장관은 9.30. 유엔 향발 예정
인도: 언론에 보도된 간디 수상의 대외 일정에 따르면 영연방회의(바하마) 참석 후 10.22.∼26. 유엔 총회 참석
브루나이: Mouamed 외상은 유엔 총회 참석차 9.30. 출국
가봉: 봉고 대통령은 10.12. 미국 향발하며 10.18. 유엔 40주년 기념연설 예정
뉴질랜드: Lange 수상은 10.12. 출국하여 바하마 영연방 정상회의 참석 후 10.22.∼24. 유엔 총회 참석 예정
수리남: 정부지도자 Bouterse 군총사령관 부부는 외상 등을 대동, 10.22. 예정된 유엔 40주년 기념연설을
위하여 10.20. 뉴욕 향발

모로코:
Lamrani 수상은 유엔 총회 참석 위해 10.19. 출국
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 아케 외상은 유엔 총회 참석차 10.22. 뉴욕 향발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4 위원회별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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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제40차 유엔 총회 각 위원회(제1∼6위원회 및 특별정치위원회) 토의 내용에 대한
주유엔대표부 보고임.
1. 제1위원회(군축·안보)
1985.12.1.∼5. 진행된 국제안보강화 관련 의제 토의에서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 6개국이 외군 철수 등
북한 입장 지지 발언을 한바, 이는 제39차 및 제38차 총회에서의 동일 안건 토의 시 북한 지지 발언국 12개국

2. 제2위원회(경제)
1985.10.7.부터 실질문제 토의, 11.25.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결의안 채택 시작
경제사회이사회(ECOSOC) 86년도 제1차 회의(86.5.)에 앞서 1주일간 제40차 총회 제2위원회 속개회의를
개최하자는 77그룹 제의를 12.15. 채택하고 토의를 종료함.

3. 제3위원회(사회)
1985.12.4.‘ECOSOC 보고’의제 심의에서 네덜란드 대표는“북한에 종교적, 정치적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국제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언급

- 북한 대표가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으며 네덜란드는 북한에 대한 언급에 앞서 사실 연구를 해야 한다는
요지로 답변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와 북한 대표가 각각 1회 추가 발언함.

4. 제4위원회(탈식민)
9개 안건을 심의, 20개의 결의를 채택하고 1985.11.28. 포클랜드 문제 청문회를 끝으로 토의를 종료함.

5. 제5위원회(예산·행정)
1986∼87 예산을 1,663,341,500달러로 결정하고 1986∼88 3년간 적용될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통과시킴. 동
분담금 비율에 따르면 미국은 종전대로 25%를 부담하고 일본이 10.84%로 소련(10.20%)을 앞질러 제2의
공여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0.18%에서 0.20%로 증가, 북한은 0.04%로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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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두드러지게 감소한 숫자임.

제1위원회는
27개 안건을 심의, 73개 결의를 채택하고 12.6. 토의를 종결함.

6. 제6위원회(법률)
1985.10.31.‘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규약 초안’의제 토의 시 한국 옵서버 대표는 테러리즘 등의 용
어를 분명히 정의할 필요성과 규약의 이행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지로 발언함.

7. 특별정치위원회
1985.11.15.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관(UNRWA) 관련 제반 결의를 통과시키고 12.6.‘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644

등 3개 안건 관련 결의 채택 후 토의를 종료함.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5 국가별 지지교섭 1 : 1985.7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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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제40차 유엔 총회 각국 기조연설 시 한국 입장(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및 유엔 가입)
지지교섭과 관련하여, 1985.8.10. 주제네바대표부, 교황청, 대만(구 자유중국) 등 일부 공관을
제외한 전 재외공관에 기조연설 지지교섭을 훈령한 데 이어, 8.13.에는 최근 국가원수 또는
외상의 방한, 방문 또는 회담이 이루어진 국가 주재 공관에 대하여 지지 내용이 주재국 기조연설에
필히 포함되도록 교섭할 것을 훈령한바, 1985.8.31.까지의 각국 반응은 다음과 같음.
1. 낙관적 반응 (지지 내용 포함에 어려움 없을 것임, 포함시키겠음 등)
과테말라, 라이베리아, 덴마크(보편성 원칙이 언급될 것임), 시에라리온

2. 긍정적 반응 (지지 내용 포함 위해 노력 등)
오만(한국 각서 검토 후 자국 정책에 십분 반영), 에콰도르, 프랑스(외상실에 보고하여 기조연설 작성에 고려),
아일랜드, 브루나이(가능한 한 한국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호주(반영되도록 노력하겠는바, 호주는 지난
수년간 특정 문제에 언급하지 않는 방침 유지), 노르웨이(최대 반영되도록 상부에 건의), 오스트리아(유엔가입
문제 반영 가능, 모든 문제를 망라할 수 없는 제약으로 남북대화 문제 포함은 어려울 가능성), 칠레(별 문제
없을 것으로 봄), 영국, 스웨덴(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 뉴질랜드, 캐나다, 피지, 멕시코, 룩셈부르크, 베네
수엘라, 포르투갈, 세네갈

3. 중도적 반응 (상부에 보고 등)
미얀마(구 버마), 싱가포르, 리비아(외상에게 보고), 인도, 말레이시아(검토)

4. 기타
핀란드(중립정책상 어느 일방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입장, 보편성 원칙이라도 강조해 달라는 요청에는
신중 검토 약속)

그리스(한반도
문제 언급 어려운바, 현 사회당 정부도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필리핀, 도미니카(공), 독일(초안에 한국 문제 예년보다 길게 언급함), 파푸아뉴기니, 터키, 벨기에, 우루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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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의 우리 입장(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및 유엔 가입) 지지 발언
교섭에 대한 각국 반응 및 기조연설(1985.9.23.∼10.11.) 결과 관련 재외공관 보고임.
1. 지지 교섭에 대한 반응
낙관적 반응 (지지 발언 약속, 우리 요청 내용의 기조연설 초안 포함 확인 등)
646

- 바베이도스(별 문제 없을 것임), 파나마(한국 입장 지지 확약), 중앙아프리카(외무성이 상신한 초안에
포함), 파라과이, 코모로, 아이티, 칠레(한국 요청사항 포함 결정), 과테말라, 이탈리아(유엔 가입 지지
내용 포함 결정), 방글라데시, 코스타리카, 네덜란드(한국 입장 기조연설문에 반영), 세인트키츠 네비스,
케냐, 아르헨티나, 프랑스, 포르투갈, 브루나이
긍정적 반응 (반영 위해 노력 등)

- 튀니지(남북대화 지지 언급이 포함되도록 건의 예정), 카메룬, 에콰도르, 볼리비아, 우루과이, 피지(호의
적으로 검토), 방글라데시(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간 평화적 해결 원칙 초안에 포함, 한국의 유엔 가입은
반대 입장은 아니나 적극 지지할 입장에 있지 않음), 미국(한국의 요청 내용을 백악관과 국무장관실에 전달,
연설문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겠음), 모리타니, 모로코, 가봉, 도미니카(공), 콜롬비아, 바레인
중도적 반응 (검토 등)

- 이라크, 인도네시아(신중히 검토하여 상부 보고하겠음), 수단, 브라질(대통령 기조연설 구성상 한국의
유엔 가입이라는 특수 문제 포함 어려움), 오만, 미얀마(구 버마, 특정 사안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을 예정),
사우디아라비아(역외 문제에 언급하지 않는 전통적 입장 이해 바람), 페루(페루와 직접 관련 없는
타 지역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방침), 나이지리아(한국 측 입장 유념하여 검토)
기타

- 주이란대사는 1984년도 대이란 교섭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던 점에 비추어 85년도에는 교섭
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1985.9.10.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건의를 수용함.

2.	외무부는 1985.9.20.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브라질 등 주재 공관에 대해 주재국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기 곤란한 경우, 한국을 지칭하지 않고 보편성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의 유엔 가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최종 교섭토록 훈령함.
3. 기조연설 결과
주네덜란드, 방글라데시, 볼리비아대사 등이 주재국의 총회 기조연설 중 한반도 관련 언급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주한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동 언급 내용을 외무부에 알려 옴.

주요르단대사는
후세인 국왕의 9.27. 기조연설에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 표명이 누락된 것을 요르단 외무성에
지적한바, 요르단 측은 국왕이 중동평화 문제만 다루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라고 이해를 구하였음을 보고함.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7 기조연설 1 : 한반도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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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및 유엔 가입) 지지 발언 교
섭 관련, 총회 일반토의 각국 연설 중 한반도 문제 언급 상황에 대한 주유엔대사 보고 내용임.
1.	주유엔대사는 총회 기조연설(1985.9.23.∼10.11.) 개막일부터 각국 연설에서의 한반도 문제 언급
여부와 언급 내용을 일일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내용을 해당국 주재 공관에 알린바, 그중 미국과
소련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있음. 10년 전에는 의미 있는 긴장완화 희망이 거의 없었으나 지난해 남북한이 다방면의 대화를 시작하였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함. 미국은 또한 보편성 원칙에 따른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음.

소련(Shevardnadze
외상): 소련은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DPRK)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군의 철수를 요구함,

2. 주유엔대사는 1985.10.11. 종료된 총회 기조연설의 1차적 분석 결과를 10.12. 다음과 같이 보고함.
기조연설 국가는 총 137개국인바, 10.14.부터 시작되는 40주년 기념연설 관계로 기조연설 국가 수가 제39차
총회보다 다소 감소함.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84개국이 언급한바, 그중 44개국이 한국 입장을, 26개국이 북한 입장을 지지하였고
13개국은 중도적인 입장을 보임. 가이아나는 서울 올림픽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언급함.

한반도
문제 언급 국가 중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지지 발언국은 29개국임.

3.	주유엔대사는 유엔 40주년 기념행사(1985.10.14.∼24.)에서의 각국(국가원수, 정부수반, 특사) 기념연설
상황과 한반도 문제 언급 여부 및 내용도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내용을 해당국 주재 공관에 알림.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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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Shultz 국무장관): 우리는 한반도에서 과거 40년간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려는 첫걸음을 목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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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대표부의 제4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종합평가와 외무부의‘제40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
시 아국관련 발언 결과 종합평가’자료가 한반도 문제 관련 각국 발언 내용과 함께 수록되어
있는바, 동 자료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주유엔대표부 보고(1985.10.29.)
총회 기조연설 시행 137개국 중 84개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입장 표명함.
648

- 우리 입장 지지는 45개국이며 그중 38개국이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29개국이 유엔 가입에 대하여
지지 입장을 표명함. 그리스, 아르헨티나, 케냐 3개국은 유엔의 보편성 원칙 지지 표명
- 24개국이 북한 입장 지지를 표명한바, 그중 10개국이 북한의 통일노력 지지, 18개국이 주한 외군 철수를
주장하였고 기타 북한의 3자회담 제의 지지, 고려연방제 지지 등을 언급
- 15개국은 중도적인 입장을 표명함.
유엔 40주년 기념연설에서는 남북한을 제외하고 11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함.

- 덴마크(보편성 원칙 지지), 감비아(남북대화, 유엔가입 지지) 등 5개국이 우리 입장 지지를 표명하였고
6개국은 중도적인 입장을 표명함. 북한 입장 지지를 언급한 국가는 없음.

2. 외무부 작성 자료(1985.10월)
지지 발언 교섭 내용

- 최근 일련의 남북한 접촉 환영 및 남북 직접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 유엔 창설 40주년을 계기로 유엔의 보편성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유엔가입 실현 촉구 및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으로서 남북한의 유엔가입 지지
교섭 대상국: 공산권 국가 및 친북한 좌경국가 등을 제외한 108개국
종합 평가

- 일반토의에 이어 유엔 40주년 기념행사가 계속되어 기조연설 국가 수가 제39차 총회 대비 13개국
감소했으나, 한국 지지국은 45개국으로 고정세를 유지한 반면 북한 입장 지지국은 지난해 33개국에서
24개국으로 감소
- 친한 내지 중도 발언국 대부분이 남북대화 성과를 평가하고 대화 지속을 바라는 입장을 표명한바,
이는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
- 남북한 또는 한국의 유엔가입 내지 유엔가입의 보편성 원칙에 언급한 국가는 제39차 총회 시 22개국에
비해 9개국이 증가하고 발언 내용도 충실해진 것으로 평가되는바, 남북한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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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유엔 40주년 기념연설에서의 한반도 문제 언급상황 관련 주유엔
대표부 보고에 기초한 일일보고 내용임.
1. 총회 기조연설(1985.9.23.∼10.11.)
기조연설 개막일(9.23.)부터 매일의 기조연설 국가와 이들 중 한반도 문제 언급 국가, 언급 성향(한국 지지,
북한 지지, 중도) 및 언급 주제(남북대화, 유엔가입 등), 한반도 문제 불언급 국가 등을 정리 보고

10.14.
보고는 기조연설 마지막 날인 10.11. 연설국가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제40차 총회 기조연설에서의 한반도

- 기조연설 국가: 135개국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제외)
- 한반도 문제 언급 국가: 84개국 (남북대화: 36개국, 유엔가입: 31개국)
- 한국 지지 45개국, 북한 지지 23개국, 중도 16개국

2. 유엔 40주년 기념연설(1985.10.14.∼24.)
기념연설 시행국과 이들 국가의 한반도 문제 언급 상황 보고인바, 10.16. 및 10.19. 그리고 10.22. 일일보고가
수록되어 있음.

10.22.
보고는 10.18. 연설한 14개국에 대한 보고와 함께 10.18. 현재의 중간 종합결과를 다음 보고함.

- 연설국가: 25개국
- 한반도 문제 언급 국가: 7개국
- 한국 지지: 3개국 (중도 발언 4개국)
- 한반도 문제 불언급 국가: 1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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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언급 잠정 집계를 다음과 같이 보고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10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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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대표부가 작성, 외무부에 송부한 제40차 유엔 총회 개관 및 분야별 주요 토의 내용 보고서와
‘제40차 유엔 총회 결과 종합보고’임.
1. 제40차 유엔 총회 개관 및 분야별 주요 토의내용(1985.12.20.)
개관
650

- 9.17.∼12.18. 3개월간 개최된바, 9.23.∼10.11. 일반토의에서 137개국 대표의 연설을 청취하였으며
10.14.∼24. 개최된 유엔 40주년 기념회기에 35개국 국가원수, 33개국 정부수반 등 120개국 고위인사가
참석, 연설
- 149개 의제를 토의, 총 259개의 결의(세부 결의까지 총 353개)와 다수의 결정을 채택
- 베네수엘라, 아랍에미리트, 가나, 불가리아, 콩고 등 5개국을 1986∼87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파키스탄 및 호주 등 18개국을 경제사회이사국으로 선출하고 사임한 ICJ 판사 1명의 후임을 선출하였으며
유엔 사무총장이 제의한 UNCTAD 사무총장 및 UNHCR 임명에 동의
- 149개 의제 중 ‘중미문제’,  ‘남북 포괄협상’ 등 12개 의제가 미결로 남아 있고 유엔 예산 문제도 다시
토의하게 되어 제40차 총회는 1986년도 초에 속개회의를 개최 예정
분야별 주요 토의내용

- 아파타이트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신정보질서 등 정치문제와 군축문제, 아프리카 경제위기 등
경제문제, 인권·여성·마약 등 사회문제, 서부사하라 문제 등 탈식민 문제, 예산 문제 등 분야별 주요
문제에 대한 총회 토의 결과를 약술

2. 제40차 유엔 총회 결과 종합보고(1986.2월)
총회 각 위원회(본회의, 제1∼6위원회 및 특별정치위원회) 소관 의제별로 의제의 배경과 주요 국가의 입장,
토의 경과 등을 종합 보고

유엔 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V.11 북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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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유엔 총회 기간 중 개최된 유엔 40주년 기념회기 참석을 위해 유엔을 방문한 박성철 북한
부주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북한대표단 동향 관련 내용임.
1. 주유엔대사는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가 1985.9.17. 박성철 북한 부주석이 김일성 특사 자격으로
유엔 40주년 기념회기에 참석 예정임을 유엔 측에 통보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주유엔대사는 북한대표부가 박성철 부주석의 총회 참석을 계기로 10.17. 리셉션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박성철은 유엔 사무총장 주최 10.23. 오찬에 참석 예정임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5.10.11. 주미 및 주유엔대사에게 상기 유엔 사무총장 주최 오찬에 레이건 미국 대통령도
참석 예정인 것과 관련, 레이건 대통령과 박성철이 조우하는 경우에 초래될지도 모를 불필요한 오해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미국 측에 적절히 표명토록 훈령함.
주미 및 주유엔대사는 이러한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였으며, 미국은 한국 측의 우려에 이해를 표시하고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

3. 박성철 일행은 1985.10.12. 뉴욕에 도착하였으며, 10.18. 유엔 40주년 기념연설을 행함(연설문 수록).
4. 외무부는 1985.10.18. 주유엔대표부에 박성철 부주석 측이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통해 한국 국무총리
면담을 제의해 온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북측에 통보토록 훈령함. 이후 북한 측이 국무총리 면담 문제를
재차 제기한 데 대하여 우리 측은 같은 입장을 견지한바, 북한 측(김영남 외교부장)이 뉴욕타임스 및
공동통신 등과의 회견을 통해 국무총리 면담 제의 사실을 밝힘에 따라 홍보 대응책을 강구, 시행함.
국무총리의 뉴욕 방문은 유엔 40주년 기념회기 연설 등 행사 참석을 위한 것이며 일정이 워낙 바빠 따로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그러나
여러 기념행사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임.
만일 북측이 남북 간의 고위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서울-평양 간의 기존 연락통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5. 박성철은 1985.10.18.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바, 주유엔대표부는 10.19. 박성철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고 있고 남침설은 미군의 주둔을 변호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조작한 것이며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분단을 지속화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등의 언급을 하였다고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탐문, 보고함.
6. 박성철 일행은 1985.10.25. 출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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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북한대표부는 동 리셉션 개최 계획을 취소

국제평화의 해 기념행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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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사무총장은 1984.12.11. 주유엔대사 앞 공한을 통해 ‘국제평화의 해’ 기념사업 시행을 위한
국내조치 계획 여부 및 관련 유엔 행사에 대한 의견 등을 1985.5.31.까지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코스타리카 정부가‘국제평화의 날, 달, 해’를 제정하는 문제를 1981.8월 유엔 총회 안건으로 제출한 데
따라 제37차 유엔 총회(1982.11.16.)는 1986년을 국제평화의 해로 결정하고 이를 1985.10.24. 선포키로
결의(
‘국제평화의 날’은 제36차 유엔 총회에서 9월 셋째 주 화요일로 지정)

652

2.	제38차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지역 세미나 개최를 포함, 국제평화의 해 기념을 위한 준비
사업을 시행토록 요청한바, 동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아·태 및 서아시아지역 세미나가 1985.5.20.∼24.
방콕(ESCAP)에서 개최되어 다음 요지의 최종 성명을 채택함.
모든 국가는 평화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적극적 행동 전개
군비, 특히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국가 간 신뢰 확대
불가침, 내정 불간섭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강조

3.	제40차 유엔 총회는 1985.10.24.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회의에서 1986년을 ‘국제평화의 해’로 선포
하였으며, 11.11. 국제평화의 해 의제를 토의하고 ‘국제평화의 해 사업계획’ 및 ‘인민의 평화에 대한
권리’ 등 2개의 결의를 채택함.
서구 다수 국가가 상기 의제 토의에 참여하지 않은바, 주유엔대표부는 이러한 서구권의 태도가 동 의제의 동기
자체는 순수하나 소련 등 공산권이 이를 평화공세를 위한 안건의 하나로 이용하려 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

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처는 ‘국제평화의 해’에 즈음한 대통령 명의 메시지 발표를 건의한바,
외무부는 1985.12.18. 다수 국가가 국가원수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는 가운데 비회원국인 한국이
대통령 메시지를 유엔과 각국에 보내는 경우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요지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처에 회신함.

ECOSOC(UN경제사회이사회)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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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1985년도 조직회의와 제1차(뉴욕) 및 제2차(제네바)
회기 경과에 대한 대표단 보고 등에 관한 내용임.
1. 조직회의 (1985.2.5.∼8. 뉴욕)
ECOSOC 제1차 및 2차 회기 잠정의제, 제3차 유엔국제개발전략 10년대 평가위원회 속개회의 일자, 개발계
획위원회 회기 등을 결정함.

ECOSOC
우선 의제로 77그룹 등은 아프리카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미국은 기획 및 공공행정 문제를, 일본은

2. 제1차 정기회기 (1985.5.7.∼31. 뉴욕)
본회의와 제1위원회(경제) 및 제2위원회(사회)로 진행된바, 주유엔대표부의 분야별 담당 직원이 옵서버로 등록,
참석함.
한국 대표단은 사회개발 문제 및 인구 문제 토의에 참여 발언함.

3. 제2차 정기회기 (1985.7.3.∼27. 제네바)
외무부는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주유엔 및 주제네바대표부 직원을 포함하는 대표
단을 1985.6.22. 임명, 참석시킴.

- 한국 대표단은 국제경제 및 사회정책, 아프리카의 심각한 경제상황, 무역과 개발 등 의제 토의에 참여
발언함.
본회의는 7.25.∼26. 아프리카 문제 관련 다수의 결의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관한 결의 등
35개 결의와 37개 결정을 채택함.

대표단은
다수 개도국이 금번 회기에 불참한 관계로 제1차 회기와 달리 선·후진국 간 대결이 약화된 반면
동서 진영 간 상호 경제정책 및 체제를 비난하는 등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이라고 토의 분위기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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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개발을 주장, 비공식 협의 등을 거쳐 아프리카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제1 주요 의제로 합의함.

UNCTC 다국적기업 행동 규범 제정회의.
New York, 1984.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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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4.5.15.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다국적기업위원회(CTC: 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특별회의가 6.11.∼29.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 그간 CTC에서 논
의되어 온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함께 동 회의에 대표를 파견코자 하는
경우 후보자 명단을 송부해 줄 것을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이시영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주유엔대표부, 해외협력위원회 및 재무부
654

직원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 기본지침을 훈령함.
한국이 아직은 순 자본 수입국인 점 등을 감안,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에 관한 개도국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조하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추세 등을 감안, 동 규범이 투자 수용국 또는 투자 진출국 어느 일방의 이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3.	CTC 위원국 등 9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동 회의는 1983년도 CTC 특별회의 실무그룹 위원장
이 제안한 바 있는 조정안을 중심으로 토의하였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함.
다국적 기업의 정의 및 행동규범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비공식 협의에서 잠정적인 타협을 보기도 하였으나
동·서, 남·북 간 첨예한 대립으로 여타 조항 전반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동 잠정합의 사실의
최종보고서 삽입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으며 결국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합의도 기록하지 못함.

회의는
행동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번 회의 결과를 ECOSOC을 경유, 제3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다는 내용의 간략한 보고서만을 채택함.

4. 한국 대표단은 1984.7.5. 제출한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에서 동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평가함.
선진 제국, 특히 미국과 영국은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결국 현 시점에서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제정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금번
회의는 국제 개발전략 이행평가 회의 등 최근 유엔 무대 각종 국제 경제협상의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뒤이은 것으로 국제 경제 문제 관련 유엔의 유용성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됨.

UNCHS(UN인간정주위원회) 총회, 제8차.
Kingston(자메이카) 1985.4.2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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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3.14.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CHS: UN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 제8차
회의가 4.29.∼5.10.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개최 예정임을 건설부에 알리고 참가를 계획하는 경우
대표 추천과 함께 동 회의 의제에 대한 입장 등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2.	건설부는 1985.3.22. 동 회의 참가 대표를 추천하였으며 외무부는 4.1. 건설부 주택정책과장과 대한
주택공사 부사장, 국토개발연구원 원장(추후 연구원 사정으로 불참)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인구·산업·교육·행정시설의 대도시 집중 억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강화, 지역에 맞는 주택정책 실시
등 한국의 중소도시 주거문제 대책을 홍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알리고 1981년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에 의한 임대주택 건
설 현황을 설명

- 임대주택 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임대주택 건설 추진법의 내용 소개

3.	동 회의는 46개 회원국과 26개 비회원국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85.4.29. 개막하였으며, 한국 대표단은
4.30. 및 5.2. 한국의 중소도시 성장 및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관하여 각각 첫 번째로 발표한바, 소련
측은 회원국이 아닌 한국에게 두 번씩이나 첫 번째로 발언권을 준 데 대해 항의하였고 의장은 한국
대표단이 첫 발언 순서로 등록되어 있어 지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함.
주자메이카대사는 동 회의 진행은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국이 발언 순서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한국 대표는
사전에 사무국과 협의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보고

4.	한국 대표단은 1985.5.7. UNCHS 사무총장을 예방한바, 사무총장은 아시아 지역 13개 회원국 중 4개
국의 임기가 1985년 말 종료되는 기회에 한국의 회원국 가입을 권유하였으며 주자메이카대사는 회원국
가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가입을 위한 조치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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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ECA(아프리카경제위원회) 총회, 제20차.
Addis Ababa(에티오피아) 1985.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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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 프리카경제위원회(ECA)의 Adedeji 사무총장은 주에티오피아대사 앞 1985.1.28. 공한을 통해
4.25.∼29. 탄자니아의 아루샤에서 개최되는 제20차 ECA 총회 및 제11차 경제개발각료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석을 초청함.
Adedeji 사무총장은 제10차 경제개발각료회의 및 제19차 ECA 총회 주요 의제였던 아프리카의 경제·사회적
위기 문제가 금번 회의에서도 논의의 초점이 될 것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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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3.22. 아프리카 한발과 경제위기에 대한 연대 표명 및 개최국 탄자니아를 비롯한 미수
교국 대표와의 접촉을 통한 관계개선 가능성 모색을 위해 주에티오피아대사와 주케냐대사관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을 결정함.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동 회의 대표단 파견 결정을 ECA 측에 통보하고 미수교국인 탄자니아 입국사증 발급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

3.	ECA 사무국은 1985.3.29. 탄자니아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동 회의는 4.25.∼29.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다고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단에 공지함. 이에 따라 외무부는 주케냐대사관
직원 대신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직원이 대사와 함께 참석토록 하고 다음과 같이 훈령함.
참가국 대표단과의 자연스런 접촉을 통해 아프리카 한발 및 경제 위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의 한발
구호 캠페인 홍보

기니,
잠비아, 토고, 카보베르데, 소말리아 등 중점 관계개선 대상국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한 친목 도모

4.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5.4.26. ECA 각료회의 대표단 접촉 결과를 다음 요지 보고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사무총장 주선으로 4.26. 탄자니아 외상을 면담, 우리 외교정책과 남북대화 등을
설명하고 외교관계 또는 영사, 무역관계 수립 희망을 피력한바, 동 외상은 관심을 표명하고 다음 OAU 정상
회의 시 다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아디스아바바
주재 WHO 연락관 주선으로 기니비사우 통상 및 관광장관과 상투메 프린시페 공업 및 주택
장관을 4.25. 관저 만찬에 초대, 관계 수립이 공동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귀국 후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5.	ECA 회의는 1985.4.25. 개막하여 아프리카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 아프리카 산업개발기
금 설치 등 31개 결의를 채택하고 4.29. 폐막한바, 주에티오피아대사는 금번 회의가 정치적인 선전과
대결을 배제하면서 아프리카의 단결과 상호협력 및 선진국의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경제발전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함.

UN 팔레스타인 문제 라틴아메리카지역 세미나.
Georgetown(가이아나) 1985.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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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엔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이 1985.2.15. 공한을 통해 1985년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라틴아메리카
지역 세미나가 6.17.∼21. 조지타운(가이아나)에서 개최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참석을
초청하여 왔다고 보고하고 동 세미나에 대표단 파견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5.5.22.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감 표시 및 개최국 가이아나와의
관계개선 문제 등 현안 협의를 위하여 이병해 주베네수엘라대사관 공사와 주유엔대표부 직원 등 2명의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연대감 표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활동 및 각국 입장 등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대팔
레스타인 및 중동정책에 활용

가이아나와의
점진적인 관계개선 기반 구축 기회로 활용

3.	주베네수엘라 공사는 세미나 참석 후 1985.6.21. 귀임, 동 세미나 및 가이아나와의 관계 관련 각각 다음
요지 전문 보고함.
세미나

- 한국 포함, 11개국과 유엔 주재 PLO 대표 및 이슬람기구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주최 측이 준비한 최종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일정을 하루 앞당겨 6.20. 폐회함.
-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이 대부분 불참하고 소수의 공산권 및 중립 국가만 참석하여 주최 측이 당혹
할 정도였고 발표자들도 좌익 계통의 학자들로 PLO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형식적인 발표였음.
대가이아나 관계

- 가이아나 외상, 대법원 판사 겸 IOC 위원, 외무성 정무국장 등을 예방, 면담함.
- 외상 면담에서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바, 동 외상은 남북대화 진전에
관심을 보이며 경청하였고, 관계개선 조치의 선결사항으로 주베네수엘라대사에 대한 겸임대사 아그
레망 부여를 요청한 데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언급함.

4.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5.6.27. 대표단의 세미나 참가 보고서를 송부해 온바, 동 보고서는 향후에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 표시를 위해 세미나에 계속 참가할 필요가 있으나, 아시아지역
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의 경우 여타 참가국 현황 등을 고려, 참가 문제에 탄력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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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 파견을 결정하고 훈령을 시달한바, 훈령 중 기본 입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UN 팔레스타인 문제 아시아지역 세미나. 북경,
1985.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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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엔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이 1985.2.15. 공한을 통해 1985년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아시아 지역
세미나가 4.22.∼26. 북경에서 개최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참석을 초청하여 왔다고 보고
하고 동 세미나에 대표단 파견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5.3.20. 한국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연대감 표시와 아랍권 등과의 관계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1981년 이래 팔레스타인 문제 지역 세미나에 참가하여 왔고, 금번 세미나가 중국(구 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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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최됨에 비추어 동 세미나에도 참가키로 결정하고 이시영 주유엔대표부 공사와 외무부 관계
직원으로 구성된 2명의 대표단을 임명함.
주유엔대표부는 우리 대표단 명단을 1985.3.22. 유엔사무국에 통보하고 중국 입국사증을 발급받는 문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대표단의 북경 방문 중 신변안전에 관한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

대표단은
4.19. 주일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의 사증을 발급받음.

3.	대표단은 남북한 포함, 46개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가 참가한 동 세미나 참가 보고서와 중국 방문
보고서를 1985.4.30. 제출한바,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세미나 참가 보고서
(보고서 채택)

- 세미나 최종일인 4.25. 주최 측에서 준비한 보고서 초안을 토의 후 특기할 만한 수정 없이 컨센서스 채택
- 주요 연설 및 세미나 주제발표 요지가 상기 채택된 보고서 내용이며 중동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노력 촉구 및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 환기 필요성 강조
(평가)

- 중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자국의 지지를 부각시켜 제3세계에 대한 연대감을 강조하고자 노력하
였으며 참가 각국도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평가
- 미국 및 서구 제국이 참가하지 않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 제국과 제3세계 국가들만 참가하여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 모색보다는 이스라엘 및 미국에 대한 비난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연대감 고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함.

중국 방문 보고서
(한국 대표단 방문에 대한 중국 정부 태도)

- 쌍무 관계가 아닌 다자간 회의 참석 대표라는 인식하에 참가 회의와 관련된 범주 내에서 접촉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관측
- 세미나 참석 중국학자들은 우리 대표와 비교적 자유롭게 비정치적인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어
외교부 직원과 대조
(방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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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차원에서의 한국 정부관리 접수라는 기존 입장 선상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우리 외교관
접수라는 새로운 입장 수립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의의를 찾기보다는 한·중 관계의 전개과정에서 앞으로 중국의 입장 변화를 가늠
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봄.

주UN 북한대표부 동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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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주유엔 북한대표부 활동, 대사 및 직원 이·부임 등 관련 주유엔대사 보고 내용임.
1. 대사 이·부임
주유엔대사는 한시해 주유엔 북한대사가 1985.1.5. 뉴욕을 출발, 이임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주미대사는
북한대표부 박길연 신임대사가 1.23. 주소련 미국대사관에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는 미 국무부 제보를 보고함.

- 주유엔대사, 박길연 대사가 2.27. 뉴욕에 도착하였음을 보고
660

박길연 대사는 3.5.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 소개장을 제출하고 신임 인사를 한바, 주유엔대사는 동
면담 중 소개장 제출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함.

2. 북한대표부 활동
박길연 대사, 북한의 남북한 국회회담 제의 관련 기자회견

- 1985.4.12. 유엔 브리핑실에서 유엔 출입기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 시행
- 북한 측이 우리 국회에 보낸 서한 전문(영문)을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박길연 대사는 동
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메모를 낭독하고 질문을 받은 뒤 일괄 답변
김일성 생일 기념 리셉션

- 박길연 대사 주재로 1985.4.11. 유엔에서 김일성 생일(73회) 기념 리셉션 개최
- 주유엔대사는 동 리셉션에 동구 공산권 국가 및 제3세계 인사 중심으로 25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 보고
9.9절 기념 리셉션

- 9.5. 유엔에서 9.9절 기념 리셉션을 개최한바, 동 리셉션에는 중국(구 중공), 소련 및 동구 국가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주유엔대사, 제39차 유엔 총회 의장 등 외교단과 NBC 기자 등 125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주유엔대사는 파악, 보고
박길연 대사 유엔 사무총장 면담

- 박길연 대사는 12.12.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바, 주유엔대사는 박 대사가 북한 21개 정당·
단체의 12.8.자 공동성명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 보고
보도자료 배포

- 북한대표부는 제네바 미·소 정상회담에서의 핵전쟁 방지를 위한 원칙 합의와 관련, 남한 내 핵무기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21개 정당 및 단체의 공동성명을 12.12. 유엔에 배포

Ortner, Gustav UN 안전보장이사회 및 정치
담당국장 방한, 19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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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유엔대사는 유엔 안보리 및 정치담당국의 Gustav Ortner 국장이 수차 방한 희망을 표시함에 따라 KAL기
사건 토의 시 등 평소 한국에 협조적인 동 국장의 지속적인 협조 확보를 위해 방한 초청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985.5.25. 동 건의를 수락, 방한을 추진토록 훈령함.

2. 방한 결과
Ortner 국장은 1985.8.1.∼8. 방한하였으며,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동 국장은 외무부 인사 면담에서 1985년도 제40차 유엔 총회 주요 이슈와 유엔 40주년 기념행사 등에 관하여
협의함.

외무부는
8.8. 동인의 방한 결과를 주유엔대표부에 알리면서 동 국장이 방한 결과에 만족하고 대한국 인식을
새롭게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안보리에서의 동인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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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 인사 면담
- 판문점, 새마을 시범부락, 올림픽 경기장,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 시찰
- 국립국악원, 국립박물관, 삼익피아노사 방문

Wasiuddin, Khwaja 주UN 방글라데시 대사 방한,
1985.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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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유엔대사는 1985.1.18.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제공하는 Wasiuddin 주유엔
방글라데시 대사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방한 결과
Wasiuddin 대사는 1985.7.9.∼13. 방한하여 다음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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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주최 만찬, 방글라데시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외무부 아주국장 및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 국립박물관 관람, 새마을 시범부락·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땅굴 시찰

3.	Wasiuddin 대사는 외무부 인사 면담에서는 제40차 유엔 총회, 앙골라 비동맹외상회의 등을 협의한
바, 동 대사의 주요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제40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 현재 외상의 기조연설 내용을 구상하고 있는바, 한국 지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음. 특히, 보편성
원칙의 강조를 통하여 한국의 유엔가입 필요성 및 당위성 문제를 거론하겠음.
한국의 유엔 아시아그룹 참여 문제

- 방글라데시의 한국 입장 지지는 확고하며 귀임하면 이 문제에 대하여 주유엔 한국대사와 협조하겠음.
앙골라 비동맹외상회의

- 앙골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한반도 조항을 앙골라 초안에 삽입하려 노력할
것으로 봄.
-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조항이 초안에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한 comment 제출을 통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 예정임.

4.	외무부는 1985.7.15. Wasiuddin 대사 방한 결과를 주유엔대표부에 알리면서 동 대사가 방한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동 대사의 협력 확보는 물론 방글라데시 대표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확보 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훈령함.

Albornoz, Miguel 주UN 에콰도르 대사 방한,
19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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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유엔대사는 1985.1.18.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제공하는 Albornoz 주유엔
에콰도르대사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외무부는
앙골라 비동맹외상회의 대책의 일환으로 동 대사 방한 초청을 결정함.

2. 방한 결과
Albornoz 대사는 1985.8.2.∼6. 방한하여 다음 일정을 가짐.

3. 외무부 인사 예방 및 면담 시 Albornoz 대사 언급 요지는 다음 같음.
제40차 유엔 총회 한국 입장 지지

- 한국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며, 유엔 40주년과 관련 보편성 원칙의 강조를 통하여 한국의 유엔가입
필요성 및 당위성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음.
앙골라 비동맹외상회의

- 남·북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비동맹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보며, 따라서 어느 일방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엔에서 노력하겠음.

4.	외무부는 1985.8.7. 방한 결과를 주유엔대사에게 통보하면서 Albornoz 대사가 방한 결과에 만족하고
대한국 인식을 새롭게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에콰도르 대표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확보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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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 장관·차관 예방, 국제기구조약국장·미주국장 면담,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국제기구조약국장
주최 만찬
- 새마을 시범부락·판문점·현대중공업·올림픽 경기장 시찰, 국립박물관 및 민속촌 관람

Caceres, Roberto H. 주UN 온두라스 대사 방한,
1985.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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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Caceres 주유엔 온두라스대사는 1985.1.8.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 초청으로 1985년 2월 초 일주일간 대만을
방문 예정이라고 하면서 귀로에 방한하고 싶다는 의사를 주유엔대표부에 표명함.

주유엔대사는
평소 협조적인 동 대사 부부를 체재비 한국 측 부담 조건으로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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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eres 대사는 1985.2.16.∼20. 방한하여 다음 일정 등을 가짐.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및 만찬
- 새마을 시범부락, 삼성전자, 대우중공업, 서울대, 판문점 시찰 및 국립박물관, 비원 관람

3. 동 대사의 외무부장관 예방 및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시 주요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유엔가입 문제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든 협조할 태세가 되어
있음.

- 남북한이 유엔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
한국 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함.

- 온두라스도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안보상의 어려움이 있는바, 니카라과는 온두라스의
10배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제공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 및 Barnica 외상의 사의를 전함.
한국 실업인단의 중남미 방문 결과 등 한국과 중남미 간의 경제교류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이 경제협력
관련 체결한 대표적 조약문 입수를 희망함.

Garba, Joseph N. 주UN 나이지리아 대사 방한,
198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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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유엔대사는 1985.3.29. 주유엔 나이지리아대표부가 동국의 Garba 주유엔대사가 방한 초청에 수락의 뜻을
표하였다고 알려 오면서 한국에 가서 Apartheid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할 수 있도록 주유엔 나이지리아대사
자격 외에 동인이 맡고 있는‘유엔 Apartheid 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자격도 언급된 초청장을 보내 줄 수
있겠느냐고 문의하였다고 보고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이미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동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초청하지 않았어도 한국에서
Apartheid 문제를 거론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는 하나, Apartheid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 홍보 효과도 기대할

2. 방한 결과
Garba 대사는 1985.11.4.∼7. 방한하였으며, 주유엔 나이지리아대표부 직원 1명과 유엔 Apartheid 반대 특위
소속 유엔사무국 직원 2명이 수행(대사 부부 포함 5명, 우리는 대사 부부에 대해서만 경비 부담)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외무부차관 예방 및 만찬,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 외국어대 강연(Apartheid 관계)
- 판문점 및 삼성전자 시찰
- Apartheid 문제 관련 Korea Times 및 Korea Herald와의 인터뷰

66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수 있으므로 나이지리아 측이 이를 희망할 경우 초청장을 재송부토록 주유엔대사에게 훈령함.

Walters, Vernon A. 주UN 미국 대사 방한, 1985.8.7-9

| 85-0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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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1985.6.21. 외무부 유엔과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Vernon A. Walters 신임 주유엔
미국대사가 제40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우방국과의 업무협의차 8월 일본, 중국(구 중공), 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 예정인바, 이 기회에 한국도 방문하여 유엔 문제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대사 방한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Walters
대사는 7.23.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방문, 김경원 대사와 면담한바, 동 대사는 한국 등 아시아 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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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미국의 신임 주유엔대사로서의 계획 등을 언급하였으며, 주유엔대사는 동 대사 방한 중 대통령 예방을
건의함.

주한
미국대사관은 7.29. 구상서를 통해 동 대사의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주선을 요청함.

2. 방한 결과
Walters 대사는 1985.8.7.∼9. 방한하였으며 8.8. 외무부장관을 예방한바, 동 대사 주요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대사 본인도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음. 한국의 가입문제 등과 관련
Gorbachev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 관망 중임.
- 이번 순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국이 유엔에서 소련에 비해 불공평하게 비난받는 일을 중단시키는
것임.
- 제40차 총회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은 미국을 비난하는 제3세계 제국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되, 이들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미국의 입장을 전하고 이들 국가들의 인위적 연대를
깨뜨리는 것임.
-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중국 측에 전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에) 한국의 입장 전달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겠음. 중국 측에 대해 88올림픽 개최국이며 세계 15대 경제대국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권고할 생각임.

UNMCK(UN기념묘지위원회), 1985

| 85-059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43 / 9 / 1~161(161p)

유엔기념묘지위원회(UNMCK) 제12차 정기회의 및 동 소위원회 제34차 및 제35차 회의 관련
내용임.
1. 소위원회
제34차 회의 (1985.4.23. 주한 호주대사관)

- 1984년도 결산보고 이의 없이 채택
- 기타 구좌운영 문제, 소위원회 정족수 조항 개정 문제 등 논의
- 198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에 승인 건의키로 함.
- 기타 감사 임명, 기념묘지 미화 문제, 수표발행 관련 재정규칙 개정문제 등 논의

2. 위원회 제12차 정기회의 (1985.10.23. 부산 유엔기념묘지 Memorabilia Hall)
참석자

- 위원국 11개국 대표(주한대사 또는 대사대리, 남아공은 동경 주재 총영사)와 관리소장
- 한국은 한우석 외무부 정무차관보 참석
주요 결정 내용

- 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 회의록 승인
- 관리소장의 연차 보고서 승인
- 소위원회 보고서 승인
- 1986년도 예산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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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회의 (1985.9.17. 주한 호주대사관)

나미비아의 날 기념행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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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아프리카 제국과의 연대감 강화 및 나미비아의 독립 후 동국과의 관계 수립에 대비, 유엔이
지정한 나미비아의 날(8.26.)에 즈음하여 매년 외무부장관 명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온바, 1985년에도
주유엔대표부와 협의하에 다음 요지의 외무부장관 메시지를 작성, 1985.8.23. 주유엔대표부를 통하여
유엔 나미비아위원회 측에 전달함.
자유와 독립을 위한 나미비아인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지지 재확인
나미비아 관련 유엔 계획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남아공 정부가 내세우는 각종 장애와 구실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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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의 독립 성취를 위한 유엔 나미비아위원회 위원장, 유엔 사무총장 및 비동맹 의장 등의 노력에 대한
경의 표명

2.	나미비아의 날 기념행사는 1985.8.26. 개최되어 유엔 총회 의장, 유엔 사무총장, 안보리 의장, 비동맹
의장, 유엔 나미비아 위원회 의장 대행 등이 기념연설을 하고 메시지 발표가 있었는바,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의 메시지는 해당국 대표가 낭독하고 외무부장관 메시지는 접수 사실을 발표함.
3.	외무부는 동 메시지를 1985.8.22. 아프리카지역 주재 전 공관에 송부, 주재국에 대해 홍보토록 훈령함.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 행사, 1985

| 85-0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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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사무총장은 1985.9.12. 주유엔대사 앞 공한을 통해 11.29.을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유대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정한 1977.12.2. 유엔 총회 결의 등을 언급하고 1985년에 동 기념일 관련 준비 중인 행사
계획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여 옴.
2.	정부는 중동제국과의 유대 증진 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81년 이래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행사에 메시지를 발송하여 왔는바, 1985년에도 다음 요지의 외무부장관 메시지를 작성,
자결권 행사 및 독립 성취를 위한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감 재확인
이스라엘군이 예루살렘을 포함, 1967년 전쟁 이래 점령하고 있는 영토에서 철수해야 하며 자결권과 독립 등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 재확인

유엔
40주년과 1986년 국제평화의 해 지정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탄력을 주게 되기를 희망

3.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유대의 날 행사가 유엔 총회 의장, 유엔 사무총장, 안보리 의장 등 참석하에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의 권리행사 위원회 주관으로 1985.11.29. 개최된바, 중국(구 중공),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등 48개국이 자국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의 메시지를
낭독하였으며 PLO의 Arafat 의장은 메시지를 통해 중동 문제에 대한 유엔 주관 국제회의 소집을 촉구함.
4.	외무부는 1985.11.30.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비동맹국 주재 공관에 상기 외무부장관 메시지를
송부하고 주재국 외무성 전달 및 언론 등에 대한 홍보를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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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1.27.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의 권리행사 위원회’ 의장에게 송부함.

ESCAP 내 PCC(계획조정위) 설립문제, 1985-86

| 85-0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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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3 / 12 / 1~55(55p)

1.	주태국대사는 1985.9.5. ESCAP(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상임대표자문위원회(ACPR)에서
다음과 같은 ESCAP 계획조정위원회(PCC, Programme Co-ordination Committee) 설치에 관한 호주
정부 시안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함.
취지: PCC가 ESCAP 사업계획의 사업 부문 간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총회가
정책문제 토의에 전념토록 하여 전반적인 ESCAP 활동의 강화를 도모

PCC
주요 업무: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 총회 제출, ESCAP 역내 여타 정부 간 기구의 계획과 E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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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간의 관계 고찰 등

2.	외무부는 1985.4.23. 호주 정부의 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ACPR도 사업
계획 및 그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점에 비추어 PCC와 ACPR 간의 관계, PCC 설치에 따른 추가경비
해결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의견을 주태국대사에게 통보함.
3.	주태국대사는 1985.10.21. 개최된 제100차 ACPR 회의에서의 동 문제 협의에서 호주, 일본, 미국 등은
PCC 설치를 지지한 반면, 개도국들은 ESCAP 사무국이 제시한 대안 중 ACPR 기능 확대 또는 총회
기간 중 전원위원회 활용 등의 방안을 지지하였다고 보고함.
주태국대사가 송부한 동 사무국 문서에 따르면 사무국은 ESCAP의 사업계획 조정 기능 향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환영하나 ACPR과 같은 유사 기능 기관의 존재, 총회와 보조기관 간의 현존 균형 등의 문제를 감안,
다음 대안을 제시

- Ad hoc Workshop 활용
- ACPR 기능 강화
- 총회 전원위원회 활용
- 사업계획 조정 및 평가 관련 회원국의 필요를 반영하도록 현재 총회 등에 제출하는 문서를 조정

4.	외무부는 1986.1.11. 상기 ESCAP 사무국의 대안 제시에 따라 이 문제를 종합 검토, 기구 신설보다
PCC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ACPR과 총회 전원위원회의 혼합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태국대사에게 통보함.

ESCAP / ACPR(상임대표 자문위원회) 제94-100차.
Bangkok, 1985

| 85-0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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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3 / 13 / 1~173(173p)

본 문건은 ESCAP/ACPR(Advisory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상임대표 자문
위원회) 제94∼97차, 제99~100차 회의요록인바, 회의별 주요 토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제94차 회의 (1985.4.4. ESCAP 본부, 이하 장소는 같음)
ESCAP 제41차 총회 결과 검토

- 기초위원회와 결의안에 관한 비공식 작업반을 없애고 본회의 및 2개 위원회로 진행한 제41차 총회를
성공적이라고 평가

2. 제95차 회의 (1985.5.17.)
85/86년도 ACPR 작업 계획
제3차 아·태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 각료회의, 농업개발 위원회 제6차 회의(1985.10월), 자연자원위원회 제12차
회의(1985.10∼11월) 등 회의 의제 심의

3. 제96차 회의 (1985.6.27.)
ESCAP 활동(특히, 총회 활동)의 대외홍보 강화 방안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준비

4. 제97차 회의 (1985.8.8.)
유엔 40주년 기념행사 준비

- 국별 위원회 구성 여부 확인 및 국별 문화행사
아·태 통상장관 회의(1986.2월) 관련 문서 준비

5. 제99차 회의 (1985.9.26.)
계획조정위원회(PCC, Programme Co-ordination Committee) 설치 문제
제42차 총회 주제(인적자원 개발 ) 준비
공업기술위원회 제9차 회의 준비

6. 제100차 회의 (1985.10.21.)
ESCAP 사업계획 조정기능 개선 문제
제42차 총회 의제(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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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 인구위원회 제4차 회의(1985.8.) 의제 검토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해운.
운수.통신위원회, 제8차. Bangkok, 1985.1.8-14

| 85-060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3 / 14 / 1~474(477p)

본 문건은 ESCAP/해운·운수·통신위원회 제8차 회의 초청 및 대표 임명 관련 내용과 동 회의
관련 우리 입장, 의제별 자료 등 회의문서와 결과보고 등임.
1.	ESCAP 사무총장은 1984.10.31. 회원국들에게 1985.1.8.∼14. 방콕에서 개최 예정인 ESCAP/해운·
운수·통신위원회(Committee on Shipping,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제8차 회의 참석을 초청
하였으며, 외무부는 주태국대사관에서 참석토록 1985.1.5. 훈령하고 동 회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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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통보함.
(기본입장)
입장을 표명해야할 경우 역내 개도국 그룹의 입장에 동조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해운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 역내 개도국들의 급진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신중히 대처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운·항만 및 내륙수로 개발, 역내 선하주 협력, 개발교육 프로그램, 기술이전
문제 등에서는 개도국의 입장 적극지지
(주요 의제별 입장)

해운·항만
및 내륙수로 개발

- 우리 해운산업이 외형적인 면에서 선진 해운국의 입장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
하고 대신 대개도국 기술이전, 남남협력 등에 중점을 둠.
- 정기선 운임에 관하여는 우리 정기항로와 관련 향후 개선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국의 입장 조사  
해운·항만 및 내륙수로 분야 주요 이슈

- 해운분야 최근의 기술혁신은 전통해운의 존립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바, 역내 선진국 및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기술발전 추이와 내용을 파악

2. 주태국대사는 1985.1.15. 동 회의 최종보고서(ESCAP 사무국 작성) 요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해운기술, 항만운영의 합리화 및 비용절감, 인력개발 등과 관련,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 강화 및 ESCAP의
역할 증진 요망

해운정보
및 하역관계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해운 관계 법령 정비의 필요성 강조
범선 및 연료효율 증진을 위한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항만관리 정보 체제의 중요성 부각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교통.체신장관회의. Bangkok, 1985.1.23-25

| 8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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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3 / 15 / 1~241(241p)

본 문건은 ESCAP/교통·통신장관회의 및 동 준비회의 참석 관련 사항, 결과 보고 및 회의
자료와 아·태 교통통신 10년대 국별 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임.
1. 교통·통신장관회의 및 동 준비회의
ESCAP 사무총장은 1984.10.12. 회원국들에게 1985.1.23.∼25. 방콕에서 개최되는 ESCAP 교통·통신장관회의
(Meeting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및 동 회의 준비를 위해 1.16.∼22.

(교체수석), 주태국대사관 참사관, 교통부 과장 및 외무부 사무관 등 5명을 임명하고 철도관계 고위실무자
회의 대표로 주태국공사와 교통부 과장을, 도로관계 고위실무자 회의 대표로 주태국대사관 참사관과 교통부
사무관 1명을 임명함.

주태국대사(수석대표)는
교통·통신장관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되어 다음 요지 보고서를 채택하였다고 보고함.

- 아·태 교통·통신 10년대를 위한 사업목표 설정
- 동 10년대 계획 이행을 위한 역내 협력 및 국별 계획 조정을 위한 국별 조정위원회(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구성 권고
- 동 10년대 사업 추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시 아·태지역 교통·통신장관회의 수시 개최

2. 국별 위원회 설치
ESCAP 사무총장은 1984.6.1. 공한을 통해 ESCAP 제40차 총회에서 채택된 아·태 교통·통신 10년대 선포
결의안 이행을 위하여 관련 부처로 구성된 국별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함.

주태국대사는
1985.2.19. ESCAP 사무국 사절단이 아·태 교통·통신 10년대 지역협력 방안 협의를 위해
3.9.∼15.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외무부는
1985.4.12. 상기 교통·통신 10년대 사업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 예정인‘대한민국 아·태
교통·통신 10년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외무부 경제기구과장과 사무관 1명을 교통부에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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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에서 각각 개최되는 도로 및 철도 관계 고위실무자 회의 참석을 초청하여 옴.

외무부는
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5.1.10. 교통·통신장관회의 대표로 주태국대사(수석대표), 주태국공사

ESCAP / SNPA(최후진국 지원) 을 위한 고위대표
회의. Bangkok, 1985.1.26-2.1

| 8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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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3 / 16 / 1~120(120p)

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은 1984.11.21. 회원국들에게 1985.1.28.∼31. 방콕에서
개최되는 ESCAP/최후진국을 위한 SNPA(Substantial New Programme of Action) 관련 고위급 회의 참가를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경제기획원 과장 1명과 주태국대사관
재무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동 회의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SNPA 검토, 조정을 목적으로 1985년 개최 예정인 최후진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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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정부 간 그룹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임.

SNPA는
최후진국의 산업구조 조정, 저소득층을 위한 적절한 최저생활수준 확립 등을 목적으로 금융·재정,
기술, 자원동원 등 분야를 포함한 최후진국 지원 계획임.

2.	동 회의는 1985.1.28. 역내 최후진국 6개국(아프가니스탄, 부탄, 라오스, 몰디브, 네팔, 사모아)과 한국,
미국, 일본, 소련, 중국(구 중공) 등 17개국과 UNCTAD, UNDP, UNIDO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방콕에서 개최된바, 한국 대표는 SNPA 관련 다음 요지의 입장을 표명함.
한국의 경제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후진국 지원에 최대 노력하겠음.
선진국들이 198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SNPA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함.
최후진국 지원은 지원 국가의 능력과 최후진국의 개발 여건이 상이하므로 개별 후진국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인력
양성이 최후진국의 경제 성장에 필수적 요건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그간 축적 해온 우리의 경험과
기술 제공을 계속할 것임.

3.	회의 참가 대표단(경제기획원 사회개발계획과장)은 귀국 보고서를 통해, 동 회의 주요 의제(SNPA
이행실적 검토 및 권고사항) 토의 내용을 다음 요지 보고함.
SNPA 행동강령 채택 이후에도 최후진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상태가 불만족스러움.
SNP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80년대 후반기에 ODA의 대폭 증액, 자금 공여 조건의 개선, 기술이전 촉진
등이 필수적임.

80년대
후반기 성장률 및 자원동원 능력을 감안한 정책대안 제시
동 정책대안 달성에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력개발 투자 강화,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
ODA 증액 등 최후진국에 요구되는 사항과 지역 및 국제적 협력 필요사항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ESCAP
총회에 요청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환경
관계 각료급회의. Bangkok, 1985.2.11-12

| 8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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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3 / 17 / 1~302(302p)

1.	ESCAP 사무총장은 1984.11.12. 회원국들에게 ESCAP 제40차 총회 결정에 따라 1985.2.11.∼12.
개최되는 환경관계 각료급회의(Ministerial- level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in Asia) 및 동 회의
준비를 위해 2.6.∼9. 방콕에서 개최되는 고위실무자 회의 참석을 초청함.
2.	외무부는 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 1985.1.14. 환경청 차관(수석대표), 주태국대사관 공사(교체수석),
환경청 과장, 주태국대사관 재무관, 외무부 및 환경청 사무관 각 1명 등 6명을 환경관계 각료급회의
임명하고 회의에 임하는 기본 방침을 다음 요지 훈령함.
ESCAP 사무국 작성 아·태 환경상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환경보전법 제정
(1977년), 환경청 설립(1980년) 등 한국의 환경 분야 활동 소개

천연자원
분야에서 특히 인접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아시아 환경관리 선언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 표명

- 동 선언 중 ‘아시아 환경협의회’ 설립 문제는 기존 환경기구 및 조직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극
적인 자세를 취하고 투표에 회부될 경우 토의 진행상황 및 회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표단이 결정

3.	환경관계 각료급회의가 1985.2.11.∼12. 개최되었으며 한국은 여타 6개국과 함께 부의장으로 선임된바,
동 회의 참가 보고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결과

- 인구, 자원, 환경 및 개발의 조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간 협력 촉구
- 인간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선언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 채택
관찰 및 건의

- ESCAP의 환경 문제 부서와 유엔환경계획(UNEP) 간에 아·태지역 환경 업무를 위요한 주도권 경쟁 및
군비 경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위요한 미·소 간 대립 등 국제기구 간 및 동·서 간 대립 노정
- 제41차 ESCAP 총회에서 논의된 환경 및 인간정주위원회 별도 설립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 정립 필요
- 환경 분야 협력활동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에 본부 고위급 대표 계속 파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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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 환경청 과장과 주태국대사관 재무관 및 외무부, 환경청 사무관을 고위실무자 회의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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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1차. Bangkok, 1985.3.19-29. 전3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4 / 1 / 1~170(171p)

1.	Kibria ESCAP 사무총장은 1984.12.3. 회원국들에게 제41차 총회가 1985.3.19.∼29. 방콕에서 개최되며
총회 주제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개발을 위한 기술’을 주요 토의 의제로 다음과 같은 실질문제가
토의될 것이라고 알리고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ESCAP 지역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정책 및 조망
아·태지역에서의 개발을 위한 기술에 관한 동경계획 이행
676

아·태 교통통신 10년(1985∼1994) 이행 진전 및 추가 행동 검토
1985 사업계획 변경 및 86∼87년도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

2.	정부는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1985.3.7. 손수익 교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좌수 주태국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임명하고 주태국대사에게 통보한바, 동 대표단에는 아래 부처 직원이
포함됨.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동력자원부, 교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환경청, 보건사회부

3.	외무부는 1985.3.6. 각료급 수석대표를 파견하는 만큼 한국이 부의장국으로 선출되도록 사무국
인사들과 사전 교섭할 것과 아·태 잡곡류연구센터(CGPRT) 집행이사국 피선 교섭을 전개할 것 등을
주태국대사에게 훈령함.
4.	외무부는 또한 총회 의제별 입장, 수석대표 기조연설 등에 관하여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1985.3.13. 총회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수석대표가 3.20. 예정된 기조연설에서 보호주의 장벽
제거 필요성, 남남협력의 본보기로서 방콕협정 활성화 필요성, 기술개발에 관한 동경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기술 및 경협 제공 용의, 아·태 교통통신 10년대 사업 추진 관련 한국의 노력 등을 언급할 예정
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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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1차. Bangkok, 1985.3.19-29.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4 / 2 / 1~240(240p)

본 문건은 ESCAP 제41차 총회(1985.3.19.∼29.) 한국 대표단의 회의 경과 전문 보고와 대통령 앞
총회 참석 보고 등 총회 결과 보고 관련 내용임.
1. 회의 경과 보고 요지
총회는 36개 회원국과 6개 준회원국 및 옵서버국과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 제1전원위원회,
제2전원위원회로 나누어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은 중국(구 중공), 일본, 인도 등 12개국과 함께 부의장국

한국 대표의 반박 발언 및 피지, 스리랑카 등의 한국 지지 발언이 있었으며 의장과 사무총장의 조정으로
관련 국명을 밝히지 않은 채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모든 대표단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보고서 초안을 채택
하였으며 본회의는 3.20. 동 보고서를 이의 없이 승인함.

주요
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총회 주 의제인 ‘개발을 위한 기술’과 관련, ‘ESCAP 기술행동계획’의 이행 촉구
- ‘아·태 교통통신 10년대’ 개시를 선언하고 아·태 환경장관회의(1985.2.4.∼12.) 산물인 환경관리 선언을
추인
- 브루나이와 투발루의 정회원국 가입을 승인하고 ‘인력자원 개발’을 차기 총회 주제로 결정

2. 총회 참석 보고(3.31. 대통령 앞 보고 및 4.17. 종합보고) 요지
한국 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는 3.19. ESCAP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각국 수석대표와 함께 태국 국왕을 알현하였으며 3.20.
기조연설 시행
- 대표단은 ‘아·태지역 개발을 위한 기술에 관한 동경계획 이행’ 등 제반 의제 토의 시 발언 등 적극 참여
종합관찰

- 17개국이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파견한바, 아·태지역 유일의 지역협력기구로서의 ESCAP의 중요성 반영
- 무역 문제를 둘러싼 선·개도국 간 대립과 동·서 진영 간 정치대립 현상 부각
건의 사항

- 대ESCAP 활동 강화 및 ESCAP 회의에 분야별 전문가 파견
- 예상되는 북한의 ESCAP 가입 신청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 ESCAP에 대한 기여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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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출됨.

3.20.
개최된 신임장위원회에서 몽골, 라오스 등이 한국 대표권에 대한 유보 발언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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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1차. Bangkok, 1985.3.19-29. 전3권.
V.3 참가자료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4 / 3 / 1~306(306p)

본 문건에는 제41차 ESCAP 총회(1985.3.19.∼29. 방콕) 참가 자료로서 대표단 명단, 회의 의제
및 토의 일정, 훈령, 수석대표 기조연설 문안, 의제별 발언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는바, 훈령 및
수석대표 기조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훈령(기본 입장)
ESCAP 활동 적극 참여 의사 표명
678

- 선발개도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한국의 위치를 감안, 앞으로도 계속 ESCAP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중점 토의사항인 과학기술·교통·통신협력과 관련, 동 분야에서의 한국의 발전상과 ESCAP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고 경제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한국 대표권 문제 반박

- 한국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여 대표권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 우리가 1949년 이래 ESCAP 활동에 성실히
참하여 온 역사적, 현실적 정당성을 적시하고 회의 진행 방해를 삼가고 ESCAP 사업에 대한 실질적 기
여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는 요지로 반박
- 국명 지칭이나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이 대표권 유보 발언을 하는 경우 반론을 제기치 않음.
회원국 간 역내무역 강화

- 선진국의 보호주의 장벽 관련, ESCAP 회원국 간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역내무역 강화의 긴요성을 역설
- 역내무역 강화에는 방콕협정의 활성화가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동 협정 확대협상(1985.5월, 서울)에 다수
회원국의 참여 촉구

2. 수석대표 기조연설 문안
보호무역주의 철폐 필요성 강조

- 한국의 무역자유화 및 관세인하 정책 소개
남남협력의 본보기로서 방콕협정의 활성화 필요성 설명 및 다수 회원국의 동 협정 확대협상 참여 촉구
개발을 위한 기술에 관한 동경 프로그램 이행 중요성 강조 및 한국의 노력 소개
아·태 교통통신 10년대 사업 추진의 중요성 강조 및 한국의 교통·통신 정책 소개
브루나이의 정회원국 참가 환영 및 투발루의 정회원 가입 지지

| 85-0607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REDP(지역에너지개발계획) 운영위원회, 제3차.
Kuala Lumpur(말레이지아) 1985.10.7-9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4 / 4 / 1~60(60p)

1.	ESCAP 사무차장은 1985.8.21. 공한으로 10.7.∼9.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ESCAP/
REDP(지역에너지개발계획 : Regional Energy Development Programme)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참가를 초청하여 옴.
2. 외무부는 동력자원부와 협의, 동력자원부 직원 1명을 대표로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예정인 한·미 석탄이용 워크숍(1986.10.15.∼16.)에 참관 초청

제4차
REDP 운영위원회 한국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검토하여 회보하겠다는 입장 표명

3. 동 회의 참가 보고서 중 운영위원회 결과와 건의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음.
운영위원회 주요 의제 토의 결과

- 제1차 사업(82∼83) 실적 평가: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수립 지원, 대체연료의 개발·이용, 신재생 에너지 및
농촌에너지 개발·이용 등 분야에서 당초 선정된 28개 사업 중 19개를 완료하여 대체로 성공적
- 제2차 사업(84∼86) 진행 검토: 3개 부문 총 19개 사업 중 14개를 착수함. 한국 대표는 산업 부문에서의
석탄 이용에 관한 훈련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한·미 석탄이용 워크숍(1986.10.15.∼16.)에 회원국의
참관을 초청
- 2단계 사업(87∼91) 프로그램 확정을 위한 사무국의 활동 검토: 동 사업 관련 제1차 워크숍의 결론 및
건의사항과 제2차 워크숍 계획 논의
건의 사항

- ESCAP 활동 적극 참여
- ESCAP/REDP 프로그램과 국내 정책연구 활동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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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에너지 개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최대한 반영
REDP 제2차 사업 중 산업부문 석탄 이용 훈련 사업을 한국이 유치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서울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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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
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1차. 서울, 1985.6.3-7.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4 / 5 / 1~354(354p)

본 문건은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ESCAP 역내 개도국 간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1975.7월
체결, 1976.6월 발효한 방콕협정의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상 관련 내용임.
1.	1984.7월 방콕에서 개최된 방콕협정 제13차 상임위는 조속한 시일 내 방콕협정 확대협상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리랑카 각료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방콕협정 가입 유도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재무부는 1984.7.21. 외무부에 1985.4∼5월 중 서울에서 동 확대협상 회의를
680

개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견 없음을 통보함.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 하에 상기 확대협상 제1차 회의 개최 준비 문제, 가입 유도 사절단의 가입 권유
대상국 순방 문제 등에 관하여 ESCA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및 방콕협정 회원국 등과의 협의를 진행함.

UNCTAD가
가입 유도 사절단 순방 경비 지원이 불가하다 함에 따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한국
정부 부담으로 순방키로 하였으며 서남아 국가에 대하여는 스리랑카의 경비 부담으로 순방토록 추진함.

2.	재무부는 방콕협정 확대협상 제1차 회의를 1985.5.13.∼17. 개최로 계획한 바 있으나, 스리랑카(보안
성장관) 측의 가입대상국 순방 일정, ESCAP 사무총장의 일정 등을 고려, 동 회의 개최 일자를 6.3.∼7.로
변경함.
3.	한국 측 교섭단은 정민길 외무부 본부대사를 단장으로 외무부 직원 1명과 ESCAP 무역국장, UNCTAD
직원이 참여하여 1985.4.16.∼27. ESCAP 사무국(방콕) 및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방문한바, 방문국 반응과 교섭단의 관찰 및 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방문국 반응)

태국:
서울 회의에 태국 상무성 과장 및 주한 공관원 파견 약속
인도네시아

- 방콕협정과 ASEAN의 상호보완성은 인정하나 오랜 협상을 요하는 다자협정보다는 쌍무적 협력이 바람직
- 교섭단의 설명을 토대로 방콕협정을 분석하여 입장을 재검토 예정
말레이시아

- 역내 협력 채널이 너무 다기화되어 노력, 시간의 낭비와 대선진국 협상력 약화가 문제
- 동료 ASEAN 국가들과 협의하여 방콕협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검토 예정
필리핀: 쌍무적 협력이 바람직하겠으나 한국이 필리핀의 참석을 요망하고 있으므로 양국 간 친선관계를
고려, 참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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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
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1차. 서울, 1985.6.3-7.
전2권. V.2 각국대표단 참석 및 회의결과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4 / 6 / 1~237(237p)

1.	정부는 관세·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통한 ESCAP 역내 개도국 간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1976.6월
발효한 방콕협정(회원국: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의 회원국 및 양허품목 확대를
위한 방콕협정 확대협상 제1차 회의(1985.6.3.∼7. 서울)에 다수 국가의 참여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함.
외무부는 1985.3.5. 동 회의 참여를 권유하는 재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파키스탄,
이란 등 7개국 주재 공관에 송부하고 주재국 관세정책 담당부처 장관에게 전달토록 훈령하였으며, 5.9.에는
재무부차관 또는 재무부 관세국장 명의 서한을 주제네바, 브루나이, 피지대사 등 12개 공관에 송부하여 주재국

방한, 서울 회의 개회식과 회원국 대표 비공식 협의에 참석하고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교통부장관 예방
등 일정을 가짐.

2.	방콕협정 확대협상 제1차 회의가 1985.6.3.∼7.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에는 회원국 4개국(라오스
불참)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비회원국(옵서버) 8개국, ESCAP과 UNCTAD(유엔
무역개발회의) 등 국제기구가 참가한바,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비회원국 다수 참가

- 8개 비회원국의 참가로 역내 무역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역협정으로의 발전 계기 마련
확대협상 목표설정 합의

- 양허 품목 및 양허 폭의 대폭 확대 합의
- 비관세 장벽 철폐협상 개시
양허품목 상호 교환 및 예비 토의
전담 사무국 설치

- 전담 사무국 설치 필요성에 원칙적 합의
- 적절한 시기에 각료 회합을 통해 협상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합의
비공식 합의

- 스리랑카 방위성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입 교섭 사절단을 1985.10월경 이란, 파키스탄, 중국(구 중공)에
파견키로 합의
방콕협정 확대협상을‘Seoul Round’
로 명명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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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제기구(UNCTAD)의 참가를 교섭토록 훈령함.

재무부는
방콕협정 확대협상 서울 회의에 ESCAP의 Kibria 사무총장을 초청하였으며 동 총장은 6.2.∼6.

ESCAP / 인구위원회, 제4차. Bangkok, 1985.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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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4 / 7 / 1~59(59p)

1.	1985.5.16. 주태국대사는 8.13.∼19. 방콕에서 개최되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인구
위원회(Committee on Population) 제4차 회의 초청장을 송부해 온바,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역내 국가의 인구 동태와 인구 정책 및 계획 검토
현안 문제와 지역 활동 검토
인구와 개발에 관한 1984년 국제인구회의와 아·태지역 행동강령 검토
사업계획 검토(84∼89 중기계획 수정 및 86∼87 계획 설명)
682

제5차 회의 주제 검토

2.	외무부는 1985.7.22. 보건사회부와 협의, 보건사회부 직원 1명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부원장을 상기
회의 정부대표로 임명,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ESCAP에 통보토록 하고 대표단에 다음 요지 훈령함.
인구 문제 대책 및 가족계획 전략과 관련된 의제 토의에 적극 참여,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알리고 최대한
반영
인구 정책 분야 각국의 최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의 인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토록 함.
회의 의장단 선출 시 우리에게 호의적인 국가 대표가 선출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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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공업,
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위원회, 제9차. Bangkok,
1985.9.10-16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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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44 / 8 / 1~114(114p)

본 문건은 ESCAP/공업, 기술, 주거 및 환경위원회(Committee on Industry, Technology, Human
Settlements and the Environment) 제9차 회의 참석 관련 내용과 의제 검토 자료 및 회의 문서
등임.
1.	ESCAP 사무총장은 1985.5.31. 회원국들에게 9.10.∼16. 방콕에서 개최되는 공업, 기술, 주거 및
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 참석을 초청해 온바, 외무부는 주태국대사관에서 참석토록 훈령하고 동 회의
인간주거: 산업의 중심지가 도시인 까닭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개도국의 보편적인 현상인바,
다음 방안 등 모색 필요함.

- 단기적으로 도시 공간 이용 계획에 따라 소·중형 주택 건설로 수용 능력 확장
- 농촌주택 개량으로 농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개도국 간 협력 체제 수립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업기술

- 각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정책 마련에 ESCAP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
- 한국이 아·태 기술이전센터(APCTT) 집행위원회 위원국으로 참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견지

2.	ESCAP 사무총장은 1985.6.11. 별도 공한으로 ESCAP 환경 관계 각료급회의(1985.2월, 방콕)에서 채택된
선언문 및 행동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를 회원국에 요청하고 각국별 후속조치 현황이 상기 제9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힘.
외무부는 환경청이 시행 중인 환경 관련 주요 업무 소개 자료를 8.12. 주태국대사관에 송부, 회의에서 활용토록
조치함.

3.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1985.8.6.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동국이 상기 제9차 회의에서 아·태 인간정주
재정자문기관(Financial and Advisory Institution for Human Settlements in Asia and the Pacific) 설립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환경청에 동
결의안 검토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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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제에 관한 다음 요지 기본입장을 의제별 발언 자료와 함께 주태국대사관에 송부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농업
개발위원회, 제6차. Bangkok, 198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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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44 / 9 / 1~111(111p)

본 문건은 ESCAP/농업개발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al Development) 제6차 회의
참가 결과 보고 및 ESCAP 작성 회의보고서 초안과 여타 의제 자료, 사무총장의 개회사 등 회의
관련 문서임.
1.	주태국대사는 1985.6.19. 외무부에 10.1.∼7. 방콕에서 개최되는 농업개발위원회 제6차 회의 초청장
및 관련 참고자료를 송부하고 동 회의 대표단 명단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주태국대사관에서
684

참석토록 훈령함.
2.	주태국대사관은 1985.10.10. 상기 회의 참석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한국 대표 발언 내용)

수자원
개발

-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증가에 따른 원양어장 축소 현황을 설명하고 수자원 보유 원양어업국과 선진
기술 보유 원양어업국 간 자원보존, 기술개발 등을 위한 협력 제의
- 1968년 이후 한국이 실시해 온 대연안국 수산개발 지원 상황 소개
농촌 개발

- 소외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ESCAP 및 ILO(국제노동기구)의 공동노력 환영 및 이에 대한 협조
용의 표명
-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 농외 소득원의 개발 및 영세농가 지원시책 등 한국의 농업개발 시책 설명
식량 및 농업 관련 작업계획 및 우선순위

- ESCAP의 농업 관련 활동계획에 해양자원 관리를 위한 유엔해양법 후속조치를 포함할 것을 주장
(건의 사항)

잡곡류연구개발센터(CGPRT)에
대한 한국의 연간 기여금(현 15,000달러) 증액
대연안국 수산개발 지원(연수생 초청 훈련 등) 계획을 ESCAP 활동과 연계하여 대ESCAP 활동 참여 강화
효과 도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WMO
태풍위원회 회의, 제18차. 북경, 1985.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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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4 / 10 / 1~144(144p)

1.	ESCAP 사무총장은 1985.7.25. 회원국들에게 ESCAP이 세계기상기구(WMO)와의 협조하에 10.8.∼14.
북경에서 개최하는 태풍위원회(Typhoon Committee) 제18차 회의 참가를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건설부 토목기정 1명과 중앙기상대 기상연구관 1명을 정부대표로 9.13.
임명, 파견함.
외무부는 중국(구 중공) 입국 비자 획득 문제 관련, ESCAP 사무국과 협조토록 주태국대사관에 훈령하였으며
한국 대표단은 10.7.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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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으로부터 입수하였다고 1985.9.21.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사실 확인을 주태국대사에게
훈령함.
주태국대사는 ESCAP 측에 의하면 평양 주재 UNDP(유엔개발계획) 대표로부터 북한의 옵서버 참가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접수하여 회원국 의견을 타진 중인바, 중국과 월남 2개국 정부만 호의적으로 회신하였으며
ESCAP 사무국은 각 회원국의 의견을 종합, 최종 결정 예정이라고 9.25. 보고

외무부는
동 회의 성격과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 간의 접촉 현실 등을 감안, 북한이 회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옵서버 참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대표단에 훈령하는 한편 ESCAP 측에도 통보

주태국대사관은
동 회의 참석 후 10.17. 귀임한 ESCAP 관계관에 의하면 북한의 참가를 적극 환영한 국가가
2개국에 불과하여 북한을 초청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회의 개최 전에 중국 측에 설명한바, 중국 측은 이해한
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회의에서도 동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보고

3.	동 회의 참가 대표단(중앙기상대)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상 및 수문학 등 분야에서의 1985년도 태풍위원
회 활동 등 의제 토의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함.
태풍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장비 수원과 기술 전수를 증진하고 미수교 국가와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
협력 도모

태풍예보
연구 및 태풍재해 방지 분야 활동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동 위원회 참가에 대비한 우리의 입장 강화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일대사는 북한이 상기 회의 옵서버 참가를 신청하였다는 정보를 대사관 관계관이 일본 외무성

| 85-0614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 각료회의,
제3차. Bangkok, 1985.10.9-15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4 / 11 / 1~157(157p)

본 문건은 ESCAP/제3차 아·태지역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 각료회의(Asian and 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and Social Development) 및 동 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실무
회의 참석 관련 내용과 회의 자료임.
1.	ESCAP 사무총장은 1985.5.30. 회원국들에게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 분야 협력관계 증진방안 토의 및
각국별 실적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아·태지역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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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회의(10.9.∼12.) 및 각료회의(10.14.∼15.)가 방콕에서 개최됨을 알리고 동 회의에 각료급 수석
대표와 관련 분야 고위관리의 참석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10.1. 정기국회 회기와의 중복 등 사정으로 각료급 대표 파견이 어려움에 따라 주태국
대사를 수석대표, 주태국공사를 교체수석 대표로 하고 외무부 직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하고 ESCAP에 통보함.
3.	한국 대표단은 고위실무자 회의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및 동 이행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수석대표
(주태국대사)는 10.14. 각료회의에서 다음 요지의 기조연설을 행함.
1960∼70년대 경제발전이 전반적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

이에
따라 1980년부터 복지국가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복지 및 개발 분야에 역점을 둔 경제사
회발전 계획을 시작한바, 지난 5년간 계층 간 소득 격차 해소, 지역 및 산업별 균형발전, 의료, 교육 등 사회
복지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둠.

한국
정부는 사회개발 분야에서의 지역협력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향후 ESCAP을 통한 지역협력에
적극 참여, 우리의 개발 경험 등을 공유할 용의가 있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국제
이주에 관한 학술회의. Bangkok, 1985.10.15-21

| 85-061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4 / 12 / 1~155(155p)

1.	ESCAP 사무국은 1985.8.28. 공한을 통해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의 재정 지원으로 ESCAP이
10.15.∼21. 방콕에서 개최하는 아·태지역 국제이주에 관한 학술회의(Policy Workshop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참가를 초청하였으며, 외무부 영사교민국 직원 1명이 동 회의에
참가함.
2.	동 회의 참가 보고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본국에서의 대책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금번
회의는 이 분야 학자와 정책 입안자가 함께 상기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통가 등 9개국의 학자 및 정부관리와
ILO, UNESCO 등 국제기구 대표 참석
(주요 토의 내용)

정부와
기업체의 정책

- 회귀 후 취업기회 불충분 및 자녀교육 문제, 송금 관리 등이 회귀 이주자가 직면하는 문제로 지적되었
으며 각국이 이러한 문제 관련 시행 중인 대책을 소개
국제이주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회귀 이주자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 축적한 부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해외취업 확대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안전밸브로 인식
(권고 의견서 채택)

ESCAP은
향후 5년 동안 ESCAP 지역으로부터 송출되는 취업 이주자의 수와 구성을 분석하고 중동지역의
노동수요를 예측하는 보고를 작성토록 함.

송출국과
수민국 정부는 국제 노동이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후원하에 연례회합을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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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 배경)

최근
중동 건설경기의 퇴조로 이 지역에 진출했던 건설인력이 송출국으로 회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천연
자원위원회 회의, 제12차. Bangkok, 1985.10.29-11.4

| 85-061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4 / 13 / 1~122(122p)

본 문건은 ESCAP/천연자원위원회(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제12차 회의 참석 관련
내용과 의제 등 회의 자료임.
1.	ESCAP 사무총장은 1985.6.28. 회원국들에게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천연자원과 에너지 분야를 논의
하게 될 제12차 천연자원위원회(10.29.∼11.4. 방콕)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동력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9.20. 동력자원부 채광기좌 1명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원담당 선임부장을 동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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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로 임명함.
2.	동 회의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구 중공), 소련 등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985.10.29. 개막한바, 한국 대표단에 대한 주요 의제별 훈령은 다음과 같음.
아·태지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추세와 현안)

- 한국이 대륙붕 탐사를 행하고 있고 또한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석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역내
탐사활동 강화가 바람직함을 표명하고 역내 국가 간 협력강화와 공동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함이 바람직
육·해상 광물자원의 평가, 개발, 관리 및 지질조사 관련 회원국 활동

- 역내 개발 동향에 관한 정보는 정책방향 설정 등에 매우 유익하므로 보고서를 검토, 관심 있는 국가의
자료를 상세 입수
- 자금 확보에 관한 사례는 향후 해외개발 시 참고가 되므로 상세 정보 수집
ESCAP 관련기구 활동 보고

- RMRDC(광물자원개발센터)의 경우 회원국 분담금 인상 요청이 있을 것인바, 이에 관한 우리 입장은
추후 확정
중기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

- 특별히 추가할 사항은 없으나, 가급적 광물자원에 관한 사업을 우선하자는 의견 제시가 바람직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통계
위원회 회의, 제6차. Bangkok, 1985.11.19-25

| 85-061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4 / 14 / 1~83(83p)

본 문건은 ESCAP/통계위원회(Committee on Statistics) 제6차 회의 초청 및 대표단 임명 관련
내용과 참석 보고서, 한국 대표 발언문, 의제 및 관련 회의자료 등임.
1.	ESCAP 사무총장은 1985.9.4. 회원국들에게 11.19.∼25. 방콕에서 개최 예정인 ESCAP/통계위원회
(Committee on Statistics) 제6차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경제기획원 통계관리관과 한국은행 물가통계과장을 대표로 임명, 파견함.
689

역내 통계활동 검토

- 통계전문가 회의에 소요되는 자원으로 다른 활동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으나 전문가
회의가 매우 유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많은 나라가 반대하였으며 통계전문가 그룹의 필요성 및 목적이
이미 심도 있게 다루어진 바 있는 점 등에서 통계전문가 회의 유지에 합의
국가통계능력 개발

- 통계의 생산자와 이용자 간의 대화가 통계능력 개발에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ESCAP 사무국이 통계의
생산자와 이용자 간의 국가조정기능에 대한 조사를 실시,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권고
경제통계 개발

- 사무국의 국민계정 검토 및 개발에 관한 지역 세미나 개최 계획에 동의
인구 및 사회통계 개발

- 인구통계 관련, 센서스 각 단계에서 이용자와의 정기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센서스 결과
의 타당성 확보에 유용한 방법이라는 데 동의

3.	ESCAP 통계과장은 상기 회의 우리 대표 앞 1986.2.28.자 서한을 통해 동 회의 채택 결의안이 제42차
ESCAP 총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대표단의 회의참가 보고서(1985.12월)상 동 회의 주요 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ESCAP / 무역촉진 기관 대표 회의. Bangkok,
1985.12.3-6

| 85-061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4 / 15 / 1~63(63p)

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은 1985.9.23. 공한을 통해 12.3.∼6. 방콕에서 개최되는
ESCAP/무역촉진기관 대표 회의(Meeting of the Officials of National Trade Facilitation Bodies) 참석을
초청해 옴.
2.	동 회의는 ‘국제무역에서의 재화이동 촉진조치에 관한 세미나’ (1981.11월)에서 ESCAP이 역내 무역
촉진기관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네덜란드의 재정 지원으로 개최하게 된바, 회의 주요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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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음.
무역촉진에서의 유엔의 역할 등에 관한 일반 토의
각국의 무역촉진 활동 현황
무역촉진 분야에서의 유엔의 성과와 현황
무역촉진에 대한 국제협정의 역할
무역촉진 관련 세관 분야에서의 성과

3.	외무부는 상공부와 협의, 상공부와 대한무역공사 직원 각 1명을 동 회의 대표로 1985.11.18.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회의 의제 토의에 적극 참여, 역내 무역 촉진을 위한 우리의 입장 및 정책을 발표하여 국익 증진에 기여
참가국의 국별 무역촉진 현황 및 정책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우리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

4. 상기 회의 참가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아래 요지의 권고안 채택

- ESCAP 역내 국가 간 무역촉진 네트워크 구성
- 효율적인 무역촉진 활동을 위해 정보처리 및 전달수단의 전산화 추진 및 무역촉진 관련 합의된 국제
협정의 이행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ESCAP 역내 국가들에게 무역촉진 활동의 중요성 및 유용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개최
- 이제까지 한국에서의 수출입 절차 간소화 노력은 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각종 인·허가, 추천업무에
중점이 두어졌으나 향후 무역 관련업계(상사, 금융, 보험, 운송) 및 세관 분야에서의 절차 간소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85-0619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RNAM(농기계지역망사업) 운영위원회, 제8차.
Manila, 1985.12.4-6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4 / 16 / 1~44(44p)

1.	ESCAP 사무총장은 1985.10.16. 회원국들에게 12.4.∼6. 방콕에서 개최되는 ESCAP/농기계지역망사업
(RNAM, Regional Network for Agricultural Machinery) 제8차 운영위원회 참가를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농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11.18. 농수산부 직원 1명을 정부대표로 임명, 파견함.
2. 정부 대표의 동 회의 참가 보고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일반 사항

토의 내용

- 제7차 운영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기여금에 관하여 발표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와 이란, 그리고 후원국 호주가 자국의 기여금 수준을 밝힘.
- 예산안 채택: 85년도 예산 개정 요구 및 86년도 예산 승인
- 제4단계(87∼91) 사업계획 채택: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서류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1986.4.10.까지 사업계획안을 완성토록 결의
- 네팔의 회원가입 승인: 1987.1월부터 네팔의 RNAM 사업 참여를 승인하고 ESCAP/RNAM이 네팔을 포함,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토록 요청
건의

- RNAM 사업 회원국과의 기술교류,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분야 해외시장 동향 파악과 경제협력
증진을 기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 계속 참여가 요망되며 한국의 위상 등을 감안, 동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여금은 1985년도 증액된 수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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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란, 파키스탄 등 7개 회원국과 일본, 호주 등 2개 지원국,
UNDP 등 4개 국제기구 참석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해운.
운수.통신위원회, 제9차. Bangkok, 1985.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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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5 / 1 / 1~229(229p)

1.	ESCAP 사무총장은 1985.9.20. 공한으로 12.10.∼16. 방콕에서 개최되는 ESCAP/해운·운수·통신
위원회(Committee on Shipping,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제9차 회의 참석을 초청함. 사무총장은
동 회의가 아·태 교통·통신 10년대(1985∼94) 선포 이후 첫 회의임을 강조하고 고위급 대표 파견
을 희망한바,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교통부문 발전계획, 철도와 철도수송 등 분야별 주요 이슈 검토
아·태 교통·통신 10년대(85∼94) 이행 관련 주요 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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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11.27.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교통부 수송관리과장과 체신부 사무관 등 2명을 동
회의 대표로 임명, 파견함.
3. 대표단의 회의 참가 보고서 및 활동 보고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토의 내용)

분야별
주요 이슈 검토

- 교통부문 중·장기 발전계획: 아·태지역 교통통신망도 편집, 발간 및 컨테이너 수송과 철도·해상 연계
수송을 위한 장기 투자계획 필요성 검토
- 철도와 철도수송: ESCAP 역내 철도 연결 사업인 아시아 횡단철도 프로젝트, 아시아 철도 마스터 플랜
강화
- 도로와 도로수송: Asia Highway 단절구간의 연결 건설 촉구
- 항공 화물수송: 회원국별 항공화물시설 이용 극대화를 위한 ESCAP의 지원 요청
- 내륙수송의 컨테이너화: 표준 컨테이너의 근본적인 변경 필요성 검토
- 관광: ESCAP과 WTO(세계관광기구) 간 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의 중요성 강조
아·태 교통·통신 10년대(85∼94) 이행 관련 주요 이슈 검토

-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과 연관된 교통통신 계획의 통합 등 9개 우선분야 선정
- 국제기구 간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해 1986년에 소집될 국제기구 간 고문단 설립 지지
(대표단 활동)

12.12.
회의에서 한국의 관광시책 방향과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대비 관광정책, 관광 기반시설 확대계획
설명
(평가)
한국의 교통체신 분야 기술수준 향상과 ESCAP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동 회의 적극 참가가 요망됨.
동 회의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바, 한국도 좀 더 폭넓게 참여할
필요가 있음.

ESCAP / 다국적 기업에 관한 정부 간 회의. Bangkok,
1985.1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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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5 / 2 / 1~84(84p)

1.	ESCAP 사무총장은 1985.10.28. 공한을 통해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발계획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2.19.∼23. 방콕에서 개최되는 다국적기업에 관한 정부 간 회의(Ad Hoc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참석을 초청해 온바,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에 관한 협상 현황 및 미결 이슈
다국적기업 관련 문제에 대한 지역협력

2.	외무부는 1985.12.9. 재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재무부 직원 1명을 상기 회의 정부대표로
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다국적기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동 행동규범 검토 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 국익 증진에 기여

다국적기업
분야에서의 여타 회원국의 정보 및 최신 자료를 수집, 우리의 동 분야 정책수립 및 시행에 기여

3. 한국 대표가 1985.12.30. 작성, 제출한 회의 참가 보고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토의 내용)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가 협상 현황과 다국적기업의 정의 및 행동규범 적용범위 등 미합의 분야를 설명
- 미국은 동 행동규범이 기업의 소유형태(사유/국유)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
원칙 면을 언급하였고 중국(구 중공)은 1974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신국제경제질서(NIEO)의 행동강령
이 다국적기업의 활동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다국적기업 관련 문제에 대한 지역협력

- ESCAP/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 공동작업반이 다국적기업 관련 해외투자정책의 상호조정과 규제,
지역 간 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 다국적기업에 관한 정보체계 수립이 시급함을 역설하였으며 각국
대표는 자국의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정책 소개
(종합 평가)

이번
회의는 1986년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및 특별회의 대비, 아·태지역 국가들의 의견을 통일하여
협상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각국의 의견이 상이하여 다국적기업의 정의 등 현안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함.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가까운 시일 내 통일안이 제정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련
회의 참가는 각국 투자제도에 대한 정보 입수, 대개도국 경제협력 기반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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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중공 개최 ESCAP 세미나 및 훈련과정 참가 문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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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경제기구과/동북아2과

MF번호

2015-45 / 3 / 1~119(119p)

본 문건은 중국(구 중공)에서 개최되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세미나 관련,
미수교국 개최 세미나 참가에 대한 동의 문제 등 외무부와 과학기술처 간의 업무협조 내용임.
1.	계획, 관리 및 의사결정을 위한 원격탐사 기법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세미나 (Seminar 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Remote Sensing for Planning,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1985.4.15.∼25. 북경)
과학기술처는 1985.1.14. 주한 UNDP(유엔개발계획) 대표가 상기 세미나 참석을 초청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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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동 세미나에 한국 훈련생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의함.

외무부는
1.26. 동 세미나 참가에 이의 없음을 과학기술처에 회신하였으며, 과학기술처는 2.5. 동 부처의
전기전자연구조정관과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원격탐사실장을 주한 UNDP 사무소에 추천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중소규모 농기계 제조에 관한 그룹훈련사업 (In-Plant Group Training for Engineers in Manufacturing
Small/Medium Sized Agri-Machinery, 1985.7.26.∼10.24. Zhenjiang, 중국)
주한 UNDP 대표는 1985.5.24. 상기 훈련과정에 후보자 1명을 추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과학기슬처는 동
훈련과정 참가에 대한 외무부의 동의 여부를 문의함.

외무부는
6.24. 이의 없음을 회신하였으며 과학기술처는 농촌진흥청 농공연구사 1명을 주한 UNDP 사무소에
추천하였음을 7.3. 외무부에 통보함.

3.	유년기 침전물의 연대측정에 관한 워크숍 (Workshop on Dating Young Sediments, 1985.9.10.∼20.
북경)
과학기술처는 1985.5.2. ESCAP 측이 상기 워크숍 참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알리고
이에 대한 외무부의 동의 여부를 문의함.

외무부는
5.18. 이견 없음을 회신하였으며 과학기술처는 6.4. 외무부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각 1명을 주한 UNDP 사무소에 추천하였음을 통보함.

4.	다국적기업을 통한 기술이전의 규제 및 협상에 관한 워크숍 (Asia-Pacific Training Workshop on
Regulating and Negotiating Technology Transfer through Transnational Corporations, 1985.10.14.∼25.
Fuzhou, 중국)

과학기술처는 1985.9.10. ESCAP 측에서 참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온 상기 워크숍 참가에 대한 외무부의 동의
여부를 문의함.

외무부는
9.25. 이의 없음을 회신하였으며 과학기술처는 9.27. 재무부 서기관 1명을 추천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5. Workshop on Drilling, Sampling and Borehole Logging (1985.11.5.∼16. Wuxi, 중국)
과학기술처는 1985.4.6. 주한 UNDP 대표가 참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온 상기 워크숍 참가에 대한 외무부의

UNDP 사무소에 추천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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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를 문의함.

외무부는
4.30. 이의 없음을 회신하였으며, 과학기술처는 6.5.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선임연구원 2명을 주한

ESCAP / RMRDC(광물 자원 개발 센터) 집행
이사회, 제8차. 동경, 1985.8.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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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5 / 4 / 1~38(38p)

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차장은 1985.7.24. 회원국들에게 8.29.∼9.4. 동경에서
개최되는 ESCAP/RMRDC(Regional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Centre, 광물자원개발센터)
제8차 집행이사회에 집행위원국인 한국의 참석을 초청하고 의제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해 옴. 동 회의
주요 실질 의제는 다음과 같음.
RMRDC Professional staff and advisory mission activities
Special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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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port
Work programmes
Proposals for the fourth UNDP programming cycle, 1987∼1991

2.	외무부는 동력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지구화학탐사연구실장과 탐사개발연구실
책임연구원을 대표로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천연광물자원 개발과 관련된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최대한 반영
광물자원개발 관련 분야의 국제협력 및 동 분야에 관한 각국의 최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자원개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

| 85-062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
이사회) 특별회의, 제14차. Geneva, 1985.6.10-15
및 6.27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5 / 5 / 1~258(258p)

본 문건은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 Trade Development Board) 제14차 특별회의
참석 대표의 회의 결과보고 및 관련 회의문서임.
1.	UNCTAD 사무국은 1985.4.29. 회원국들에게 TDB 제14차 특별회의가 6.10.∼14.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임을 알리면서 대표 명단 제출을 요청해 왔으며,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및 서기관 1명이 한국
대표로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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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 의제는 수출소득 감소 보상금융(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earning shortfalls)인바, 1985.6.15.
새벽까지 동 의제 관련 결정문 작성 교섭을 계속한 끝에 다음 요지 문안에 합의함.

- 수출소득 감소 보상을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추가 보충 금융제도의
운영규칙 및 방법에 대한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86년 초에 정부 간 전문가 회의를 개최
- 추가 보충 금융제도에 관한 협상회의(negotiating conference) 개최 문제를 포함한 후속조치 결정을
위해 86년 가을에 TDB 특별회의 개최
상기 합의로 주 의제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종료하였으나, 동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TDB 각료급회의
개최 문제에 관한 Interim Committee 협의를 위해 당초 6.14.로 예정되었던 최종 본회의는 6.27로 연기됨.

최종
본회의가 6.27. 속개되어 수출소득 감소 보상금융에 관한 상기 결정 채택, 각료급 회의 준비를 위한
Interim Committee 보고 접수 및 회의 보고서 채택 후 폐막함.

- 의장은 Interim Committee가 각료급회의 개최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작업을 종료했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로써 1985년 가을 TDB 각료급회의 개최안은 사실상 폐기됨.
- 수출소득 감소 보상금융 관련 결정 채택 시 미국과 캐나다는 동 사항이 IMF/World Bank 소관이라는
종래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UNCTAD에서의 향후 작업에 불참할 것이라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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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네바대사는 회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
이사회) 제30차. Geneva,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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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 Trade Development Board) 제30차 회의 대표단
파견, 의제 관련 우리 입장 정립 등 회의 준비를 위한 관련부처 간 협조, 대표단의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문서 등임.
1.	UNCTAD 사무국은 1985.2.4. 회원국들에게 TDB 제30차 회의가 3.18.∼29. 및 5.2.(중기계획에 관한
작업반 보고서 심의를 위한 속개회의) 제네바에서 개최됨을 알리고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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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11.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해외협력위원회, 외무부(주제
네바대표부), 재무부(본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상공부(주제네바대표부)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대표
단을 임명, 파견함.
2.	본회의와 2개의 위원회로 운영된 동 회의는 1985.3.30. 새벽까지 본회의를 속개, 회의 보고서를 채택
하고 사실상 폐회한바, 대표단이 보고한 동 회의 토의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무역, 개발금융 및 국제통화제도의 상호 연관성

- 77그룹은 개도국에 대한 ODA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미국 대표는 UNCTAD의 개혁 필요성 강조
보호무역주의와 구조조정

- 동 문제 검토를 위한 정부 간 전문가 회의 개최 요청 등 7개항 권고 내용의 결정 채택
첨단기술

- 첨단기술이 개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첨단기술로부터 야기되는 개발 및 무역 관련 문제
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는 결정 채택
TDB 각료급 회의 개최

- 그룹 간 이견 조정을 위해 Interim Committee에서의 협의를 계속하고 1985.6월 TDB 제14차 특별회의
에서 재토의

3.	TDB 제30차 회의는 1985.5.2. 속개되어 중기계획 및 프로그램 예산 작업반 회의(1985.4.15.∼19.)
보고서를 take note하고 공식 폐막함.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
이사회) 제31차. Geneva, 1985.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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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 Trade Development Board) 제31차 회의 관련
내용으로 대표단 파견, 의제 관련 우리 입장 정립 등 회의 준비를 위한 관련부처 간 협조, 대표
단의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문서 등임.
1.	UNCTAD 사무국은 1985.8.5. 회원국들에게 9.16.∼27.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UNCTAD/TDB 제31차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부처 간 협의를 거쳐 9.11.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 파견하고 다음 요지의 기본 지침을 훈령함.
금번 회의 주요 의제는 개도국의 외채와 개발문제, 무역·개발금융 및 국제금융 제도의 상호 연관성, 보호주의와
구조조정, UNCTAD 제7차 총회 장소 및 일자 등임.

한국은
선진제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바, 선진국의 보호주의 조치 완화를 요청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

외채가
개도국의 성장과 개발 및 선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동 문제 해결에 선진국의 협력을
촉구함.
우리의 대개도국 협력 실적을 홍보하고 기술·무역 및 공업화 등 분야에서 남남협력 차원의 협력 용의를
분명히 하여 대비동맹 외교 기반 강화에도 기여함.

2.	동 회의는 1985.9.16.~27. 개최되어 총 8개의 결의문과 회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한바, 주제네바
대사는 주요 의제 토의 결과를 다음 요지 보고함.
무역·개발금융 및 국제금융제도의 상호 연관성

- 동 의제에 대한 일반토의 내용을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정리한 ‘의장 요약 및 결론’을 회의 보고서에 첨부
개도국의 외채와 개발문제

- 77그룹이 추진하던 외채문제에 대한 별도의 Agreed Conclusions는 그룹 내 이견으로 상정되지 않음.
UNCTAD 제7차 총회 장소

- 쿠바의 신청을 take note하고 결정은 제32차 총회로 연기
기술이전

- 제약 산업 분야에 대한 WHO(세계보건기구)의 주도적 역할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UNCTAD 사무국의
동 분야 기존활동 계속을 허용하는 요지의 타협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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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본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재무부(주제네바대표부), 상공부(본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등

3. 회의 참가 대표단은 1985.10.6. 회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동 회의를 다음 요지로 평가함.
개도국 외채문제가 주된 토의 대상이었는바, 외채 문제는 IBRD/IMF 주관 사항이라는 미국 등 선진국 그룹의
입장을 고려할 때 IMF 서울 총회 임박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선·개도국 간 합의문서 작성은 기대할 수
없었음.

그룹
간 대립 상황에서 선·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의장 요약’형식으로 외채문제 토의를 마무리
지은 것은 운영상 좋은 선례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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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UN무역개발회의) / 니켈관련회의.
Geneva,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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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니켈에 관한 정부 간 탐색회의 (Intergovernmental Exploratory Meeting on Nickel, 1984.10.22.∼24. 제네바)
주영국 호주대사관은 상기 회의 보고서(Summary Record)를 주영국 한국대사관에 보내 왔으며 외무부는 동
보고서를 1985.1.28. 상공부에 송부함.
 보고서는 회의 참가국이 니켈 관련 통계 제공 문제에 관하여 밝힌 입장, 참가국 발언문, 회의 참석 대표
동
명단 등을 수록하고 있음.

2.	니켈 준비회의 (Preparatory Meeting on Nickel, 1985.4.10.∼19. 제네바)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니켈 준비회의 참석을 초청하여 온바, 동력자원부는 3.19. 외무부에 니켈의 국내 생산이
전무하고 수요도 소량인 광종이므로 동 회의 참석 계획이 없다고 회신함.

3. 유엔 니켈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Nickel, 1985.10.28.∼11.8. 제네바)
UNCTAD 사무국은 1985.9.16. 회원국들에게 유엔 니켈회의가 개최됨을 알리고 독립적인 국제 니켈연구그룹
설립문제를 논의할 동 회의 참석을 초청하여 왔으며, 외무부는 아래 입장을 감안하여 본부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으며, 한국의 동 그룹 가입을 commit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제네바대표부에서 참석하여도 무방하다고
주제네바대사에게 훈령함.

- 우리는 니켈 소비국으로서 연간 수입량이 3,700톤(84년)에 불과, 여타 비철금속보다 중요성이 낮음.
- 분담금 납부 부담이 크지 않을 경우에만 동 그룹에 참여 방침
주제네바대사는 동 회의가 분담금 배분방식 등 다음 사항에 관한 합의에 실패, 1986.4.28.∼5.2. 다시 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회하였다고 보고함.

- 분담금은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액수를 내는 부분과 니켈 교역량에 따라 배분되는 부분으로 구성토록
합의된바, 양자 간 비율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함.
- 니켈그룹 사무국을 납·아연 사무국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경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이른바 Joint
Secretariat 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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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사무국은 1985.2.14. 회원국들에게 상기 정부 간 탐색회의 참가국을 대표한 호주 및 캐나다 정부의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3차. Geneva, 1985.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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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UNCTAD/특혜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관련 내용으로서, 대표단 임명, 의제별 입장 수립
등 회의 준비를 위한 관련부처 간의 협조 및 동 회의 기간 중 진행된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비공식 협의 등에 관한 내용과 회의 문서임.
1. 특혜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references) 제13차 회의(1985.4.10.∼19. 제네바)
UNCTAD 사무국은 1985.2.27. 회원국들에게 상기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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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수석대표) 및 외무부, 상공부, 대한무역진흥공사(고문)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회의는 4.19. 회의 보고서 및 다음 요지의 Agreed Conclusions를 채택하고 폐회함.
동

- UNCTAD 총회 결의에 규정된 GSP의 목적 및 성격(특히 일반적, 비차별적, 비상호주의적 성격)을 재확인
- GSP 제도를 크게 개선하기 위한 공여국의 계속적인 노력 촉구
- 기타 GSP의 효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LDC(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 GSP 기술 지원을 위한
각국의 기여금 제공 촉구 등

2. GSP 비공식 양자 협의(한국이 대상 공여국을 선정, 협의 요청)
EEC(4.12. 한국 대표단과 EEC의 집행위 및 회원국 대표)

- CTQ(Community Tariff Quota) 품목 축소, CTQ의 EEC 회원국별 할당 방법, CTQ 관련 사항 수혜국과의
사전 협의 문제 등 논의
미국(4.15. 한국 대표단과 미국 국무부 및 경제부처 직원)

- 1985∼86년 GSP 운영방침 등에 관한 미국 측의 설명 및 일부 품목의 GSP 환원 요청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으로 진행
일본(4.15. 한국 대표단과 일본 외무성 및 경제부처 직원)

- GSP 실링 한도 증액, 일부 품목에 대한 GSP 철폐 및 일부 수산 품목의 GSP 신규 적용 등 협의

3. 대표단의 동 회의 관찰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회의 Agreed Conclusions는 과거 회의 등에서 기 합의된 GSP 관련 제반 원칙을 재확인하는 정도이나 12차
회의 이후 최초의 합의문서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GSP
공여국과의 양자 협의는 실무자 선에서 협의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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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 상설
소위원회, 제4차. Geneva, 1985.1.14-18.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5 / 10 / 1~196(196p)

1.	UNCTAD 사무국은 1984.11.26. 회원국들에게 UNCTAD 1차 산품 상설소위원회 제4차 회의와 1차
산품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가 1985.1.14.∼18. 및 1.21.∼25. 각각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임을 알리고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함.
동 회의 주 의제는 1차 산품의 가공, 마케팅 및 유통 분야에 대한 사무국 연구보고서 검토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임.

2.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2명(1등서기관 및 상무관보)을 대표로
한국은 원자재 수입국으로 1차 산품 판매, 가공, 분배, 수송 분야 국제협력 체계 확립에 따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77그룹과의 관계를 고려,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 견지가 바람직

따라서
개도국에 이익이 되는 상기 국제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각국이 자국의 이익 중심이
아닌 UNCTAD 정신에 입각하여 동 협력체계 검토에 임할 것을 촉구

3. 대표단은 동 회의 토의 경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상설소위 제4차 회의는 1985.1.17.까지 사무국 연구보고서에 대한 품목별 토의를 마치고 1.18.∼19. Agreed
Conclusions 작성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선진국 그룹이 의장 안을 거부함에 따라 1.22. 합의문서 없이 회의
보고서 채택 후 폐회함.
 산품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는 주 의제인 1차 산품의 가공, 마케팅 및 유통 분야 개도국 참여 확대를 위한
1차
framework 작성과 관련, framework 접근 방법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그룹 간의 이견으로 본질 문제에 대한
교섭은 시작하지 못하고 framework 작성 작업 계속을 위한 절차적 결정만을 채택함.

- 선진국 그룹은 동 framework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반 지침 또는 원칙으로 보는 반면 개도국 그룹은
조문 형식의 국제 문서(instrument)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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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고 동 회의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다음 요지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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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 상설
소위원회, 제4차. Geneva, 1985.1.14-18.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5 / 11 / 1~295(295p)

본 문건은 UNCTAD/1차 산품 상설소위원회 제4차 회의 및 1차 산품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
관련 자료임.
1. 1차 산품 상설소위원회 제4차 회의(1985.1.14.~18. 제네바)
UNCTAD 사무국의 주석(tin) 마케팅 및 분배에 관한 보고서 및 주석 가공에 관한 보고서
주 의제‘Consideration of studies on the processing, marketing and distribution, including transportation,
704

of individual commodities’관련 UNCTAD 사무국 연구보고서에 대한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EEC 회원국
의견(comment)

2. 1차 산품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1985.1.21.∼25. 제네바)
주 의제‘Consideration of studies on the processing, marketing and distribution, including transportation, of
individual commodities’관련 UNCTAD 사무국 연구보고서 및 철광석의 마케팅, 분배 및 수송 관련 UNCTAD
사무국 보고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위원회
특별회의, 제3차. Geneva, 1985.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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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5 / 12 / 1~169(169p)

1.	UNCTAD 사무국은 1985.4.22. 회원국들에게 6.3.∼7.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1차 산품위원회 제3차
특별회의에 회원국 및 옵서버 대표의 참석을 초청함.
동 회의는 UNCTAD 총회가 1983년도 결의를 통해 국제 상품협정의 역할 검토를 위한 1차 산품위원회 특별회의
소집을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임.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들이 동 회의에 참석함.

2. 주제네바대사는 동 회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소맥, 커피 협정)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설명을 청취함.
 폐회 예정이던 동 회의는 회의 결론으로 제출된 77그룹 및 선진국 그룹 제안 간의 타협을 위해 본회의를
6.7.
연기하였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6.13. 본회의를 속개, 77그룹 및 선진국 그룹 제안을 모두 회의 보고서에
첨부하여 차기 1차 산품위원회에서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결정을 채택함.

3.	본 문건에는 동 회의 보고서(사무국 작성) 및 의제 자료 등 회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바, 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77그룹과 선진국 그룹 대표는 6.13. 본회의에서 다음 요지 발언함.
77그룹 대표는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차기 1차 산품위원회에서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선진국
그룹 대표는 금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좋은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토의를
재개할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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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6.3. 개막, 1차 산품 관련 8개 국제기구 대표들의 소관 협정(코코아, 황마, 올리브유, 천연고무, 사탕, 주석,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중석위원회,
제17차. Geneva, 1985.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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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6 / 1 / 1-190(190p)

1.	UNCTAD 사무국은 1985.3.29. 회원국들에게 중석위원회 제16차 회의 결정에 따라 제17차 회의 기간
중 개최될 회기 중 작업반(Sessional Working Group) 심의를 위해 관련 산업 분야 고문을 대표단에
포함시킬 것과 텅스텐 시장 안정화 의제 관련 사무국이 작성할 자료에 참고가 될 제안을 제출해 줄
것 등을 요청함.
외무부는 동력자원부와 협조하여 한국의 텅스텐 생산, 수출, 소비 등에 관한 통계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UNCTAD 사무국에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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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CTAD 사무국은 1985.10.7. 회원국들에게 11.11.∼15.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중석위원회 제17차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1명과 대한중석 뒤셀도르프 소장이 대표로 참석함.
3. 대표단은 동 회의 토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1985.11.12. 텅스텐 시장 동향에 관한 일반 토의를 진행한바, 미국 시장에 대한 한국과 중국(구 중공)의 APT
(텅스텐 중간 제품) 저가 판매 내지 급격한 수출 증대에 관한 언급이 있어 우리 대표는 한국의 대미 APT
수출 수준이 거의 일정하다는 요지로 발언함.

한국,
중국(구 중공),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텅스텐 생산/수출국은 별도의 회담을 갖고 아래 2가지 제안을
공동입장으로 11.14. 본회의에 상정함.

- 제안 1(요지): 사무국은 환율, 세계 경제동향, 중간제품이 정광 가격에 미치는 영향, 재고량 분석 및
기타 광물과의 비교 연구를 수행
- 제안 2(요지): 사무국은 텅스텐 시장 안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연구
상기에 대해 미, 영, EC 등 소비국들은 제안 1에는 동의하나 제안 2는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생산국은 동 2개 제안은 불가분이며 함께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의장이 제안 1은 컨센서스가 있으므로
채택하고 제안 2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협의하자고 제의, 토의를 종료함.

| 85-0633 |

UNCTAD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 전2권. V.1 제1부,
1985.2.18-22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6 / 2 / 1~314(314p)

본 문건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CIFT, Committee on
Invisibles and Financing related to Trade) 제11차 회의 중 제1부(보험 부문) 회의 대표단
임명 및 대표단의 회의 참가 보고서 관련 내용과 의제 자료 및 보고서 등임.
1.	UNCTAD 사무국은 1985.1.21. 회원국들에게 2.18.∼22. 및 2.25.∼3.8.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CIFT
제11차 회의 제1부 및 제2부 회의 참석 대표명단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을 제1부 회의 대표로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각국의 보험제도 및 보험시장 실태, 특히 해외재보험 운영실태, 자동차보험 및 생명보험 제도와 운영실태,
전망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제도 개선에 활용

UNCTAD
주도하에 구현되고 있는‘보험을 통한 국제협력’
이라는 취지에 동의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설명

북한이
우리 보험업계의 신뢰성을 비방하는 등 한국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회의 기간
중 북한의 한국에 대한 비방 행위를 은밀히 파악, 향후 대북한 대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며, 특히 북한의 한국
보험업계 중상·비방 발언 시 전문적 성격의 회의에서조차 특정국의 제도를 비방하는 일탈을 지적, 발언을
중지시키도록 함.

2. 대표단은 회의 참가 보고서를 통해 다음 요지 관찰사항을 보고함.
UNCTAD 사무국은 CIFT의 요청에 부응하여 개도국의 보험시장 보호·육성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유용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온바, 이러한 연구보고서와 회의에서의 토의 내용은 한국의 보험 발전에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해외재보험
거래의 손실 방지 및 선진국 보험 산업의 침투에 대비, 보험 전문인 육성 및 교육 강화 문제는
필수적으로 강조되어야 함.

북한은
CIFT 위원국임에도 동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바, 북한 보험 산업의 낙후성 및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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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과 서기관 1명, 재무부 손해보험과장 및 한국자동차보험 직원(자문위원)

| 85-0634 |

UNCTAD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 전2권. V.2 제2부,
1985.2.25-3.8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6 / 3 / 1~289(289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CIFT, Committee on Invisibles and
Financing related to Trade) 제11차 회의 중 제2부 회의 대표단 임명 및 대표단의 회의결과 보고
관련 내용과 의제 자료 및 보고서 등 회의 문서임.
1.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UNCTAD/CIFT 제11차 회의 제2부 회의(1985.2.25.∼3.8. 제네바)
대표로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과 서기관 1명 및 재무부 사무관 1명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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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훈령함.
개도국의 개발금융 및 외채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각 그룹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토의에 적극 참여, 우리 입장을 반영함.

한국의
이익과 상반되지 않는 한 개도국 간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개도국 입장에 소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함.
사무국 보고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무국 직원의 노고를 치하함.

2. 주제네바대사는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1985.3.9. 새벽까지 계속된 최종 본회의에서 ODA 및 개도국 부채문제에 대한 아래 요지 Agreed Conclusions
및 회의 보고서를 채택함.
(ODA)

- 1981∼83년 대개도국 ODA 공여액의 정체 또는 감소에 우려 표명
- 약속 미이행 선진 공여국에 대해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 촉구
- 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여국 및 수원국의 노력 필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수원국의 행정절차 효율화의
중요성 명기
(개도국 부채 및 개발문제)

- ODA 관련 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금융 공급 확대, 해외시장에의 용이한 접근이 필요하며
선진국의 이자율 하향 조정, 개도국의 장기 경제성장 정책 추진도 문제해결 촉진
- UNCTAD/무역개발이사회의 관련 결의 이행을 선진 공여국에 촉구하고 동 방안으로 부채의 무상화,
자국 통화에 의한 부채상환 등을 예시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의 경우 선진국 그룹과 공산권 그룹 간 입장 차이로 Agreed Conclusions가 채택되지 못함.

3. 대표단은 다음 요지의 관찰 사항을 보고함.
한국이 속한 77그룹 및 아시아 그룹 대부부의 국가들이 주로 최빈 개도국의 입장을 강조, 우리 입장과 항상
부합하지는 않음.

따라서
선발 개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치 정립이 필요하며 여타 개도국과의 유대관계를 감안, 소극적인 동조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85-0635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85.4.22-30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6 / 4 / 1~124(124p)

1.	UNCTAD/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그룹 제4차 회의(1985.4.22.∼30.
제네바)
UNCTAD 사무국은 1985.3.11. 상기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경제기
획원 공정거래 총괄과장 및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1명을 대표로 임명, 파견한바,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대표단은 동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 보고함.

- 1985.4.30. Agreed Conclusions 및 회의 보고서 채택
- 회의는 상기 원칙 및 규칙 set 검토를 위한 유엔회의(1985.11월) 준비를 주 의제로 진행된바, 동 set의
법적 성격, 정부 간 전문가 그룹의 특별위원회 승격문제,  set 검토를 위한 유엔회의 90년 재개최 문제 등
쟁점을 위요하고 각 그룹이 기본 입장을 고수,  set의 개선·발전을 위한 제안 작성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함.

2. 한국 정부는 UNCTAD 사무국 요청에 따라 RBP 관련 다음 자료를 제출함.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소개하는‘Information for the Handbook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Legislation’
자료 (사무국이 발간하는 RBP에 관한 Handbook에 수록할 자료)

상기
원칙 및 규칙 set 이행현황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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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영업 관행 통제를 위한 다자간 합의 원칙과 규칙(Set of Multilaterally Agreed Equitable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ontrol of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1980.12.5. 유엔 총회 채택) 검토를 위한
유엔회의 준비
- 동 원칙과 규칙을 개선 및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간 전문가 그룹 제안 검토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중석 생산·수출국
회의, 제2차. Bangkok, 1985.3.12-13

| 85-063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6 / 5 / 1~66(66p)

1.	태국 외무성은 주태국대사관 앞 1984.11월 공한을 통해 1982.3.30.∼31. 방콕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는 중석 생산 수출국 실무자 제2차 회의가 1985.3.12.∼13. 방콕에서 개최 예정임을 알리고
한국의 동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주한 태국대사관과 주제네바 태국대사도 외무부 및 주제네바
한국대사 앞 공한으로 각각 한국의 상기 회의 참석을 초청함.
2.	태국 외무성은 1985.1월 중석 생산 수출국 실무자 제1차 회의 보고서 및 동 제2차 회의 자료를 주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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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송부해 오면서 동 자료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망함.
3.	동력자원부는 상기 회의 관련 다음 입장을 외무부에 회신하였으며, 외무부는 1985.2.28. 관계 부처
검토 결과에 따라 제2차 실무자회의에 불참하기로 하였음을 주태국대사에게 통보함.
중석 생산 수출국 기구 가입 시 수출국 간 공동보조를 통한 시장 안정화 기여, 정보 및 자료 수집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생산량 할당 등 판매활동 제한 가능성, 경영상 비밀 노출, 기구 참여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의 단점이
있음.
UNCTAD 등 국제경제기구가 이미 중석 관련 기구를 산하에 설치 운영 중이나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여는
미미함. 특히 시황을 좌우하는 미국, 캐나다, 중국(구 중공) 등 대공급국이 불참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동
회의가 전체 생산국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볼 수 없음.

한국은
점차 정광 수출을 감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을 수출할 계획이므로 정광 수출 위주인 여타
참가국과는 입장이 상이하며 따라서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원산지규정 작업단
회의, 제10차. Geneva, 1985.12.9-13

| 85-063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6 / 6 / 1~101(101p)

1.	UNCTAD 사무국은 1985.10.28. 회원국들에게 12.9.∼13.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UNCTAD/원산지
규정 작업단 제10차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을 수석대표로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상공부(본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및 대한무역진흥
공사 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 기본입장을 훈령함.
‘ Fresh Initiative’Programme’은 원칙적으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기본원칙(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
주의적)을 준수하면서 개도국의 GSP 활용 증대를 도모한다는 전제하에 시작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실현

개선이 요망되며 이를 위한 사무국의 Working Paper 작성이 긴요함.

2. 대표단은 회의 결과와 평가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회의 결과)

GSP
원산지 규정 개선 관련 77그룹의 제안을 중심으로 12.11.∼12. Agreed Conclusions 작성 작업을 진행한바,
선진국 그룹은 77그룹이 제시한 개선 방안의 타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회의는
12.13. Agreed Conclusions를 채택한바, 다음 일부 합의사항 외에는 공여국과 수혜국 간 상이한 입장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 수입 원자재 허용 비율 상향조정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 필요성
- 원산지 입증 및 통제 절차에 있어서의 공여국과 수혜국 간 행정협력 강화 필요성
- 원산지 규정 작업단 회의 재개최
(종합 평가)

GSP
공여, 수혜국 공히 GSP 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함.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현 수준의 GSP 공여를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국제 관세체제
개편 시 기존 GSP 수혜 품목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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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분야부터 준비,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해야 함.

원산지
기준과 관련, 현행 부가가치 기준과 가공도 기준 간에 파생되는 제반 모순을 축소하도록 공여국의 제도

UNCTAD(UN무역개발회의)/국제기술이전 행동규범
UN회의, 제6차. Geneva, 1985.5.13-31 및 6.5

| 85-063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6 / 7 / 1~93(93p)

1.	주제네바대사는 1984.1.10. 외무부에 국제기술이전 행동규범 유엔회의 제6차 회의가 1985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것과 관련, 동 행동규범 교섭 현황에 관하여 주제네바대표부에서 작성한 다음 요지 자료를
송부함.
행동규범 제정 필요성

- 국제기술이전 거래에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와 개도국 구입자 간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시킬 거래기준의 확립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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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경과

- 1974.5월 제6차 특별 유엔 총회가 행동규범 작성을 포함한 ‘신국제경제 질서 수립에 관한 행동계획’
결의를 채택한 이래 6차에 걸친 정부 간 전문가회의에서 행동규범(안) 골격 작성
- 1977.12월 제32차 유엔 총회는 행동규범의 교섭, 확정을 위한 유엔회의 개최를 결의한바, 이후 5차에
걸친 유엔회의에서 행동규범 타결에 실패하였으며 1983.10.17.∼11.4. 제5차 유엔회의는 1985년 상반기
에 제6차 회의 개최를 건의
행동규범(안)의 구성

- 전체 10장으로 구성(제4장: 기술이전에 관한 관행 및 제도의 규제, 제5장: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제6장: 개도국에 대한 특별조치, 제7장: 국제협력, 제8장: 국제 제도장치, 제9장: 분쟁 시 적용법규 및
해결 방법 등)

2.	UNCTAD 사무국은 1985.4.1. 상기 제6차 유엔회의가 5.13.∼31. 제네바에서 개최됨을 알리고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토록 훈령함.
3. 주제네바대사는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1985.5.31. 종료 예정이던 회의는 6.1. 아침까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6.5. 최종 본회의를
속개, 제7차 유엔회의 개최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유엔 총회에 요청하는 결정을 채택하고 폐막함.

회의는
행동규범(안) 제4장(제한적 관행) 서문 및 제9장의 분쟁 시 적용법규 문제에 관한 타협안 작성에 거의
전 기간을 소비하였으나 77그룹과 선진국그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전을 이루지 못함.

| 85-0639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에 관한 Set 검토 UN회의, 제1차.
Geneva, 1985.11.4-15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6 / 8 / 1~62(62p)

1.	UNCTAD 사무국은 1985.8.28. 회원국들에게 1980.12.5. 유엔 총회 결의에 따른 ‘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제한적 영업 관행) 통제를 위한 다자간 합의 원칙과 규칙 set 검토 유엔회의’가
1985.11.4.∼15.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임을 알리고 동 회의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함.
2.	외무부는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과장 및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 파견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동 set에 법적 구속력 부여 문제 등 중점 검토사항 관련, 우리가 이미 공정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 일본, 서독 등 선진국들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중간적 입장을 견지
(세부 훈령)

한국의
동 원칙과 규칙 set 이행 실적 소개
제한적 영업 관행에 관한 각국 법제 동향 및 이행 실적 파악
선진국의 국제계약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 촉구

3. 대표단은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회의는 원칙 및 규칙 set의 이행 검토 및 개선방안 관련 합의문서 작성에 실패, 각 지역그룹의 제안들을 회의
보고서에 그대로 첨부하는 한편, 1986년 중 속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유엔 총회에 요청하는 요지의
결정을 채택함.

77그룹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을 위한 노력 계속, 특별위원회 설치(정부 간 전문가그룹의 격상), set 이행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유엔회의 1990년 소집 등을 추진하였던바, 선진국그룹의 반대에 직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추진을 포기하고 특별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교섭하였으나 선진국그룹의 완강한 반대로 타결을 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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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훈령)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제한적 영업 관행의 철폐 등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12.2-15

| 85-064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6 / 9 / 1~77(77p)

1.	UNCTAD 사무국은 1985.10.21. 회원국들에게 12.2.∼13.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UNCTAD/1차
산품위원회(Committee on Commodities) 제11차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2명이 동 회의에 참석함.
2.	주제네바대사는 동 회의가 1985.12.15. 회의 보고서와 다음 의제별 결의를 채택하고 폐회하였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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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이 없는 1차 산품 관련 국제행동

- 필요성이 인식되는 경우, UNCTAD 사무총장이 1차 산품위원회 제12차 회의 이전, 여하한 경우에도
UNCTAD 제7차 회의 이전에 국제협정이 없는 1차 산품 생산국 및 소비국과 협의를 가진 후 동 산품들에
관한 특별 검토회의를 갖도록 함.
- 바나나의 경우 제2차 준비회의 개최를 목적으로 UNCTAD 사무총장이 관계 주요 생산, 소비국과 협의를
갖도록 함.
통합 산품 프로그램(IPC, Integrated Programme for Commodities) 목적 달성에 대한 1차 산품 협정의 기여도
검토

- 가격 안정 방안이 현실성이 있고 바람직한 경우 Buffer Stock, 수출 쿼터 및 기타 공급 관리 방안을
융통성 있게 선택토록 하되, 합의 가격은 주요 생산, 소비국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시장 상황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것이어야 함.

McIntyre, Alisten UNCTAD(UN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서리 방한, 1985.9.1-5

| 85-0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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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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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6 / 10 / 1~13(13p)

본 문건은 1985.9.1.∼5. UNCTAD의 A. McIntyre 사무총장 서리(그레나다 국적) 방한 관련,
외무부 경제국에서 작성한 면담 자료로서 사무총장 서리 약력과 방한 경위, 일정, 말씀 요지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동 면담 자료에 의하면 McIntyre 사무총장 서리는 방한 기간 중 MFA(다자간 섬유협정) 서울 회의 참석(치사),
상공부장관 예방, KDI 및 KAIST 방문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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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1985. 전2권.
V.1 1985.1-6

| 85-064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46 / 11 / 1~379(379p)

1.	주미대사는 미국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연장 법안에 따른 새로운 GSP 운용
계획을 사전 입수, 1985.2.12. 외무부에 송부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자료를 상공부와 해외협력위원회에
송부하고 대책 강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2.	상공부는 1985.3.11. 미국통상대표부(USTR)가 84 통상관세법에 의거한 새로운 GSP 계획 수립을 위해
2월 초부터 GSP 수혜품목을 대상으로 경쟁력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한국 등 6개국의 수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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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관련 내용을 파악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5.21. 서한(외무부 관계과장 앞, 상공부 및 재무부 관계과장 사본)을 통해
미국 정부의 GSP 검토활동 중 수혜국 관행 측면에 관한 청문회가 6.24.∼25. 워싱턴에서 개최됨을
알리는 USTR의 Federal Register 공시문을 송부해 옴.
상공부는 5.23. 외무부를 경유, 동 공청회에 서면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참석하는 경우 누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주미대사관의 의견을 구함.

주미대사는
5.30. 동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보다 공청회 결과에 대한 우리 의견을 rebuttal brief 기회를
이용,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고함.

정부는
동 공청회에 별도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기로 하고 대사관과 무역협회사무소, 무역협회 고문 변호사
등이 옵서버로 참석, 보고하도록 주미대사에게 훈령하였으며 USTR에 제출할 Written Brief를 준비함.

4.	상공부는 가발, 선글라스 등 30개 품목에 대한 경쟁력 충족기준 면제요청(request for competitive
need limit waivers)에 필요한 자료를 주미대사관이 1985.5.31. 이전 USTR에 접수토록 외무부에 요청함.
5. 주미대사는 1985.6.25. 상기 청문회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주요 증언기관 및 한국관계 증언

- AFL- CIO: 한국의 저임금, 노동조건 악화 및 수출 보조금 문제
- UAW(전미 자동차노조 ): 한국의 근로조건, 수출보조금 및 정책금융 문제
-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저임금 정책, 노조 탄압 등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이 주 공격 표적이 되었으며 UAW 등은 한국을 GSP 수혜 대상에서
졸업시킬 것을 촉구함.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1985. 전2권.
V.2 19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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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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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공부는 1985.7.12. 외무부에 대해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수혜국별 관행조사와 관련, 우리 입장
Written Brief를 USTR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2.	주미대사는 1985.8.3. 1985년 중 수혜국 무역 관행 조사 등 이후 어떠한 절차 및 일정을 거쳐 1987.7
월부터 GSP 제2기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공부의 문의에 대해 다음 요지 보고함.
1985.12.15.까지 각국 관행조사, 공청회 및 관련자료 접수 후 USTR이 경쟁력 충족기준 면제, 수혜품목의
1987.1.4.까지 대통령령으로 발표, 7.1.부터 시행하게 됨.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8.2. 외무부에 6.24.∼25. 개최된 GSP 수혜국 무역관행 관련 청문회에서
언급된 한국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Rebuttal Statement를 USTR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동 Rebuttal Statement를 작성, 주미대사관을 통해 USTR에 제출함.
4.	주미대사는 USTR 및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1985.10.21.∼24. 및 10.22.∼24. 개최한
상품별 경쟁력 조사 청문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금번 청문회는 개별 상품의 경쟁력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나 일부 단체는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임금 수준, 덤핑 문제 등을 들어 한국에 대한 GSP 축소를 주장함.

KOTRA,
전자공업진흥회, 섬유직물수출조합 등 3개 한국 단체가 증언을 하였으며 미국 업계에서는 Hallmark
Cards Inc. 등 8개 단체가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Cookware Manufacturers Assn. 등 8개 단체는 불리한
증언을 함.

청문회에서
나타난 관심도에 비추어 수혜국의 시장 개방 및 지적 소유권 보호 여부가 GSP 수혜 결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5.	USTR의 GSP 담당관 등 미국 실무단이 1985.12.6. 방한하여 GSP 관련 협의를 가진바, 미국 측은
GSP 제2기 운영 기준 및 종합검토 일정을 설명하였으며, 미국 측 관심사항에 대한 분야별, 상품별
협의는 1986.1월말∼2월초에 갖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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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 검토,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동 보고에 따른 GSP 수혜 변동사항을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문제, 1984-85

| 85-0644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46 / 13 / 1~39(39p)

1. 주벨기에대사 및 주영국대사는 한국산 자동차의 GSP 수혜 문제와 관련 다음 요지로 보고함.
주벨기에대사 (1984.9.26. 대사관 관계관의 EC GSP 담당과장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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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의 GSP 담당과장은 EC의 1985년도 GSP 운영방안 중 이탈리아 쿼터 대폭 증량 이유는 지난 3년간
각 회원국의 외국산 승용차 수입 실적의 평균치를 토대로 회원국별 CTQ(Community Tariff Quota)를
할당한 데 연유한다고 설명하고 사견으로는 새로운 GSP 운영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시사함.
- 주벨기에대사관 측은 수출이 미미한 이탈리아에 대해서만 쿼터를 대폭 증량시킨 것은 불합리하며
새로운 GSP 운영 방안이 시행될 경우 영국 및 베네룩스 3국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대EC 승용차
수출이 크게 위축된다고 설명하고, 최종 검토 시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배려를 요청함.
주영국대사 (1984.11.29. 대사관 관계관과 영국 자동차 제조 및 교역협회 간부 오찬)

- 동 협회는 영국 자동차 업계의 압력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영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이유로 GSP
혜택을 철회토록 영국 상공성에 공식 요청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따라 영국 정부가 1986년부터 한국
자동차에 대한 GSP 혜택 철회 문제를 EC 협의회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2.	외무부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기술 및 가격 측면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 열세에 있는 점 등을
설명하고 호의적 배려를 교섭토록 훈령한바, 교섭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영국대사 (대사관 관계관의 1985.1.31. 영국 상공성 과장 면담 시 동 과장 언급)

- 한국 승용차에 대한 수혜 한도 축소나 철회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음.
-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겠으나 EC의 GSP 수혜는 상대국의 EC 제국과의 수출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함을 유념 바람.
주벨기에대사 (대사관 관계관의 1985.2.11. EC 집행위 과장 등 면담 시 EC측 언급)

- 1986년부터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GSP 수혜 철폐문제는 집행위 차원에서는 거론된 바 없으나 EC 회원국들
의 수혜 축소 내지 철폐 요청 가능성은 있음.
- 경쟁국인 홍콩 등에 비하여 한국의 CTQ 품목이 많은 것은 개별 품목의 수출 집중도가 높은 품목이 많기
때문임.
- 유독 한국 승용차(1500cc 이하)에만 CTQ를 적용한 데 대한 부당성 주장은 take note할 것임.
- EC의 86년도 GSP 계획은 미확정 상태이며 앞으로 많은 내부 토의 과정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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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UN무역개발회의) / EC(구주공동체)의
제2기 후반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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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벨기에대사는 1985.5.9. EC 집행위가 다음 내용의 GSP 수혜 제외기준을 포함하는 EC 제2기 GSP
운영계획(1986∼90년) 지침(안)을 작성, 1985.6월말 EC 이사회에서 협의 예정이라고 보고함.
GSP 수혜국으로부터의 1개 품목 수출량이 동 품목 EC 전체 수입량의 20% 수준에 도달할 경우
상기 품목의 과거 2년간 대EC 수출 물량의 평균치가 CTQ(Community Tariff Quota)의 10배를 초과할 경우

2.	EC 상주대사회의는 EC 집행위의 상기 운영계획 지침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바, 주벨기에대사는
동 결과를 1985.7.5. 다음 요지로 보고함.
개선 사항을 우선 86년도 GSP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해 보도록 요청함.

주요
쟁점은 GSP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방법과 상기 1항 경쟁력 판단기준이었는바, 경쟁력 판단기준 관련
네덜란드 및 독일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프랑스는 반대함.

3.	주벨기에대사는 1985.7.31. 상기 지침(안)을 반영하여 EC 집행위가 작성한 1986년도 EC GSP 계획안
에 의하면 GSP 수혜 국가별-품목별로 26개 품목이 GSP 혜택에서 제외되며 한국은 이 중 10개 품목
이 해당된다고 보고하고, EC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비망록 전달 등 교섭이 요망된다고 건의함.
4.	외무부는 1985.9.11. EC 회원국 주재 공관에 상기 EC GSP 계획안 관련 사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GSP 수혜 계속을 교섭토록 훈령하는 한편 교섭용 Aide-Memoire를 송부하였으며 각 공관은 훈령에
따른 교섭을 전개함.
5.	주벨기에대사는 1985.10.16. 개최된 EC 상주대사회의가 졸업정책 도입이 GSP 기본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 경쟁력 판단기준에 의해 한국 등 4개국의 일부 상품을 GSP 혜택에서 제외
시키는 EC 집행 위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함.
6.	주벨기에대사는 1985.11.26. 브뤼셀에서 개최된 EC 각료이사회가 아래 요지의 86년도 GSP 계획 지침을
확정하였다고 보고하면서, EC가 86년도 계획에는 졸업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대신 해당 품목의 Quota를
인하하기로 한바, 87년도 계획 수립 시 졸업정책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상기 경쟁력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공산품의 Quota를 85년도 Quota의 50%로 인하 조정 (한국의 경우 10개
품목의 GSP 수혜 Quota 50% 감량)

1986.1월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을 감안, 일률적으로 공산품의 Quota를 9.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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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사회의는 회원국 간 이해 대립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EC 집행위로 하여금 동 지침(안)에 포함된

UNIDO(UN공업개발기구) 의 UN 전문기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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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3월 UNIDO 제2차 총회가 UNIDO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
하였으며 1979.4.8. UNIDO 전문기구화를 위한 유엔 회의에서 신헌장이 채택된바, 본 문건은
헌장 채택 이후 동 신헌장 규정에 따른 회원국 협의회 등 헌장 발효를 위해 취해진 제반 조치
관련 내용임.
1.	유엔 77그룹은 UNIDO 헌장 발효를 위한 회원국 협의회 개최 일자, 장소 문제 등에 관하여 내부 논의와
720

동구 및 서구 그룹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의안을 작성하였으며, 유엔 총회 제2위원회는 1982.12.13.
다음 요지 결의안을 채택함(신헌장 제25조 1항은 80개국 이상의 신헌장 비준 국가가 협의를 갖고 헌장
발효에 합의하였음을 비준서 기탁처인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협의회는 제1단계로 뉴욕에서 1일간의 절차적 회합을 가지고, 제2단계로 비엔나에서 실질 문제 논의를 위한
1주간의 협의회를 개최하며, 제3단계로 동 토의 결론을 접수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헌장 발효 합의를
통고하기 위한 1일 회의를 뉴욕에서 갖도록 함.

유엔
사무총장에게 동 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예산 등 지원을 요청함.

2.	상기 결정에 따른 제1단계 협의가 1983.1.25. 뉴욕에서 개최되어 5.16.∼20. 제2단계 협의회 비엔나
개최 등을 결정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비엔나 협의회와 관련, 한국이 UNIDO의 조기 전문기구 전환을
지지하는 입장임을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알림.
3.	1983.5.16.∼20. 비엔나 개최 제2단계 협의회는 신헌장 발효 시기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으며,
주오스트리아대사는 financial viability 문제는 현재까지의 신헌장 비준국의 분담금 비율이 UNIDO
예산의 40% 미만임에 비추어 미국, 독일, 캐나다, 소련 등 현 기구의 주요 분담금 부담국가의 헌장
비준 및 새 기구 참여 확보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고함.
발효 시기는 새 기구의 financial viability가 확보될 때 결정
상기 조건의 충족 시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비준서 기탁국과 협의, 결정토록 요청
상기 조건 충족 시 유엔 사무총장이 1일간의 제3단계 협의회를 개최토록 요청

4.	미 국이 1983.9.2. 신헌장에 비준하여 비준국이 105개국이 되었으며 동구권에서는 루마니아와
헝가리가 비준함. 유엔 법률담당 사무차장이 1984.4월 및 5월 비엔나를 방문, 각 지역그룹과 협의한 바,
소련 등 동구권이 사무차장직 1석의 동구권 배분을 계속 주장하여 사무차장을 1명만 두려는
서구 그룹과의 이견으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5.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소련이 1985.5.22. 신헌장을 비준하였으며 UNIDO의 전문기구 전환을 위한 회의

6.	1985.6.10. 뉴욕에서 개최된 UNIDO 전문기구 전환 협의회에서 62개국이 헌장 제25조 1항에 따른
통보서(신헌장 발효에 동의 요지)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바, 6.21. 에티오피아의 통보로 통보서
제출 국가가 80개국에 도달하였으며 유엔 사무차장 겸 법률고문은 6.27.자 서한을 통해 UNIDO 헌장이
6.21.자로 발효되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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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협의회)가 6.10. 뉴욕에서 개최 예정임을 보고함.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1차. Vienna,
1985.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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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DO 사무총장은 1985.10.25. 회원국들에게 12.9.∼13.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동 기구 제1차 총회
제2부(제1부는 85.8.12.∼17. 개최)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외무부와 과학기술처(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관)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11.18. 임명, 파견함.
2.	외무부는 1985.12.3. 상기 총회 시 개최 예정인 UNIDO 기여금 서약회의에서 28,000달러를 서약하기로
722

결정하였으며 12.11. 개최된 서약회의에서 동 액수를 서약함.
3. 대표단은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주요 결정사항

- 회원국 분담비율: 한국 0.2%, 미국 25%, 일본 10.84%, 북한 0.05% 등
- 86∼87 정규 예산: 약 157백만 달러
- 운영기금: 86년 600백만 달러, 87년 300백만 달러 책정 (회원국의 예산 분담 비율에 따라 분담)
- 아시아그룹 이사국 임기 결정: 중국(구 중공) 등 5개국 2년 임기(87년 교체), 인도 등 6개국 4년 임기
(89년 교체)
- 사무차장(5명): 지역별 배분 (선진국 그룹 2명, 아프리카지역 1명, 중남미지역 1명, 동구권 1명, 사무총장을
배출한 아시아지역은 제외)
평가

- UNIDO의 전문기구 전환 이후 1차 총회로 조직 및 예산, 인사에 중점을 둔 회의
- 선진국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UNIDO의 정치 목적 이용 등에 적극 반대, 개도국은 UNIDO가
개도국의 공업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펴 줄 것을 요구, 공산권은 UNIDO의 조직 및 인사문제에
큰 관심(사무차장 1명 배정을 위해 UNIDO 신헌장 비준 장기간 지연) 등 그룹별 입장을 보임.
대책

- 1987년도 이사국 진출 문제 적극 검토
- UNIDO 직원 진출 추진
- UNIDO 수혜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4.	외 무부는 1986.1월 총회 주요 결과를 과학기술처(사본: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에 알리고
UNIDO로부터의 수혜 확대 등 대UNIDO 활동 강화 대책 마련을 요청함.

UNIDO(UN공업개발기구) 총회, 제1차. Vienna,
1985.8.12-17.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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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사무차장 겸 법률고문은 1985.6.27.자 서한을 통해 1979.4.8. 채택된 UNIDO 신헌장이 1985.6.21.자로
발효되었음을 통보하고 동 헌장 규정에 따라 8.12.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신UNIDO 제1차 총회 1부 회의
참석을 초청함.
2.	외무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수석대표)와 외무부 및 과학기술처(주오스트리아대사관) 직원으로 대표단을
구성, 파견하고 다음 요지의 일반지침을 훈령함.
우리의 남남협력 의지를 과시함.

새로
구성될 이사회(IDB,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및 기획예산위원회(PBC, Programme and Budget
Committee)와 신임 사무총장 선거에서 다수 우방국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우리의 활동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함.

3.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동 총회 기간 중 실시될 선거와 관련, 지역 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존중하되, 표결의 경우 입후보국 중 미수교국을 제외하고 지지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를 승인함.
4. 대표단은 회의 결과 및 관찰을 다음 요지 보고함.
(회의 결과)

IDB(공업개발이사회)
및 PBC(기획예산위원회) 선거(8.12.)

- 여타 그룹은 역내 컨센서스로 무투표 선출
- 아시아그룹은 표결한바, IDB의 경우 13개 입후보국 중 남예멘, 이란, 시리아를 제외한 11개국, PBC의
경우 7개 입후보국 중 이라크와 이란을 제외한 5개국이 선출됨.
사무총장 선출

- 새로 구성된 IDB(Industrial Development Board)에서 8.13.∼16. 수차례의 투표 끝에 주오스트리아
필리핀대사를 추천하였으며 총회는 8.17. IDB 권고에 따라 투표 없이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함.
(관찰)
금번 회의는 조직에 관한 것으로 실질문제 토의는 없었음.
IDB 아시아지역 11개 이사국 중 5개국이 교체될 1987년에도 역내 컨센서스보다 경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입후보 예상국(월남, 예멘, 이란 등)의 국제적 위상 등에 비추어 한국의 진출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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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유엔 총회 직속기구에서 1985.6.21. 유엔 전문기구로 전환된 신UNIDO 제1차 총회
(1985.8.12.∼17.)에서 실시될 동 기구 이사회 및 기획예산위원회와 사무총장 선출 관련, 입후
보 국가의 지지 요청과 우리의 검토 관련 내용임.
1.	이사회(IDB,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및 기획예산위원회(PBC, Programme and Budget Committee)
다음 국가들이 상기 위원회 입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요청함.
724

- 아주지역: 방글라데시(IDB), 인도(IDB, PBC), 인도네시아(IDB, PBC), 태국(IDB, PBC), 파키스탄(IDB),
말레이시아(IDB), 이란(IDB, PBC), 필리핀(IDB), 터키(IDB, PBC), UAE(IDB)
- 아프리카지역: 이집트(IDB, PBC), 잠비아(IDB), 나이지리아(IDB, PBC), 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
(IDB, PBC),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IDB)
- 중남미지역: 파나마(IDB), 멕시코(PBC), 트리니다드토바고(IDB)
- 선진국그룹: 일본(IDB, PBC), 호주(IDB), 프랑스(IDB, PBC), 스페인(IDB, PBC), 그리스(IDB), 노르웨이
(IDB), 스웨덴(IDB), 스위스(IDB, PBC), 덴마크(PBC), 벨기에(IDB, PBC)
외무부 경제국은 상기 요청 국가 중 지지 국가 선정문제에 관하여 해당 지역국과 협의함.

2. 사무총장(Director-General)
다음 입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이 접수됨.

- 주오스트리아 필리핀대사, 멕시코 전 외무성 경제담당차관, 주OAS 볼리비아대사,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A) 사무총장(세네갈 외무성과 아프리카 경제위원회에서 동인에 대한 지지 요청)
외무부는 UNIDO 사무총장으로 주오스트리아 필리핀대사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985.3월 주필리핀
및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통보함.

유엔
아시아그룹은 6.13. 회의에서 주오스트리아 필리핀대사를 UNIDO 사무총장으로 추천키로 합의함.

| 85-0650 |

UNCSTD(UN과학기술개발회의) / ICSTD
(개발을위한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 회의, 제7차.
New York, 1985.5.28-6.7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47 / 4 / 1~203(203p)

1.	주유엔대사는 1985.4.26. 유엔 사무총장이 5.28.∼6.7. 개최 예정인 ICSTD(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제7차 회의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하여 왔다고 보고
하고 관계 전문가를 대표로 파견해 줄 것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유엔
대표부에서 참석토록 훈령함.
2.	주유엔대사는 동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검토’
를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됨.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체계 의제의 경우, 세계적 과학기술 정보망은 기존의 정보체계 및 정보망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존의 유엔체계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의 전제조건으로
개도국들의 국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비엔나행동강령
이행 5년 검토 의제에서는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과학기술의 하부구조 강화에 별 진전이
없었으며, 동 강령의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및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건의)
동 회의는 각국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이는 회의인바, 과학기술 관련 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감안, 관계
전문가가 동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72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토의 내용)

중점토의
의제로 채택된‘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체계’및‘비엔나행동강령 이행 5년(Mid-decade)

우리나라의 UNDP(UN개발계획) 집행이사국
피선, 1985. 전2권. V.1 지지교섭

| 85-0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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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과

MF번호

2015-47 / 5 / 1~418(418p)

1. 한국의 입후보 배경
외무부는 1985.4.6. 비정치 분야 유엔 산하기구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해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협력 이행 및
유엔가입 분위기 조성을 위해 UNDP 집행이사국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함.

UNDP
48개 집행이사국 중 1985년 개선되는 16개국에 대하여 5.30.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총회에서
지역별로 선거가 실시됨.

아주지역에
배정된 3석을 놓고 총 6개국(레바논, 쿠웨이트, 시리아, 이라크, 인도네시아, 한국)이 경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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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섭 활동
당선에 필요한 최저 득표 수는 35표로 예상되었으며, 투표 방식은 비밀투표로 매 ECOSOC 이사국당 3개국에
기표 가능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ECOSOC 내 동구권 및 친북한 국가의 존재 때문에 실제 교섭 대상국이
38개국으로 한정됨.

외무부는
1985.5월중 주유엔대표부 및 관련국 주재 공관을 통해 ECOSOC 이사국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을
시행함.

- 한국이 아직 UNDP 집행이사국에 피선되지 못한 점과 경쟁국에 비해 UNDP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등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한국 지지를 요청
한국 지지 여부가 유동적이거나 확실한 언질을 주지 않은 프랑스, 스페인, 서독, 사우디, 인도, 브라질,
베네수엘라, 핀란드 등에 대해서 중점 교섭함.

인도네시아와
레바논은 투표 시 각각 자국만을 기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피선에
영향이 없을 것임에 비추어 한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5.10. UNDP 집행이사국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마약위 후보를 철회함.

우리나라의 UNDP(UN개발계획) 집행이사국
피선, 1985. 전2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85-0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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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7 / 6 / 1~65(65p)

1.	외무부는 1985.5.31. 전 재외공관에 대해 UNDP 집행이사국 사실 및 이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함.
한국은 5.30.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서 실시된 UNDP 집행이사국 선거에서 인도네시아, 쿠웨이트와
함께 아주지역 집행이사국으로 피선됨.

- 인도네시아 44표, 쿠웨이트 34표, 한국 33표, 레바논 22표, 시리아 14표, 이라크 14표
한국은 유엔 비회원국이라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 유엔 산하기구 중 가장 중요한 UNDP 집행이사국에

관계 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

이사국
피선은 그간 한국이 펼쳐 온 활발한 정상회의의 성과임.
한국은 UNDP 집행이사국 피선을 계기로 전통적 남북한 표 대결 외교에서 탈피, 최초로 다수 국가가 입후보한
입체적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대유엔 외교의 전기를 마련하고 유엔 가입 분위기를 조성함.

2.	외무부는 피선 확정 직후, 관련 재외공관에 대해 집행이사국 선출에 협조한 국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할 것을 지시함.
3.	외무부는 1985.5.31. 전두환 대통령 앞 보고서를 통해 집행이사국 피선 사실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UNDP의 활동에 적극 참여, 신장된 국력을 과시
여타 국제기구에도 적극 참여, 국력에 상응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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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된 것은 한국의 신장된 국제적 지위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는 의의를 가짐.

한국이
추구하는 남남협력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사국으로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앞으로 제3세계와의

UNDP(UN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32차. New
York, 1985.6.4-28

| 85-0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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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UNDP(UN Development Program, 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
1985년도 조직회의 및 제32차 이사회 관련 내용임.
1. 조직회의
UNDP 85년도 조직회의가 1985.2.19. 뉴욕에서 개최되어 32차 이사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제 및 회의 일정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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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2차 이사회(1985.6.3.∼28. 뉴욕)
UNDP 행정처장은 1985.3.28. 회원국들에게 제32차 UNDP 이사회 개최를 알리면서 옵서버 대표 명단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유엔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토록 훈령함.

- 주유엔대사는 북한 옵서버 대표 2명이 주소련 미국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동 이사회 회의에
참석 중임을 보고
한국이 UNDP 집행이사국으로 피선되어 1986.1월 이후 UNDP 활동에 본격 참여하게 됨에 따라 외무부는 제
32차 이사회 진행상황의 상세 파악, 보고 및 회의문서 송부 등을 주유엔대표부에 훈령함.

UNEP(UN환경계획) 이사회, 제12-13차.
Nairobi(케냐) 1984-85

| 85-0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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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UNEP(유엔환경계획) 관리이사회(Governing Council) 제12차 및 13차 회의 참석
관련 내용임.
1. 제12차 이사회 (1984.5.16.∼29. 케냐 나이로비)
UNEP 사무총장은 제12차 이사회 개최를 알리면서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notification)를
1984.2.16.자 공한으로 송부해 옴.

외무부는
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 주케냐대사관에서 동 회의에 참석토록 조치하고 다음 사항을 파악, 보고

- 2000년대의 환경 전망 문서 작성 상황
- 사막화방지 활동 계획
- List of Environmentally Dangerous Chemical Substances and Processes of Global Significances에 관한
전문가 회의(1983.11월, 제네바) 결과
- World Industry Conference on Environment Management(1984.11월, 파리) 추진 상황
- 환경에 관한 국제의회 회의(1984.11.∼12. 나이로비) 추진 상황

2. 제13차 이사회 (1985.5.14.∼24. 케냐 나이로비)
외무부는 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 1985.4.18. 이두호 환경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임명,
파견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 한국의 관리이사국 피선을 위한 각종 방안을 적극 모색
- 1984년부터 자발적 기여를 중단하고 우리의 참여에 대한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납부해 온바, 금번 이사회
에서도 자발적 기여금 납부의사 표명은 하지 않음. 다만 자발적 기여금으로 조성되는 환경기금과 관련,
사무국의 기여금 증액 촉구에 대한 반응과 회의 분위기, 우리의 관리이사국 입후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기여금 납부 필요성 및 효과 등을 분석, 추후 동 문제 관련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한국 전문 인력의 UNEP 사무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적극 교섭
- 지구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등 UNEP 주요 사업 관련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동 사업에 대한 한국의 활동
강화 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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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훈령함.

UNICEF(UN아동기금) 일반, 1985

| 85-0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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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CEF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이사국 진출 문제
UNICEF 처장은 1984.10.22.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급속한 경제사회 발전을 이룬 한국의 성취를 공유
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그 방안으로 한국의 대UNICEF 재정 지원과 이사국 진출 또는 UNICEF 예산에 대한
기여금 증액을 거론함.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은 1985.1.30. 주한 UNICEF 대표 면담 시, 이사국 진출을 돕는 방안으로 제시된
대UNICEF 재정 지원은 현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UNICEF 예산에 대한 기여금 증액 문제는 우선순위를
730

두고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함.

2. James P. Grant UNICEF 처장 방한 초청
주한 UNICEF 대표는 1985.1.30. 외무부 신기복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자리에서 Grant 처장이 방한을 희망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신기복 국장은 환영 입장을 표명함.

외무부는
5.7. 주유엔대사에게 Grant 처장을 정부 빈객으로 초청하기 위해 1985년 중 편리한 시기에 방한토
록 초청할 것을 훈령함.

Grant
처장은 6.3. 일정상 1985년도 방한은 불가능하고 1986년 중 가능한 대로 조기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함.

3. 자선 음악회 개최 문제
주한 UNICEF 대표는 1985.5.16. 외무부에 동 기구 활동기금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일·홍콩
연예인 자선음악회(일본 연예인은 일본어로 가창) 개최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문화공보부는
국민감정을 고려, 일본어 가창은 불허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외무부(아주국)도 일본인
가수가 영어로 가창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4. UNICEF 카드 판매 활동 지원
외무부는 UNICEF의 목표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동 기구 활동 적극 참여 의지를 표명하는 뜻에서 UNICEF 주한
사무소가 전개하는 카드 판매 활동을 지원함.

- 총무처와의 협조하에 종합청사 1층 로비에 판매대 설치
- 외무부 직원 부인으로 자원봉사대를 구성, 1985.11.20.∼29. 종합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UNICEF
카드 판매

한국의 UNITAR(UN훈련연구원) 이사회 진출
추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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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유엔대사는 1984.3.29. UNITAR(유엔훈련연구원) 사무국장이 한국의 UNITAR 이사회(Board of
Trustees) 진출을 권유해 왔다고 보고하고, 다음 요지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진출 추진을 건의함.
이사 선출 방법

-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 의장 및 ECOSOC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각국 인사 30명 지명 (현재 5명
공석)
- 원칙적으로 개인자격 형식을 취하되 실제로 기여금 공여 국가의 주유엔대사를 선임
참고 사항

진출의 장·단점
(장점)

- 국제기구 외교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 가능
- 이사회 내 미수교국 인사와의 접촉 기회 활용
- UNITAR와의 협조 관계 심화
(단점)

- 기여금 제공 필요 (UNITAR 측은 10만 달러 정도 기여 희망 시사)
건의

- 유엔 활동 참여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주유엔대사의 UNITAR 이사 진출 추진

2.	외무부는 1984.5.3. 이사직 진출을 위해 노력하되 기여금 제공 문제와는 분리하여 추진하고, 주유엔
대사가 이사직에 진출하는 경우 85년부터 1만 달러로 시작하여 매년 기여금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고 이를 주유엔대사에게 훈령함.
3.	주유엔대사는 1985.5.30. 추가되는 5개 이사국으로부터 각각 연 10만 달러 정도의 기여금을 추가
확보한다는 양해하에 이사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경우도 연 10만 달러 정도의 기여 없이는
추진키 어려운 입장이라는 UNITAR 사무국장의 반응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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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사무국장 재임 시 방만한 운영 등으로 재정 적자 상황인바, 현 사무국장은 재정 균형 회복을 위해
긴축 운영과 함께 선진국에 대한 기여금 증액 등을 교섭 중

UNV(UN봉사단) 자문회의, 제3차. Geneva.
1985.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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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V(유엔봉사단)의 Nabulsi 행정조정관은 1984.4.17.∼19.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UNV 협의회
의제, 안내자료 등을 첨부한 새마을운동중앙본부장 앞 서한을 주제네바대사 경유 전달 의뢰하여
왔으며, 외무부는 이를 1985.4.6.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85.4.11. 주제네바대사에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사정상 85년도에는 UNV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공관에서 동 회의를 참관, 회의 내용 및 토의 결과 등을 파악, 보고하고
732

회의 문서를 송부하도록 훈령함.
3. 주제네바대사는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 보고함.
4.17.∼18.‘봉사단 현지 활동 효율 제고’의제를 토의, 봉사자들에게 문화 충격이 없도록 하는 방안,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수혜국 주관기관과의 협조, 봉사자 단기훈련 문제 등을 논의함.

4.18.∼19.
‘봉사단 파견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의제를 토의함.

- International Volunteer Day를 지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결정은 하지 않음.
- 1986.4월 제4차 협의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문제 협의
- 연례 협의회와는 별도로 1985.12월경 봉사활동 사업에 관한 특별회의를 레소토에서 개최하는 문제 협의
4.19. 주요 참가 단체의 현지 봉사활동 사례 및 제안 청취 후 폐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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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 1985년도 회의 관련
내용과 ICAO 문서 등임.
1. 이사회 특별회의
주캐나다대사는 1985.6.27. TWA기 납치사건과 Air India 추락사건 등 일련의 민간 항공기 사건 관련, ICAO
이사회 의장의 지시로 집행이사회 특별회의가 6.27.부터 개최된다는 캐나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함.

주몬트리올총영사는
6.27. 개막한 동 회의 경과를 다음 요지 보고함.

2. 제116차 이사회
주튀니지대사는 1985.10.17. 튀니지 외무성이 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이스라엘기의 튀니지 영공 침범 사건을
ICAO 이사회에 제소했다고 알리면서 이사회에서 튀니지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한국이 이사국이 아니므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주튀니지대사에게 회신
ICAO 이사회는 상기 이스라엘기의 튀니지 영공 침범(85.10.1.)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한바, 외무부는 동
결의를 11.7. 국방부 및 교통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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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및 캐나다 교통장관이 민항기 안전을 위한 제 협약의 준수와 각국 공항의 안전기준 강화 등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ICAO가 취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사국 대표들도 안전조치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함.
- ICAO 사무국이 회의 결론 및 각국 대표의 연설을 기초로 Plan of Action을 준비, 이사회에 제출토록 함.
- 동 Plan of Action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기 연장 제의(호주 및 콜롬비아)를 받아들여 이사회
회기를 2주 연장, 사무국이 제출한 Plan of Action 관련 결의를 채택하고 7.10. 폐회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수회의, 제3차.
Montreal, 1985.1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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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몬트리올총영사는 1985.10.11. 제3차 국제항공운수회의(Air Transport Conference)가 10.22.∼11.7.
몬트리올에서 개최 예정임을 보고하고 대표단 파견 여부를 회보해 줄 것을 청훈함.
동 회의 주요 의제는 국제 항공 분야에서 과잉 공급에 의한 경쟁 규제 및 국제항공 운임 조정 문제임.

2.	외무부는 1985.10.11. 주몬트리올총영사에게 대표단 임명 조치 중임을 알리면서 북한 대표단 참석
여부 등을 확인, 보고하도록 훈령함.
734

북한은 국제항공운수회의 제1차(1977.4월) 및 제2차(1980.2월)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제1차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정치적 발언을 하여 한국 대표가 Point of Order를 행사한 바 있음.

3.	외무부는 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5.10.15. 교통부 항공국 과장 및 직원 1명과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직원 1명(고문) 등 3명의 대표단을 임명, 파견하고 다음 요지 기본훈령을 시달함.
회의 의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 경주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는 세부 훈령에 따라 대처하고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한 사항의 경우 본부에
청훈

북한
대표단 및 북한 동조국이 한국을 비방하거나 한반도 문제 관련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 적절히 반박

4.	회의는 76개 회원국과 10개 옵서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개막하여 10.22. 의장단 선출
및 기조연설을 진행함(한국의 본부 대표단은 10.23. 현지 도착). 주몬트리올총영사는 북한이 10.23.
현재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4차. London,
1985.11.11-22.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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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가 1985.11.11.~22. 런던에서 개최됨(총 113개 회원국 참석).
한국 대표단

- 수석 대표: 라원찬 주영공사
- 교체 대표: 권순대 주영참사관, 임완수 해운항만청 선박과장
- 고문: 김재도 한국선급협회 상무 등 4명
북한은 3명의 대표단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함.

사무총장은 13차 총회 이래 베트남 및 브루나이의 가입으로 회원국 수가 127개국이 되었다고 하고, 제54차
이사회에서 북한 가입이 권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무국이 북한 가입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한을 회원국에게
발송하였는바, 총 57개국이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음을 보고함.

사무총장은
북한의 가입을 위해서는 85개국의 찬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북한 가입 문제는 더 이상
토의되지 않음.

3.	한국 대표단은 회의 종료 후 정부에 제출한 총회 참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IMO 이사국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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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총회에서 제기된 북한 가입 문제에 관한 논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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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4차. London,
1985.11.11-22. 전2권. V.2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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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11.11.~22. 런던에서 개최된 IMO 제14차 총회에서 동 기구 이사국 선거가 실시된바, 정부는 이
사국으로 입후보할 의사를 표명하고 지지 요청을 해 온 많은 국가들을 한국과의 제반 관계를 종합적
으로 평가, 다음 Category에 따라 분류함.
Category A: 국제해상 수송용역 제공에 최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8개국)
Category B: 국제해상무역에 최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8개국)
Category C: A, B 그룹 이외의 주요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1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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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에서의 이사국 선출 선거는 비밀투표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 득표한
국가로서 득표 순으로 선출함.
3.	A, B 그룹 이사국은 동일 국가가 계속 재임하는 경직성이 있으며, C 그룹 선출에서는 77그룹의 지지
등 정치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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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6.6.25.∼28. 런던에서 개최 예정인 제54차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에서 1983년
이후 토의가 연기되어 온 북한의 동 기구 가입 문제가 토의될 예정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방침을 각 이사국 주재 공관에 통보하고 관련 교섭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1. 대처 방침
북한 가입 안에 대한 심의를 이사회(Council)의 결정에 일임함.
다만 이사회의 북한 가입권고안 채택 후 동 권고안에 대한 전체 회원국의 의견을 문의하는 절차로서 1985.11월

2. 교섭 지침
이사회의 가입권고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음을 전제로 동 가입권고안이 우편투표에 회부되어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 대해 각 이사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함.

북한에
동조하는 이사국들이 우편투표에 반대하고 총회에서의 표결을 주장하여 이사회가 가입권고안 처리
방식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이사국들이 우편투표 방식에 찬성하여 주도록 교섭함.

3. 교섭 논거
IMO 협약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채택하는 북한의 가입권고안은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서한문의 방식은 협약 규정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이 될 것임.

북한
가입 문제는 1983.4월 동 가입 신청 이래 이견이 상충하여 온 사안인바, 공개적인 논쟁의 재연을 방지하고
IMO의 전통적인 우호 분위기 손상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유의 사항
우편투표 시행이 결정될 경우 북한의 가입 문제에 관하여 IMO 사무국은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서한을 통한
문의를 해야 하며 전체 회원국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되어 북한의
가입 지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방안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IMO의 규정에 충실하면서 북한의 가입 문제가 조용히 처리됨이 바람직하다는
동
점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한국이 북한의 가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우편투표는 본질 문제가
아닌 절차적 사항이므로 동 방식에 대한 지지는 각 회원국들의 입장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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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표결하지 않고 개별 회원국들에 대한 서한문의 형식의 우편투표 방식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추진함.

IMO(국제해사기구) 기술협력위원회 회의,
제26차. London, 19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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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IMO(국제해사기구) 기술협력위원회 제26차 회의(1985.6.27. 런던) 결과에 관하여
주영대사관이 송부한 보고서와 회의 문서이며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대표단
주영대사관 해무관 및 한국선급협회 런던소장
738

2. 의제별 토의 내용
기술협력위원회 의사규칙 채택

- 사무국에서 의사규칙 초안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심의키로 함. 동 의사규칙
채택 시까지는 이사회 의사규칙을 준용키로 함.
기술협력 프로그램

- 해사기술훈련소 설립, 단위 국가 또는 지역 세미나, 기타 기술협력 전반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수원국들은 동 기술협력 제공에 대한 사의를 표함.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관련 보고

- 74개 개도국의 212명이 세계해사대학에 입교하였으며 198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교육을 완료하게 되면
범세계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IMO 고문단 활동 보고

- 1985년 현재까지 105개의 임무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음.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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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1985년도 IMO(국제해사기구) 각 소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30차 화재보호 소위원회(2.4.∼8. 런던): 주영대사관 회의 결과 보고서 제출
한국선급협회 런던소장 참석
화재 시범 방법, 화물탱크의 통풍장치, 소화 시스템, 화재 제어도 관련 요건, 저 인화점 화물의 연료 사용의
위험 등 의제 심의

외무부는 1985.2.11. 주영대사관 해무관 등 4명의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대표단이 제출한 회의 참석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34개국 대표와 1개 전문기구(FAO) 및 5개 비정부 간 기구 참석
- 건 화물선의 구획과 손상 시 복원성, 손상 자료의 수집과 분석, 갑판적재 목재 운반선을 위한 복원력
곡선 계산 등 의제 심의
- 선진국 주도로 제정된 IMO 제 협약은 개도국에게 불리한바, 이러한 국제법 강화는 우리 어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제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 상존

3. 제31차 항해 소위원회(7.8.∼12. 런던): 주영대사관 회의 참가 보고서 제출
주영대사관 해무관 및 한국선급협회 런던소장 참석
해사안전위원회 결정사항, 선박 항로, 1972년 충돌예방 규칙의 해석, 해상 무선부표 등 의제 심의
신규 및 개정 통항분리 계획 채택 등 결정

4. 제15차 화학품 소위원회(9.2.∼6. 런던): 주영대사관 회의 참가 보고서 제출
주영대사관 해무관 및 한국선급협회 런던소장 참석
신규 화학품의 안전위험 평가,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II의 물질품목 현실화와 신규 화학품의 오염위험
평가 등 의제 심의

5. 제18차 선원훈련, 당직기준 소위원회(9.9.∼13. 런던)
외무부는 9.6. 주영대사관 해무관 등 3명의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대표단은 다음 요지의 회의 참가 보고서를 제출함.

- 36개 회원국, 2개 유엔기구, 1개 정부 간 기구 및 10개 국제 민간기구 참석
- 78 훈련당직협약의 규정 해석, 어선 선원의 훈련과 증명에 관한 지침서 작성, 선박 항해 중 구명정
전수 훈련 등 의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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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0차 복원성, 만재 흘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2.25.∼3.1. 런던)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타 회의. Vienna
(오스트리아)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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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학기술처는 1985.6.4. 외무부에 대해 한국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 진출과 기술협력
사무차장직 진출 문제 관련, IAEA 사무총장 및 우방 이사국 대표 등과 사전 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병휘 원자력 비상임위원을 IAEA에 파견하는 데 대한 협조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6.7. 이병휘 위원을 6.11.∼14.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IAEA 이사회 대표로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740

IAEA 사무국 및 이사국 대표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한국의 윤번 이사국 진출 및 기술협력 사무차장직
진출을 위한 관련 정보 파악

몽골,
월남, 북한 등 국가들과 이사국 진출 관련 경합 가능성이 있는바, 이들 국가들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특기사항 본부에 보고

북한이
우리의 사무차장직 진출 계획을 간파할 경우 방해 책동이 예상되는바, 보안에 각별 유의하고 우방
이사국들과 협력하여 공산권 이사국들의 반대를 무마하도록 적극 노력

3. 이병휘 위원은 IAEA 이사회 기간 중 사무차장직 진출 관련 협의를 가짐.
6.11.∼14. Velez Ocon 기술협력 사무차장(1985.11월 임기 만료) 등 5명의 사무차장을 면담, 협의한바, 4명의
사무차장이 호의적 반응을 보임.

6.12.
미국 수석대표와 협의, 협조 약속을 받음.
6.17.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이병휘 위원과 함께 Blix IAEA 사무총장을 면담, 협조를 요청하고 동 임명 전망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알려 줄 것을 요청한바, Blix 사무총장은 9월 총회 때까지는 인선을 마치고 12월 초에 있을
기술원조 위원회 시 이사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고 한국의 사무차장직 응모에 사의를 표함.

4.	Blix 사무총장은 1985.12.10.∼11. 개최된 IAEA 이사회 기술원조 및 협력위원회 기간 중 기술협력
사무차장으로 말레이시아 인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 원안대로 채택됨.
한국은 동 사무차장 후보를 낸 회원국 중 한 나라로서 적극 지지해 준 우방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신임
사무차장에 대한 협조 의사를 밝힘.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9차. Vienna,
1985.9.23-27.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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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제29차 총회(1985.9.23.∼27. 비엔나) 관련 사항 중 대표단
파견, 이사국 선거 입후보국 지지 문제,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 처리 등에 관한 내용임.
1. 대표단 파견
IAEA 사무총장은 1985.6.25. 회원국들에게 9.23. 개막 예정인 IAEA 제29차 총회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함.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와의 협의를 거쳐 9.6. 과기처차관을 수석대표로, 주오스트리아대사(교체수석대표),
외무부(주오스트리아대사관 및 주제네바대표부), 과기처(본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직원과 한국전력공사 및

- 9.23. IAEA 사무총장을 예방, 한국의 이사국 및 사무차장 진출에 대한 협조 요청
- 9.24. 총회 기조연설을 행하고 각국 수석대표 20여 명을 위한 오찬 주최

2. IAEA 이사국 선거 입후보국 지지 문제
과테말라, 파라과이, 멕시코, 파키스탄, 이라크, 스웨덴, 핀란드, 수단 등 이사국 입후보 국가가 제29차 총회
에서의 선거 시 지지를 요청해 옴.

외무부는
파라과이, 파키스탄 등 6개국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고 이를 대표단에 훈령함.

3.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 문제
이라크는 9.24. 1981년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로 폭격 관련, 이스라엘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배포함.

외무부는
9.26. 상기 관련 주오스트리아대사의 청훈에 대하여 비밀투표 시 동 결의안에 반대하고 공개표결
시에는 불참토록 훈령함.

미국
측은 동 결의안 관련 미국이 제의할 절차적 동의(주요 사항으로 취급, 2/3 찬성 필요)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요청하여 왔으며, 외무부는 9.27. 절차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훈령함.
 결의안은 2/3 다수를 요한다는 사무국의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결의안에 대한 호명투표 결과 찬성이 2/3에
동
미달하여 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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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연구소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수석대표는
다음 활동 등을 전개함.

| 85-0667 |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9차. Vienna,
1985.9.23-27. 전2권. V.2 한국의 이사국 피선
교섭 및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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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처는 1985.5.11. 외무부에 IAEA가 제29차 총회에서 극동지역 이사국과 윤번 이사국을 선출
예정인 것과 관련, 한국의 이사국 진출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주오스트리아대사도 5.14. 제29차
총회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이 의사 표명의 적기라고 판단되니 검토하여 달라고
청훈함.
IAEA 이사회는 핵 선진국(상임), 지역 이사국 및 윤번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바, 제29차 총회 시에는 지역
간 윤번 이사국이 극동지역에 할당되어 한국이 속한 극동 국가군에서 지역 이사국 1석, 윤번 이사국 1석,
742

도합 2개 이사국 선출 예정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5.5.17. 몽골 측이 한국대사관 관계관에게 접근, 지역 이사국 입후보 사실을
통보하면서 한국의 이사국 진출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몽골의 입후보에 대한
반응, 북한 및 월남과 현 지역 이사국인 필리핀의 윤번 이사국 입후보 가능성 등과 함께 한국의 입후
보에 대한 견해를 보고할 것을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훈령함.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북한, 월남 및 필리핀 모두 입후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 상황에서 한국의 윤
번 이사국 당선에 저해 요소는 없을 것이며, 지역 이사국 입후보 시에는 몽골과의 경합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윤번 이사국과 지역 이사국 간에 실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윤번 이사국으로 입후보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는 판단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5.6.28. 및 7.4. IAEA 총회에서 윤번 이사국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오스트리아
대사 및 IAEA 회원국 중 74개국 주재 공관에 각각 알리고 교섭을 훈령함.
4.	관련 재외공관들은 상기 훈령에 따른 교섭을 진행한바, 호의적 고려, 상대국 입후보(여타 국제기구
포함)와의 교환 지지 제의, 지지 등의 반응이 보고되었으며 외무부는 1985.9.18.까지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통보함.
지지 결정 문서 접수: 15개국
지지 방침 구두 약속: 29개국
호의적 고려 약속: 16개국
신중 검토: 12개국 등

5.	1985.9.26. 실시된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극동지역에서 단독 입후보, 총 투표 91표 중 73표를 획득,
윤번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극동지역 지역이사국으로는 몽골이 단독 입후보, 피선됨.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직 진출 추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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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1.24.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1985년 중 공석이 되는 IAEA의 사무차장급 직위 및 한국
인사의 진출 가능성 등을 타진, 보고토록 훈령하였으며, 주오스트리아대사는 현 기술협력 사무차장이
연말까지 사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고함.
2.	과학기술처는 이병휘 원자력위원의 IAEA 기술협력 사무차장직 진출을 추진해 줄 것과 이 위원의 입
후보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의 과기처장관 명의 IAEA 사무총장 앞 서한을 전달해 줄 것을 1985.5.16.
및 7.22. 각각 외무부에 요청함.
- 중남미, 중국(구 중공) 외에 아프리카에서도 2∼3명이 신청하였고 수명이 더 있을 것임.
- 자신의 재임명이 확정되는 총회(1985.9.23.∼27.) 시까지 본건 처리를 보류하고 그 후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임.
- 현 여건으로 보아 사전운동(canvassing)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또한 이 위원의 경력 등이 유리한 점인 반면, 북한 등 공산권의 예상되는 방해 책동이
불리한 점이라는 평가를 보고함.

3.	외무부는 1985.10.29.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IAEA 총회에서 Blix 사무총장의 재임명이 확정된 시점
에서 이병휘 위원의 사무차장 진출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희망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무총장을 지급
면담, 협조를 요청할 것을 훈령함.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1.6. 사무총장을 면담한바, 사무총장은 이병휘 위원과 각료급인 아프리카 인사 등
3∼4명으로 후보가 압축되었으며 수일 내 아시아 지역의 또 한명의 후보자(말레이시아인으로 탐문)를 면담
후 11월 말경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4.	외무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 건의에 따라 IAEA 이사와 과학자문위원들이 이 위원 임명을 지지한다는
뜻을 사무총장에게 표명하도록 관련국 정부를 상대로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을 시행함.
주미대사는 11.26. Blix 사무총장이 방미 시 소련의 강력한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 위원을 첫
번째 후보로 생각하다가 소련의 반대로 많이 후퇴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미국 측 반응을 보고함.

5.	주미대사는 1985.12.2. 미 국무부이 통보해 온 바에 의하면 IAEA 사무총장이 말레이시아 후보를 지명
키로 결정하였음을 비공식적으로 주비엔나 미국대표부에 알려 왔다고 보고함.
6.	주오스트리아대사는 Blix 사무총장이 1985.12.3. 대사관 관계관에게 말레이시아 후보가 사무차장으로
내정되었음을 사전 통보 형식으로 알려 왔다고 보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주오스트리아대사는 8.23. Blix 사무총장을 면담, 동 서한을 전달하고 사무총장의 언급 내용을 다음 요지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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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한국 참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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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EA의 Blix 사무총장은, 1983.3.28. 주오스트리아대사가 동 사무총장 방한 일정 협의 등을 위해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방한 시 IAEA 기술원조 사업 중 소규모 Footnote A 사업에 대한 한국의 지원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말함.
이와 관련, 주오스트리아대사는 한국인의 IAEA 진출 및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활용 등 차원에서 동
Footnote A 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744

- Footnote A 사업은 IAEA의 기술원조 사업 중 IAEA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특정 원조 제공 국가가
특정 개도국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

2.	과학기술처는 1983.4.1. 외무부에 Footnote A 사업에 의거하여 관계 수립을 희망하는 미수교국 현황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원자력 기술 원조를 통한 관계 개선 희망국으로 이집트, 이라크
등 5개국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함.
3.	1983.6.10. IAEA 이사회의 IAEA의 기술원조 재원조달 문제 논의 시 한국(이병휘 이사)은 훈령에 따라
한국은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Footnote A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발언함.
4.	Blix 사무총장 방한 시 논의된 바 있는 Footnote A 사업 관련, 과학기술처는 이병휘 이사가 1983.6월
이사회 참석 시 IAEA 측과 협의 선정한 5개 project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결과 파키스탄 및 말리
관련 3개 project가 참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983.9.8. 외무부에 알리면서 사업 대상과 소요
예산 부담 계획 등을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자력 기술원조가 동국과의 관계 증진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요예산
(52,800달러)의 외무부 부담은 어렵다고 회신함.

5.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3.10.8. 한국이 이사회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한 점, 동 사업이 1년 project라는 점
및 사업 지원에 따른 이점 등을 감안, 차기 IAEA 총회에서 Footnote A 사업 참여 의사를 재천명하고 상기
대파키스탄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외무부는 10.11. 예산 사정상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신함.
6.	IAEA 사무국이 1983.11.2. Footnote A 사업 참여에 대한 한국의 입장 통보를 요청해 옴에 따라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동 사업 참여를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와 과학기술처 간 계속된 협의에서 양 부처
공히 동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확인한바, 외무부는 12.13. 예산의 추가편성
또는 전용 등을 통해서라도 IAEA에 대한 약속 이행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과학기술처에 요청함.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UN회의 준비회의,
제3-6차,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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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회의(UN Conferenc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UNCPICPUNE)를 위한
준비회의 제3∼6차 회의 관련 내용 및 회의 문서 등임.
1.	유엔 사무총장은 1979.5.15. UNCPICPUNE에 관한 1978년 유엔 총회 결의와 관련, 동 회의 개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 및 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와의 협의를
유엔 총회는 1980.12.5. 결의를 통해 1983.8월∼9월 UNCPICPUNE 개최(제네바)를 결정하고 동 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준비위원회 제1차 및 2차 회의가 1981.8월 및 1982.6월 비엔나에서 각각 개최
됨(본회의 의사규칙 및 잠정의제 채택 실패).

2.	외무부는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1982.10.27.∼11.2. 비엔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처에 통보함.
준비위원회 위원국 중 55개국 및 6개 옵서버국 대표 참석
본회의 의제, 의사규칙 및 준비위원회 일정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선진국 그룹은 기술적 측면의
의제만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고 후진국 그룹은 국가주권 및 기술협력 등 정치적 문제도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함.

본회의
잠정의제, 준비위원회 일정 등 미결 사항을 유엔 총회에서 결정토록 위임함.

3.	유엔 총회는 1982.12.17. 결의를 통해 1983년 중 준비위원회 2회 개최 등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준비
위원회 제4차 회의가 1983.3.28.∼4.6. 뉴욕에서 개최된바, 주유엔대사는 동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65개 위원국 대부분이 참석하였고 한국, 이란, 스위스, 교황청 대표가 옵서버로 참석함.
UNCPICPUNE 본회의 의제와 의결방법 등 쟁점에 합의를 보지 못하여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로부터 진전이 없
었으며, 모든 결정을 컨센서스로 하자는 선진국의 주장과 다수결을 주장하는 제3세계 입장이 대립함.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 시기와 장소 결정을 제38차 유엔 총회에 위임함.

4.	제38차 유엔 총회는 1983.12.14. UNCPICPUNE의 1986년 개최와 제5차 준비위원회의 1984.6월
비엔나 개최를 결정한바, 제5차 준비위원회는 6.25.∼7.6. 비엔나에서 개최됨.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동 제5차 회의에서 일부를 제외한 본회의 의사규칙 및 의제, 본회의 장소(제네바) 및
일시(1986.9월말∼10월초)에 합의하였다고 보고함.

5.	제39차 유엔 총회는 UNCPICPUNE의 1986.11.10.∼28. 제네바 개최와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
1985.10.21.∼11.1. 비엔나 개최 등 내용의 결의를 1984.12.13. 채택함.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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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동 회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회신함.

WMO(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회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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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측기 및 관측법 전문위원회(Commission for Instruments and Methods of Observation) 제9차
회의(1985.7.15.∼26. 캐나다 오타와)
WMO 사무총장은 1984.11.4.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를 알리면서 참석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와의 협의를 거쳐 1985.7.1. 중앙기상대 관측과장을 대표로 임명, 파견함.
 회의 의제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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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기상기구의 관측 요구사항 검토, 상층 관측, 지상 관측, 환경 관측, 기상측기 및 관측 지침서, 측기
전문가의 교육과 훈련 등
동 회의 참가대표는 8월 제출한 참가 보고서에서 의제별 토의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평가를 보고함.

- 금번 회의가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측기 및 관측법의 개발과 촉진, 다른 기관 요구에 따른 측기 개발,
측기 및 관측법의 국제적 비교와 표준화 촉진 등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은 물론 국제적 유대 강화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2.	기후 전문위원회(Commission for Climatology) 제9차 회의(1985.12.2.∼13. 제네바)
WMO 측의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에 따라 외무부는 1985.11.20. 과학기술처가 추천한 중앙기상대 산업
기상과장을 대표로 임명, 파견함.
 회의 의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
동

- World Climate Programme 검토, 가뭄과 사막화 현상, 교육 훈련 및 지식과 기술의 이전, National
Climate Programme 등
회의 참가대표가 제출한 참가 보고서 중 회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 회의의 주된 관심은 기후 자료의 적정한 처리 및 관리를 통한 이용 편의 도모, 기후 자료의 산업분야
이용방법 개발, 선진국 기술과 지식의 개도국 이전, 기후 변화 대처 활동 증진 등인바,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Obasi, Godwin O. P. WMO(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방한, 1985.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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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11월 주제네바대사는 10월 방북한 바 있는 Godwin O. P. Obasi WMO 사무총장이 1985.2월
북경 개최 WMO 집행위에 참석하는 기회에 동 총장을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1.7. 동 방한 초청에 대한 과학기술처(중앙기상대)의 의견을 문의함.
2.	과학기술처는 1984.11.19. 동인에 대한 방한 초청이 WMO와의 협력 증진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과학기술처장관 명의 초청을 위한 조치를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과학기술처

3.	주제네바대사는 1984.12.4. Obasi 사무총장을 면담한바, 총장은 방한 초청을 수락하고 1985.1.30.∼2.3.
방한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외무부는 12.17. 주제네바대사에게 과학기술처장관 명의 초청장을 송부하였으며 주제네바대사는 1985.1.11.
Obasi 사무총장을 면담, 초청장을 전달하고 방한 일정 등을 협의함.

4.	외무부는 1985.1.21. 동 사무총장의 잠정 체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주제네바대사에게 통보함.
예방 및 면담: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과기처장관, 한국과학기술원장, 중앙기상대장 등
방문 및 시찰: 중앙기상대, 한국과학기술원, 농촌진흥청, 한강홍수통제소, 판문점, 충주댐 건설현장 등

5.	외무부는 1985.2.3. Obasi 사무총장이 예정대로 방한하여 상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한하였다고
주제네바대사에게 통보함.
외무부장관은 동 사무총장 면담 시 한국과 IMO 간 협력 관계 증진에 관하여 언급하고, 특히 우리 기상연구소
설립 및 기상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함(접견인사 기록표에 기록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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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명의 초청 의사를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주제네바대사에게 훈령함.

영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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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프랑스대사는 1984.3.14. 유네스코 영국대표부 차석대표가 한국대사관 관계관에게 유네스코가
제반 분야에서 영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1985년 말에 탈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하였다고 보고함.
2.	영국의 해외개발 담당 국무상은 1984.4.2. 서한을 통해 영국이 당분간 유네스코에 잔류하여 개혁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나 1984년 말 이전 동 입장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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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에게 통보함.
3.	Howe 영국 외상은 1984.11.22. 영국 하원에서 영국이 1985.12.31. 유네스코로부터 탈퇴할 것이며
이러한 입장은 85년도 유네스코 총회 결과를 감안하여 85년 말에 재검토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유네스코 개혁에 만족스러운 성과가 없다는 점을 동 결정의 이유로 적시함.
Howe 외상은 1984.12.5.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 서한으로 만족할 만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국은
1985.12.31.부로 유네스코에서 탈퇴할 것임을 통보함.

4.	외무부는 미국 및 영국의 탈퇴로 유네스코 내 체질개선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것은 유리하나 서방측의
지위 약화와 동구권의 주도권 장악 움직임은 한국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의 반응을 파악함.
5.	영국의 해외개발 담당 국무상은 1985.12.5. 의회에서 유네스코 탈퇴를 발표한바, 재외공관이 파악
보고한 주요국 반응은 다음과 같음.
프랑스: 대처 수상의 결정에 의한 것이며 M’
Bow 유네스코 사무총장 임기 만료 후 재가입할 것으로 봄.
여타국의 추가 탈퇴는 없을 것으로 봄.

독일:
계속 유네스코에 남아 내부 개혁에 노력할 것임.
일본: 영국의 탈퇴 입장 이해하며 유네스코 개혁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함. 일본은 계속 유네스코에
남아 내부 개혁에 협력할 것임.

이탈리아:
계속 회원국으로 남을 것임. 추가 탈퇴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함.
동구제국(성명문): 영국의 탈퇴는 85년도 유네스코 총회에서 각국이 보여 준 타협을 위한 신의와 노력을
배반한 것이며 다자간 국제 협력을 해치는 것임. 사회주의 제국은 유네스코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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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UNESCO 제23차 총회(1985.10.8.∼11.12. 불가리아 소피아) 대표단 구성 및 훈령,
대표단의 회의 참석 관련 행정사항, 각국의 총회 관련 입장 등에 관한 사항임.
1. 대표단 구성
UNESCO 사무국은 1985.8.20. 회원국들에게 대표단 구성(5명 이내의 대표 및 5명 이내의 교체대표와 필요한
만큼의 자문위원 및 전문가) 및 신임장에 관한 UNESCO 총회 의사규칙을 통보하고 주의를 환기함.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23. 손제석 문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윤억섭 주프랑스대사를

2. 대표단에게 시달된 기본훈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기본 입장

- 토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방 제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견지하여 국위 선양과 국익 증진에 최대 노력
- 미국의 탈퇴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및 개혁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서방제국의
대UNESCO 기본입장이 재평가될 것으로 보이는바, 서구 제국, 제3세계와 동구권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회의 동향에 대해 대표단의 상황 판단과 재량에 의거 신중히 대처
현안 문제

- 한국은 ‘정부 간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IPDC)’ 이사국에 입후보하여 지지 교섭 중인바,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을 전개하여 이사국으로 피선되도록 최대한 노력

3. 회의 참가 관련 행정사항
UNESCO 사무국은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총회 대표단을 위한 호텔 예약, 사무실 임차 및
문화행사 관계 사항 등을 1985.4.30.까지 불가리아의 회의 준비위원회를 통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4.30. 이후 호텔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과 개최지가 미수교국인 점 등을 감안, 우선 잠정적인 대표단
규모와 소요 객실 수를 3.22.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회의 주최 측에 통보토록 함.
 밖에 대표단의 불가리아 입출국, 수석대표 일정 등 관련 협의 및 조치가 이루어짐.
그

4.	본 문건에는 이란-이라크 전에 관한 이라크 측 결의안 관련 주바그다드총영사 보고 및 이라크 측의
지지 요청 공한, 캐나다 및 독일의 UNESCO 개혁문제에 관한 비망록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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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대표 3명, 교체대표 5명, 전문위원 10명)을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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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제23차 총회(1985.10.8.∼11.12. 불가리아 소피아) 결과 보고와 동 총회 관련 각국
언론보도 내용, 한국의 UNESCO 산하 위원회 진출 및 총회 기간 중 문화행사 개최 등 관련 내용임.
1. 결과 보고
문교부는 1985.11.1. 외무부에 UNESCO 제23차 총회 수석대표인 손제석 문교부장관의 총회 참석 결과보고서를
송부한바, 동 보고서는 총회 일반사항과 주요 안건, 기조연설 등 수석대표 활동 내용, 북한 대표단 동향 등
750

관련 내용을 수록함.

과학기술처는
총회 과학기술분과위 참가 보고서를 작성, 12.3. 외무부에 송부함.

2. 언론 보도
외무부는 1985.10.8. 서구 주요국 및 인도, 나이지리아 등 13개국 주재 공관에 대해 서구 제국이 미국의
UNESCO 탈퇴(1984.12월) 이후 동 기구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제23차 총회가 UNESCO의 장래를
위해 중요한 계기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리고, 주재국 언론이 금번 총회 또는 동 기구 개혁 문제에 관하여
보도하는 내용을 상세 보고할 것을 훈령함.

관련
재외공관들은 UNESCO에 관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함.

3. 산하 위원회 진출
주프랑스대사는 1985.3월 IPDC(International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회의 결과 보고에서 일부 회원국 및 사무국의 IPDC 담당 국장 등이 한국의 IPDC 이사국 진출을 환영,
또는 권유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제23차 총회에서의 IPDC 이사국 진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함.

- IPDC는 서구 선진국에 의한 정보 독점과 선후진국 간 격심한 정보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1980년
UNESCO 제21차 총회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UNESCO의 핵심 위원회 중의 하나임.
외무부는 1985.9.12. IPDC 이사국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건 UNESCO 아주그룹 내 컨센서스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경쟁국 주재 공관을 제외한 전 재외공관을 통해 지지 교섭을 전개함.

UNESCO
총회에서 10.31. 실시된 표결에서 한국은 유효 투표 100표 중 71표를 획득하여 1986∼89 4년 임기
의 IPDC 이사국으로 피선됨.

한국은
또한 IIP(Intergovernmental Informatics Program) 이사국에, 북한은 IHP(국제 수문학이사회) 이사국으로
무투표(공석과 입후보국 숫자 일치) 피선됨.

4. 문화행사
외무부는 문화공보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5.4.9.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사진 전시회, 영화 상영 및 민속무용 공연
계획을 주최 측에 알리고 필요 시설을 신청토록 한바, 불가리아 측은 장소 관계로 민속공연은 곤란하다고 알려 옴.

제23차
총회 기간 중 사진 전시회(10.8.∼24.) 및 영사회(10.24.)를 개최하였으며 사진, 포스터, 영화필름 등
자료를 불가리아의 올림픽위원회 및 국영 TV에 전달, 활용토록 함.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21-122차. Pari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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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에는 주프랑스대사의 회의 경과 보고 등 UNESCO 집행위원회 제121차 회의 관련 내용과
동 제122차 회의 결의집이 수록되어 있음.
1. 집행위원회 제121차 회의 (1985.5.9.∼6.21. 파리)
주한 독일대사는 1985.4.30.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을 방문, 정치적 성격의 결의 남발 중지 등 제121차
집행위원회 관련 독일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비망록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함.

주프랑스대사는
집행위원회 논의 경과를 아래 요지 보고함.

2. 집행위원회 제122차 회의 (1985.9.11.∼28. 파리 및 10.8.∼11.8. 불가리아 소피아)
동 회의 결정 사항과 집행위원 명단을 수록한 집행위원회 문서‘Decisions Adopted by the Executive Board
at its Hundred-and-Twenty-Second Session’
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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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측이 5.13. 미국의 탈퇴로 인한 예산 공백을 설명하고 부족분 보충을 위한 예비비 10백만 달러
전용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바, 제3세계와 공산권 국가들이 예비비 사용 찬성 입장을, 영국과 일본
등은 예비비 전용 불가 입장을 보인바, 6.13. 회의에서 서방측이 양보, 예비비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의안이 채택됨.
- 86∼87 프로그램 및 예산안 관련, 제3세계와 동구권이 대체적으로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
서방측은 예산 절감, 운영의 분권화 등을 주장한바, 6.21. 최종 회의에서 86∼87 예산안 검토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됨. 보고서 채택 후 영국은 예산안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일본은 교육·문화·통신
분야 집중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구 중공)은 영국의 탈퇴의사 재고와 미국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회의 벽두에 서구 제국, 특히 영국이 UNESCO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동구 및 제3세계의 반대로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특별집행위원회,
제4차. Paris, 1985.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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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9 / 7 / 1~124(124p)

본 문건은 미국의 탈퇴에 따른 문제 검토를 위해 UNESCO 집행위원회 의장 요청에 따라 개최된
집행위원회 특별회의(1985.2.12.∼17. 파리)에 관한 주프랑스대사 보고 내용임.
1.	M’Bow 사무총장은 1985.2.12. 회의에서 탈퇴한 미국의 옵서버 자격, 미국의 85년도 분담금 납부 책임,
UNESCO의 예산부족 대처 방안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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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4.까지 계속된 토의에서 주요 쟁점별 입장은 다음과 같음.
미국의 옵서버 자격 문제

- 동구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도국 및 서방 진영은 보편성의 원칙 및 미국의 조기 복귀 장려 등 견지에서
가능한 편의 제공 촉구
사무국 내 미국인 직원 감축 문제

- 탈퇴 국가에는 쿼터가 없다는 동구권의 원칙론과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서방측의 의견이 대립
85년도 예산부족 대처 방안

- 사무국 행정비용 감축, 사업계획 축소, 각국의 자발적 기여 및 환차익 포기 방안 등이 제시됨

3. UNESCO 특별집행위원회는 다음 결의안 등을 채택하고 2.17. 폐회함.
미국의 UNESCO 복귀 촉구 (프랑스 및 쿠바 등 개도국 27개국 제안)
예산부족 대처 방안 (시리아 등 개도국 29개국 제안)
미 국적 사무국 직원의 축소 방안 (소련 제안)

- 서방, 공산 진영 간 장시간 논의 끝에 인도 제안으로 소련 안의 operation 부분이 전부 삭제되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결의안이 됨.
미국 옵서버 대표단에 편의 제공 문제 (서방 및 중국 등 제안)

- 미국이 공식절차(집행위 의장에게 서면 요청)를 취하는 조건하에 가능한 편의 제공
UNESCO 사업 수립 시 효율성, 개도국 중점 지원, UNESCO 권능 내 사업 한정 등을 고려 지침으로 함. (아이슬란드
제안)

4. 종합 관찰
미국에 옵서버 지위 부여, 86∼87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UNESCO 사업의 정치성 배제, 고유 업무 집중,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 사업 집행 등 서방측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함.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성인교육
회의, 제4차. Paris, 1985.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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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ESCO 사무총장은 1984.10.1. 회원국들에게 성인교육에 관한 제4차 국제회의(1985.3.19.∼29.
파리) 참석을 초청하면서 각료급 대표단 파견을 희망한바,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제3차 회의(1972) 및 성인교육 발전 권고안 채택(1976) 이후의 성인교육 발전
평생교육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교육 민주화의 주요 요인으로서의 성인교육
성인교육 확대·향상 방안
성인교육 향상을 위한 국제적·지역적 협력 증진 방안 등

대사관 교육관 추가)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회의에 적극 참여, 한국의 교육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각 회원국 대표단과의 친선 및 이해
증진을 도모

성인교육에
관한 제3차 회의(1972) 및 성인교육 발전 권고안 채택(1976) 이후의 성인교육 발전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검토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될 것인바, 이에 충분히 대비하여 토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

성인교육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한국의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
북한의 비방 등 도발 시 적절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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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5.3.7. 문교부 교육협력과장 등 3명의 대표단(추후 주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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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
태평양지역 문교 및 경제장관 회의, 제5차.
Bangkok(태국) 1985.3.4-11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49 / 9 / 1~223(223p)

1.	UNESCO 사무총장은 1984.6.1.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12.10.∼17. 개최 예정인 아·태지역 문교 및
경제기획장관 회의 참석을 초청하면서 문교장관과 경제기획장관 또는 고위 관리의 참석을 희망한바,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아·태지역의 교육발전: 성과와 전망
우선적인 목표

- 문맹 퇴치, 교육 내용 및 방법의 쇄신, 고등교육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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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양식(Forms of Action)

- 교육 기획 및 행정, 교육 개혁과 연구 및 실험, 교육인 훈련 등
지역 및 국제협력

2.	주프랑스대사는 1984.9.13. 상기 회의가 방글라데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시기와 겹치게 되어
UNESCO 사무총장이 방콕 개최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이후 UNESCO 사무총장은
동 회의가 1985.3.4.∼11. 방콕에서 개최된다고 통보함.
3.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85.2.25. 김좌수 주태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와
문교부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로 기본 입장을 훈령함.
충분히 준비, 의제 토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토록 하고 교육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
시킴.

아·태지역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 등이 참석하는 수준 높은 회의가 될 것인바, 교육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

북한의
회의 참가 시 동정을 예의 주시하고 한국에 대한 비방 등 도발을 하는 경우 반박

4.	회의는 1985.3.4. 개회되어 본회의 및 2개 위원회를 통한 의제 심의 후 29개 건의안을 채택하고
3.11. 폐회함.
한국 수석대표는 3.5.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행함.

5.	한국 대표단은 회의 기간 중 UNESCO 사무국 측과 교섭, UNESCO 한국위원회 주최로 1985년 중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아·태지역 사회과학 방법론 훈련과정 및 체육과학 훈련과정을 위한 UNESCO
재정지원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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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국제
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회의,
제6차. Paris, 1985.3.4-11
생산연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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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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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ESCO 사무총장은 1984.12.10. IPDC(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정부 간 위원회 제6차 회의가 1985.3.4.∼11. 파리에서 개최됨을 알리고
옵서버 대표단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주프랑스대사는 1985.1.12. 옵서버 대표단 파견을 건의하면서 한국의 개도국 방송관계자 초청훈련 실적 등
홍보를 위해 방송 관계자도 대표단에 포함시킬 것을 함께 건의함.

2.	외무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85.2.19. 주프랑스대사관 김승호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IPDC 사업 방향 및 회의 동향 등을 예의 분석하여 우리 입장 정립에 기여
1984년도에 실시한 개도국 방송관계자 초청훈련 사업 등을 널리 홍보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종합, 금후 사업
추진에 참고

사무국
및 주요 회원국과 접촉, 10월 제23차 UNESCO 총회 시 한국의 IPDC 이사국 입후보 가능성을 타진하고
대책을 건의

3.	대표단은 1985.3.19. 동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회의 일반

- 동서, 남북 간 별다른 대립이나 충돌 없이 기존 및 신규 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가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져 IPDC 사업 운영이 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IPDC 이사국 진출 문제

- UNESCO의 핵심 정부 간 위원회 이사국 진출을 통해 우리의 다자외교 역량 제고 및 대북한 우위 확보
기대
- 이사회 의장 및 사무국의 IPDC 국장 등은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의사를 문의하면서 입후보 시 협조를
약속하였고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은 한국이 입후보하는 경우 다수의 지지 확보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
- 한국의 대IPDC 기여 사실이 널리 홍보되어 이사국 입후보를 위한 분위기가 성숙된 것으로 판단. 약 50
개국의 지지를 확보할 경우 선출될 수 있는바, 교섭에 총력을 경주할 경우 북한의 방해 책동을 감안하여도
50표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금추 제23차 UNESCO 총회 시 IPDC 이사국에 입후보한다는 전제로 사전 교섭을 전개할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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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수원장 등이 전문위원으로 포함된 대표단을 임명하고 회의 참가 지침을 다음 요지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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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당선, 1985.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49 / 11 / 1~57(57p)

본 문건은 한국의 UNESCO/IPDC(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정부 간 위원회 이사국 진출
관련, UNESCO 아주그룹 논의 동향, 지지 교섭 상황, 피선 후 결과 보고 등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85.8.27. 주프랑스대사에게 대사관 관계관이 UNESCO 아주그룹 회의에 참석, 논의 결과를
보고할 것과 아직 IPDC 이사국 입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동 회의에서 한국의 출마여부에
대한 공개적 발언을 삼가고 그룹 내 입후보 동향 등을 은밀히 파악할 것을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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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9.30. 작성된 ‘IPDC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중간보고’ 자료에서 공산권 및 친북한
미수교국 등을 제외한 100개 국가에 대해 74개 공관을 통해 전개 중인 지지 교섭 결과, 9.30. 현재 지지
약속 30개국, 호의적 고려 30개국, 검토 중인 국가 25개국인 것으로 종합 정리함.
3.	주프랑스대사는 1985.10.27. UNESCO 아주그룹이 제23차 UNESCO 총회(1985.10.∼11. 불가리아 소피아)
에서의 산하 위원회 선거 입후보 조정을 위해 총회 개막 이후 3차에 걸쳐 회동한바, 여타 위원회는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IPDC의 경우 모든 입후보국이 입후보 의사를 견지하여 협상을 포기하고 표결에
회부키로 하였다고 보고함.
4.	1985.10.31. 실시된 IPDC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투표 참가 100개국 중 71표의 지지를 획득, 이사국으로
피선됨.
동 선거에는 아주지역 6개 의석에 대해 10개국이 입후보하였으며 한국과 함께 중국(구 중공, 82표), 인도(76표),
일본(74표), 네팔(57표) 및 인도네시아(53표)가 당선됨. 한국은 IIP(국제 정보학계획) 정부 간 위원회 이사국에도
합의, 피선됨.

5.	외무부는 1985.11.2. 상기 선거 결과를 다음 요지 평가와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함.
중국, 인도, 일본과 거의 대등한 지지표를 획득하여 UNESCO 2개 위원회에 동시 진출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지위 향상 입증
 결과는 한편으로 그간 한국이 방송인 초청훈련 사업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분야 남남협력 증진에 기여한
동
점을 다수 회원국이 인정한 것으로 평가

IPDC
이사국 진출은 커뮤니케이션 분야 남남협력 증진을 통한 우리의 제3세계 홍보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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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당선, 1985. 전3권. V.2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1(아주·중동·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49 / 12 / 1~278(278p)

본 문건은 UNESCO/IPDC(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정부 간 위원회 이사국 진출 추진
관련, 아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지지 교섭 및 피선 후 사의 표명 관련 내용임.
1.	아주지역
일본, 피지, 미얀마(구 버마), 호주, 뉴질랜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재 공관이 주재국 정부에 지지를 교섭하고 결과를 보고함.

외무부는
여타 국제기구 입후보국과 한국의 IPDC 이사국 입후보 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환 지지를 다음과

- 파키스탄 (IAEA 이사국)
- 태국 (제23차 UNESCO 총회 제2분과위원회 의장)
- 호주 (UNESCO 집행이사국)
- 인도네시아의 IPDC 이사국 (함께 입후보한 인도네시아가 호혜 원칙에 따른 한국 지지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교환지지 추진)
외무부는 1985.11.18. 파푸아뉴기니 및 피지 대표의 적극적인 지지가 한국의 피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동인들에게 적절히 사의를 표하도록 주재 대사에게 각각 훈령함.

2.	중동지역
수단, 모리타니,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쿠웨이트, 튀니지, 레바논, 이라크,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요르단, 이란 등 주재 공관이 주재국 정부에 대한 지지 교섭을 전개하고 결과를 보고함.

외무부는
아래 국가의 여타 국제기구 입후보와 한국의 IPDC 입후보와의 교환 지지를 추진함.

- 수단 (IAEA 이사국)
- 이집트 및 튀니지 (UNESCO 집행이사국)
- 이라크 (FAO 이사국)

3. 아프리카지역
케냐, 우간다, 말라위, 에티오피아, 중앙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카메룬, 가나, 시에라리온, 가봉, 니제르,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등 국가 주재 공관이 지지 교섭 결과를 보고함.

외무부는
여타 국제기구 입후보국과 한국의 IPDC 입후보와의 교환 지지를 추진함.

- 에티오피아, 세네갈 및 카메룬 (UNESCO 집행이사국)
- 라이베리아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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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추진함.

| 85-0683 |

한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
(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당선, 1985. 전3권. V.3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2
(미주·구주지역)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1 / 1~325(325p)

본 문건은 UNESCO/IPDC(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정부 간 위원회 이사국 진출 추진 관련,
미주 및 구주 지역 지지 교섭 결과 보고 및 피선 후 사의 표명 등 관련 내용임.
1. 미주지역
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에콰도르, 캐나다, 페루,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콜롬비아, 파나마, 멕시코,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도미니카, 아르헨티나,
758

수리남, 칠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등 주재 공관이 주재국 및 겸임국 교섭 결과를 보고함.

외무부는
아래 국가의 여타 국제기구 입후보와 한국의 IPDC 이사국 입후보 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환 지지를
추진함.

- 트리니다드토바고(UNESCO 집행이사국), 에콰도르(UNESCO 제23차 총회 부의장), 베네수엘라(IPDC
이사국 및 FAO 식량정책 계획위원회), 캐나다(UNESCO 국제교육국), 콜롬비아 및 온두라스(UNESCO
및 FAO 이사국), 아르헨티나(UNESCO 및 IAEA 이사국), 브라질 및 페루(IPDC 이사국)
외무부는 카리브 그룹 의장인 앤티가바부다의 문교장관이 카리브 국가들의 한국 지지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주바베이도스대사에게 알리고 적절히 사의를 표하도록 훈령함.

2. 구주지역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독일, 영국, 스웨덴, 스위스, 터키, 스페인, 노르웨이,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핀란드, 프랑스 등 주재 공관이 주재국에 대한 교섭 결과를 보고함.

외무부는
구주지역 국가를 상대로 다음 입후보와 한국의 IPDC 입후보와의 교환 지지를 추진함.

- 독일, 이탈리아 및 벨기에 (UNESCO 집행이사국)
- 스웨덴 (UNESCO 및 IAEA 이사국)
- 터키 (IPDC, 국제교육국 등 UNESCO 산하 위원회)
- 노르웨이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 포르투갈 (IPDC, 인간환경 이사회 등 UNESCO 산하 위원회)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8차.
Geneva, 1985.9.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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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2 / 1~272(272p)

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은 1985.5.31. 회원국들에게 9.23.∼10.1.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IPO 제8차 총회 및 관련 운영기구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정부는 9.3. 홍성좌 특허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2.	대표단은 1985.9.28. 미국 대표단이 우리 대표단과의 오찬 회동 시 지적 소유권 보호 관련 미 의회의
규제 움직임이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였다고

3.	대표단은 1985.10.5. 회의 참가 보고서를 제출한바, 주요 의제 토의 결과 및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주요 의제 토의 결과)

지적소유권
분야 일반 관심사항

-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련되는 상업적 해적행위와 이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 등에 관한 정보를 87년
총회 시까지 WIPO 사무국에 제출토록 하는 결의안 채택
- 유선 TV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되는 각국의 법률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를 차기 총회 시까지 WIPO
사무국에 제공하기로 함.
위조 상품에 관한 WIPO의 역할

- GATT와 위조 상품 문제 관련, 선진국은 WIPO와 더불어 GATT도 교역 면에서 이를 다룰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WIPO만이 이를 취급할 국제기관이라고 주장
- WIPO 내에 정부 간 위원회를 설치, 공업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협약 조항을 검토하고
각국의 국내법에 도입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강구, 87년 총회에 건의키로 하는 요지의 결의안 채택
(건의 사항)

선진국은
WIPO를 통하여 신기술(유전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등) 보호의 제도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기술개발 정책과
연계해야 할 것임.

WIPO가
그간 지적소유권 보호에 역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위조 상품 교역과 저작권 무단복제 등에 대한
규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는 이에 대한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규제 시책을 강구,
이미지를 쇄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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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84

| 85-0685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3 / 1~95(95p)

본 문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제2차 회의(1983.6.13.∼17.
제네바) 및 동 실무회의(1984.4.2.∼6. 캔버라) 관련 내용임.
1.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에 관한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제2차 회의
WIPO 사무총장은 1983.2.24. 제네바에서 6.13.∼17. 개최되는 상기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
760

부처와의 협의 후 주제네바대사에게 대표부 상무관을 동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훈령함.

주제네바대사는
6.21. 동 회의 결과를 보고한바, 회의 결론은 다음 요지임.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현재로서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은 없으며 WIPO는 UNESCO와 함께 현행 저작
권에 관한 조약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
- (집적회로 보호)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보호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바, WIPO가 필요한 자료를
작성, 각국의 의견을 취합하고 동 보호를 위한 Forum을 개최할 것을 권고

2.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 관련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Technical Questions Relating to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주제네바대사는 WIPO가 상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 예정이라고 보고하면서 WIPO 측은 동 회의가 소규모
전문가 회의이고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가 참석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동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가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함.

- 기간 및 장소: 1984.4.2.∼6. 캔버라
- 참가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 8개국과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인도 등 초청 예정
- 참가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회의에 참석할 전문가로 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1명과 금성사
특허부장을 선정, 통보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5-6차, 1983-85

| 85-0686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4 / 1~210(210p)

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Permanent Committe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Related to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제5차 및 제6차 회의
관련 내용인바,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1981 및 82년도 WIPO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도국 간 협력
개발에서의 저작권의 역할
민속(folklore) 표현의 보호

2.	제5차 회의는 1983.1.25.∼29. 뉴델리에서 개최된바, 본부 훈령에 따라 주인도대사관 공보관이 옵서버로
참석하였으며 WIPO 사무국은 2.28. 동 회의 보고서를 송부해 옴.
3.	제6차 회의는 1985.2.4.∼8.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WIPO 사무국은 2.18. 동 회의 보고서를 송부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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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운영

Porzio, Marino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차장 방한, 1985.11.17-20

| 85-068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5 / 1~26(26p)

본 문건에는 WIPO와 특허청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 세미나 계획 자료와 동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Marino Porzio WIPO 사무차장의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요록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특허청 작성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계획’에 의하면 WIPO 사무차장이 동 세미나
(1985.11.18.∼22.)에 참석하며 11.18. 개회식 축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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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사무차장의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WIPO에서의 논의 현안에 관한 차관보의 문의에 대해, 동 사무차장은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을 포함하여 다수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데, 지적 소유권 보호가 물론 중요하지만 법적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며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가 상호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함.

유종하
차관보는 한국이 개도국으로서 아직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공업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향후 공업화 진전에 따라 가능한 한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언급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연수·세미나·
훈련과정 참가자 추천, 1983-85

| 85-0688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6 / 1~286(286p)

본 문건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주관하는 각종 연수, 훈련과정, 세미나 등 참가자 추천
관련 내용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공업소유권 훈련과정
외무부는 1983.2.21. 과학기술처의 추천에 따라 특허청 직원 3명의 동 훈련과정(훈련 체재국은 네덜란드, 소련 및
브라질) 신청서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제출함.

주제네바대표부는
3.11. 세미나 계획 취소, 비자 발급 문제(소련 훈련코스) 등으로 희망 분야 훈련 참가가 곤란할

추천, 훈련 참가를 추진함.

2. 특허분야 연수담당자를 위한 Workshop
WIPO는 1983.11월 서베를린에서 개최 예정인 Workshop에 전문가 1명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7.27.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직원 1명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추천함.

3. 공업소유권 및 기술이전에 관한 Workshop
1983.3.11.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동 Workshop에 과학기술처 기술관리과장을 10.27.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추천함.

4. WIPO 1984년도 연수
1984년도 특허 및 저작권 분야 연수 계획 관련, 과학기술처는 1984.1.27. 특허청 직원 3명을 WIPO 당국에 직
접 추천하였으며 3.6. 외무부를 통하여 특허청 직원 1명을 추가 추천함.

5. 공업소유권에 관한 훈련과정
1985.1월 콜롬보(스리랑카)에서 개최되는 훈련과정에 특허청 직원 1명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추천함.

6. WIPO 1985년도 연수
WIPO는 공업소유권 일반분야 5과정 및 전문분야 4과정, 저작권 일반분야 1과정 및 전문분야 2과정으로 구성된
1985년도 연수계획 안내서를 1984.11.12. 보내 왔으며 외무부는 1985.2.2. 특허청 직원 2명의 신청서를 주제네
바대표부를 통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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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다른 과정에 참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WIPO 측 반응을 보고함.

특허청은
WIPO 측이 제시한 대체 과정 중 1개 과정은 수용하고 2개 과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다른 직원을

FAO(UN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87차. Rome,
1985.6.17.-28.

| 85-068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7 / 1~139(139p)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1985.4.15. 외무부에 동 기구 제87차 이사회가 6.17.∼28. 로마에서
개최 예정임을 알리면서 옵서버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참석토록 훈령함.
2.	주이탈리아대사는 1985.7.15. 회의 참석 보고서를 송부해 온바, 주요 실질 의제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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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 사정

- 경제 성장, 교역 증대는 일부 선진국에 국한되고 후진국은 낮은 농산물 가격, 국제 고금리, 달러화 강
세 등으로 외채난에 직면
- 이사회는 무역장벽 완화, 농산물 수출 보조제도 폐지, GATT 규정에 의한 농산물 교역 등을 위한 다자간
협상 지지
아프리카 식량 사정

- FAO의 제반 지원 노력에 유의
- 아프리카의 식량수입 및 원조 소요가 기록적 수준임에 유감 표명
- 국가 단위의 조기 경보체제, 식량구제 예비기금 등 아프리카 식량위기 대응책 마련 필요성 인식
제8차 농업위원회 보고서(농산물 가격 정책)

- 개도국에 주안점을 둔 FAO 사무총장의 농산물 가격정책 연구 진전 환영
- 선진국의 농산물 가격정책 및 이의 개도국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산권의 농산물 가격정책, 생산요소
보조 정책의 적정한 기능 등을 사무총장 연구에 포함토록 요청

FAO(UN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3차. Rome,
1985.11.9-28. 전2권. V.1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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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8 / 1~236(236p)

정부는 1985.11.9.∼28. 로마 개최 제2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 황인성 농수산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10명의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세계 식량 및 농업사정 평가
세계 식량안보약정 채택

농약의 이용과 분배에 관한 국제약정 채택
FAO와 WFP(유엔세계식량계획) 원조 계획의 연계 및 조정
FAO 사업실적, 1986∼87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2. 정부 훈령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식량 위기, 농어촌 복지 및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FAO에 대한 그간의 기여, 동 기구와의 협력사업 현황, 대개도국 지원 실적 및 새마을운동 등 국제협력 노력과
농업 발전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각함.

실질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함으로써 1981년 평양에서 비동맹국가 농업회의를 개최하는 등 농업
분야의 국제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우위를 확보함.

북한
및 동조국들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 시 답변권 행사 등으로 반박하고 필요할 경우 최근 남북대화
에서 한국의 선도적 역할 등을 설명하고 북한의 3자회담제의 등의 비현실성을 지적함.

3. 대표단 활동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외채 부담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개도국의 농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 국제기구의 노력 및 대개도국 지원을 촉구함.

식물유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FAO 주관 지역별, 작목별 연구기관 설치, 정보교환 및 훈련강화 필요성 등
전문 분야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함.

4. 특기 사항
북한은 농업위원회 부위원장 이학철 등 2명의 대표를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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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관리 및 개발에 관한 FAO 세계회의 결과 보고
식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83년 총회 결의 후속조치 이행

FAO(UN식량농업기구) / 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연구단 회의. Rome, 1985

| 85-069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10 / 1~134(134p)

1. 육류연구단(Intergovernmental Group on Meat) 제11차 회의 (1985.2.25.∼3.1. 로마)
FAO는 1984.11.26. 회의 참석 대표 명단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이탈리아
대사관 농무관이 참석토록 훈령함.

주이탈리아대사는
1985.3.11. 회의 참가 보고서를 송부해 온바, 주요 의제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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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가격 상승, 육류 수요 감소 등 요인으로 84년도 육류 생산 증가세 둔화
- 84년 쇠고기 국제가격은 EEC의 기록적인 쇠고기 재고로 약세, 여타 육류 가격은 다소 회복세 유지
- 85년 세계 육류 생산은 약간 촉진될 것으로 전망
- 지역별 교역 비중 면에서 고비용 생산국(서부 유럽)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저비용 생산국(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비중은 감소

2. 미곡연구단(Intergovernmental Group on Rice) 제28차 회의 (1985.5.6.∼10. 로마)
FAO는 1985.2.11. 회의에 참석할 대표 명단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26.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과 농수산부 직원 등 3명의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3. 유실유지 연구단(Intergovernmental Group on Oilseeds, Oils and Fats) 제19차 회의 (1985.12.9.∼13. 로마)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참석하였으며 주이탈리아대사는 1985.12.18. 외무부에 아래 요지의 주요 의제 토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 참석 보고서를 송부함.
(시장 동향 및 단기 전망)

- 유실, 유지경제 확대 가능성과 관련, 86년에도 85년 수준의 충분한 공급 예상
- 86년도 수출 가능량의 수입 소요 초과로 재고 축적 예상
(90년까지의 수급 및 교역에 관한 전망)

- 80년대 유실, 유지경제는 70년대의 성장세보다 둔화 예상
- 개도국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요소로서 연구의 중요성 강조
- 공급 과잉 및 가격 저위 현상 심화 예상

| 85-0692 |

FAO(UN식량농업기구) 농지개혁 및 농촌개발
세계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아시아, 남서태평양
정부간 자문회의, 제4차. Bangkok(태국)
1985.5.21-24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11 / 1~37(37p)

정부는 1985.5.21.∼24. 방콕 개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농지개혁 및 농촌개발 세계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아시아·남서태평양지역 제4차 정부간 자문회의에 주태국대사관 공사,
농수산부 국제협력과 담당관 등 3명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주요 의제
소규모 농업금융 지원 방안
농촌 개발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제고

남태평양지역 농업개발을 위한 당면과제
국별 농업개발계획

2. 정부 훈령
한국의 농업발전,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등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등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을 소개하고 각국의
농지개혁, 농촌개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한국의 농촌 개발에 기여함.

북한
및 동조국이 한국에 대한 정치적 비난 등을 제기할 경우 본 회의의 비정치적인 성격을 환기시키고 동
발언의 부당성을 반박함.

3. 대표단 활동
기조연설을 통해 1962년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후 한국의 과학적인 영농정책 시행,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민 생활 향상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이 축적한 제반 영농기술을 역내 회원국들과 공유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농촌진흥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 소규모 농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농가소득 증대 등의 농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함.

한국의
합리적인 영농 융자지원 제도, 가격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소개함.

4. 특기 사항
북한은 외교부 국제기구국 담당관 등 2명의 대표를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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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개발을 위한 사회경제지표의 개발, 평가 및 모니터링
소작농민의 실태 및 정부의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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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UN식량농업기구) / APCFS(아시아태
평양지역세계식량안보위원회) 회의, 제2차.
Bangkok, 1985.6.27-7.1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12 / 1~45(45p)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1985.2.15. 회원국들에게 6.25.∼7.1. 방콕에서 개최되는 동 기구
아태지역 식량안보위원회(Regional Commission on Food Security for Asia and the Pacific) 제2차 회의
참석을 초청함.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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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지역 식량안보 상황 검토
- 아태지역 식량 증산 성공사례 검토
- 아태지역 인구 취약지구의 식량 공급 성공 사례
- 아태지역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교역 증진
- 아태지역 식량안보 목적 달성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2.	외무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85.6.20. 주태국대사관 및 농수산부 직원 각 1명을 대표로 임명,
파견하고, 다음 요지의 기본훈령을 시달함.
금번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구 중공),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의 식량생산 성공 사례에 관한 사무국
연구보고서가 발표되는바, 역내 회원국에서 필요로 할 경우 개도국 기술협력을 통해 식량생산 경험을 이전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

경제
권역별로 식량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고 있는바, 아태지역 식량안보위원회가 효과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ASEAN 및 WARDA(서아프리카 미곡개발협회) 등 지역 협력기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

3.	동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등 14개국과 ESCAP(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및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가 참석함.

FAO(UN식량농업기구) 식물 유전자원위원회
회의, 제1차. Rome, 1985.3.11-15

| 85-0694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13 / 1~164(164p)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1984.2.22.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FAO 제22차 총회
(1983.11월)에서 채택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조치(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결의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동 결의안은 식물유전자원이 인류의 공동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동 보존 및 활용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채택됨.

2.	FAO 사무총장은 또한 1984.4.6. 공한을 통해 1983.11.24. FAO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립되는 식물
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FAO 회원국과 준회원국 중 희망국으로 구성되는바, 주이탈리아대사는
상기 사무총장 공한을 송부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이 동 이사회 결의에 유보하고
있다고 보고함.

3.	농수산부는 1984.7.25. 상기 위원회 가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위원회 설립에 대한 미국 등의 상기 유보 이유를 파악토록 훈령함.
주이탈리아대사는 유보국들이 다른 기구와의 업무 중복과 재원 마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 이유는
자국의 육종업 보호라고 보고함.

4.	외무부는 1984.11.23. 상기 국제협력조치가 신품종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전자원 활용 기회
확대 및 특수 유전자원 수용에 의한 농업 연구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동 조치에 대한
지지 및 위원회 참가 입장을 결정하고 주이탈리아대사를 통해 필요 조치를 시행함.
5.	FAO 사무총장은 1985.2.1. 식물유전자원위원회 제1차 회의가 3.11.∼15. 로마에서 개최 예정임을 알려
왔으며,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4.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등 3명의 대표단을 임명,
파견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실질 토의에 적극 참여하고 여타 회원국 대표단과 활발히 접촉하여 친선 및 이해 증진을 도모
위원회 창설회의이며 우리가 동 분야 개발 및 정보 등에서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 제반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연수생 훈련 등 국제 협력사업 방안을 적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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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위원회 위원국 희망 여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함.

FAO(UN식량농업기구) 위원회 회의. Rom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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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14 / 1~89(89p)

1. 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Food Security) 제10차 회의 (1985.4.10.∼17. 로마)
외무부는 농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5.4.10.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및 농무관보를 상기 회의 대표로
임명함.
주이탈리아대사는 6.7. 송부한 회의 참가 보고서를 통해 동 회의 주요 의제 토의 내용을 다음 요지 보고함.
(세계 식량안보 상황 및 최근 정책개발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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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도에 전체적으로 증산되었으나 미국, EC 및 일부 개도국에 편중
- 다수 저소득국의 생산 증가는 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하며 중국(구 중공) 및 인도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감소
- 아프리카의 경우 84년도 생산량이 83년 한발 당시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과거 5년 평균보다 1인당
식량소비 감소 예상
(식량 정책)

- 생산자에게 상당한 incentive를 보장하는 농업가격 정책의 중요성 및 특히 소농 지원정책 필요성 강조
- 아프리카 농업개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언한 Harare 선언 환영

2. 수산위원회(Committee on Fisheries) 제16차 회의 (1985.4.22.∼26. 로마)
FAO 사무총장은 1985.1.25. 공한을 통해 상기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15. 수산청 제조과장을 대표로 임명함.

수산청은
5.6. 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해 온바, 동 회의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양부족 대처 캠페인 관련, 다수 대표들이 수산물의 동물사료화보다 인류 직접소비 증진 필요성을 강조
- FAO 협조하에 캐나다에서 어선 표식법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더욱 상세한 기술적 조사 필요성에
따라 FAO 사무총장이 전문가회의를 개최, 표준 표식법을 제정, 제17차 수산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 어망과 폐기물에 걸린 생물자원 보호문제를 제기한 미국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현재로서는 정보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사무국이 차기 회의 시까지 회원국, 국제기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토록 함.

| 85-0696 |

FAO(UN식량농업기구) / APHCA(아시아태평양
지역가축생산및보건위원회) 회의, 제10차.
Melbourne(호주) 1985.10.7-13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15 / 1~52(52p)

1.	주이탈리아대사는 1985.10.7.∼13. 호주 Melbourne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아시아
태평양지역 가축생산 및 보건위원회(Regional Animal Production and Health Commission for Asia,
the Far East and the Southwest Pacific) 제10차 회의 옵서버 참석을 초청하는 8.30. FAO 사무총장 공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85.9.24. 농수산부 직원 1명을 대표로 임명, 파견하고 다음 요지
회원국, 국제기구 및 옵서버 대표들과 친선을 도모하고 실질토의 참여를 통해 참가국 상호 간의 이해 증진
및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진력

의제
토의 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고 축산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향상을 도모
축산 관계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되, 특히 각국의 사료자원 개발 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한국의 축산정책에
이용토록 함

3.	농수산부는 1985.10.30. 외무부에 송부한 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동남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
들과의 기술협력 등을 위해 동 위원회 가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동 보고서에는 FAO 사무국이 작성한 동 회의 Final Report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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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령을 시달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8차. Geneva
(스위스) 1985.5.6-22.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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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0 / 16 / 1~196(196p)

1.	WHO 사무총장은 1985.2.28. 회원국들에게 제38차 총회 개막일 등 관련 사항을 알려 왔으며, 정부는
4.18. 이헌기 보건사회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및 보건사회부 직원으로 구성된 9명의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1984년도 WHO 사업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검토
이스라엘의 유럽지역 편입(이스라엘 정부 제안)
772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피점령 지역주민 보건상태 문제
이사국 선출

2.	한국 수석대표는 총회 기조연설(1985.5.8.), WHO의 Mahler 사무총장 및 나카지마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 면담, 미국 및 일본 대표단 주최 리셉션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짐.
3. 비동맹권 제출 결의안 등 총회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및 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음.
비동맹권에서‘국가 간 경제·정치적 제재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제하의 결의안을 제출한바, 미국은
한국이 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기록에만 남기도록 발언해 줄 수 있는지 타진해 왔다고 주제네바
대사가 보고함.

- 동 결의안은 미국의 대니카라과 금수조치를 겨냥한 것인바, 미국 및 WHO 사무총장의 노력으로 미국
및 니카라과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음.
-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에게 미국이 요청한 취지의 발언은 곤란함을 적절히 미국 측에 설명할 것과
동 결의안 표결 시 입장에 관하여 훈령함. (총회에서 국가 간 정치·경제 제재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
결의안은 찬성 72, 반대 8, 기권 43으로 채택됨.)
주한 호주대사관은 1984.8월 구상서를 통해 동국의 WHO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왔으며 외무
부는 지지 입장을 1985.4.26. 호주 측에 통보함.

일본은
1985.4월 주제네바대표부 앞 공한을 통해 WHO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헌장
개정안의 제39차 총회 제출 관련 결의안을 한국이 지지해 줄 것과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토록 주제네바대사에게 훈령함.

4.	총회는 1986∼87 회계연도 예산안 및 제반 결의안을 채택하고 1985.5.20. 폐막한바, 주제네바대사는
동 총회에 대한 다음 평가를 보고함.
아랍 피점령 지역 보건상태, 제재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 결의안을 위요한 정치적 논란의 계속으로 WHO가
본래 목적에서 이탈되고 예산 및 시간 낭비가 많은 데에 우려가 표명됨.

북한
대표단은 총회 기간 중 한국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위원회 토의 시 간략하게나마 발언을 하려고 노력한
점이 주목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8차. Geneva
(스위스) 1985.5.6-22.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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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WHO 제38차 총회(1985.5.6.∼22. 제네바) 의제 자료들인바, 다음과 같은 제목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on the Work of WHO in 1984 and Progress Report on the Global Strategy for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Respective
Functions of the Programme of Drug and Vaccine Quality, Safety and Efficacy and the Action

Assignment of Israel to the European Region
Managerial Framework for Optimal Use of WHO’
s Resources in Direct Support of Member States
United Nations Joint Pension Fund
Health Conditions of the Arab Population in the Occupied Arab Territories, Including Palestine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f Experts appointed to study the health conditions of the inhabitants of the occupied
terr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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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 on Essential Drugs and Vaccines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Assessment
of Saint Christopher and Nevis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제75차. Geneva
(스위스) 198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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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사회부는 1984.11.29. 외무부에 WHO 제75차 이사회(1985.1.9.부터 2주 반 예정) 대표로 보사부
의정국장과 직원 1명을 추천 예정이라고 하고 동 회의에서 정치적 성격의 안건도 심의될 것으로 예상됨
을 감안, 외무부 직원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4.12.19.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본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및 보건
사회부 직원으로 구성된 5명의 대표단을 임명,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하고 추가 의제로 제안된 1986년
774

제39차 총회 쿠바 유치 문제 관련, 사무국 및 주요 우방국의 입장을 보고토록 훈령함.
주제네바대사는 WHO 총회는 편의 및 기술적 이유 등으로 기구 소재지인 제네바 개최가 좋다는 것이 이사국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라는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관계관의 평가를 보고함.

3. 회의 참가 대표단은 동 회의 관심 의제 토의 경과를 다음 요지 보고함.
쿠바의 86년 총회 유치 문제

- 쿠바 보건장관은 1985.1.10. 동 의제 토의 시 연설을 통해 카스트로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한 WHO
사무총장 면담 결과 동 유치문제를 다른 기회에 고려키로 결정하였는바, 이것이 총회 유치 완전 포기는
아니라고 언급한바, 쿠바의 철회 결정은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WHO 측과 쿠바 간의
협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
WHO 이사국 확대 문제

- 1984.9월 피지 개최 서태평양 지역회의는 WHO의 서태평양 이사국을 3개국에서 4개국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이사회와 총회에서 검토토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제75차 이사회에서 한국은
중국(구 중공) 및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상기 확대문제 검토를 총회에 권고하는 요지의 결의안을 제출
- 1985.1.15. 동 문제 토의 시 찬(공동제안 3개국 및 파키스탄, 영국 등), 반(칠레 등이 전 지역의 이사국
배분 문제 전반적 검토 주장) 격론 후 표결로 채택(찬 21, 반 0, 기권 9)
핵전 방지를 위한 국제물리학자기구의 WHO 가입 문제

- NGO 소위원회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 상기 기구의 가입을 이사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소련 측이 이사회 토의 시 동 건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해 온바, 주제네바대사는 소위원회 권고는
컨센서스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이나, 표결 시 미국 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고 찬성이 대세로 판단되는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건의함.
- 외무부는 상기 건의를 승인한바, 동 건은 여타 국제기구 가입 건과 함께 컨센서스로 일괄 통과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 제36차.
Manila(필리핀) 1985.9.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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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은 1985.6.15. 마닐라에서 9.16.∼20. 개최되는 제36차
서태평양 지역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와의 협의를 거쳐 9.11. 보건사회부 의
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와 보건사회부 직원으로 구성된 4명의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각국 보건사업 보고, 열대성 질환 연구훈련 특별사업, 2000년까지 전 인류 건강 달성 전략(제7차 세계 보건현황
보고), 필수 의약품 및 백신 사업, 보건 연구개발, 영유아 영양 및 모유 대체식품 유통에 관한 국제규약의 수행,
정신 보건,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 도시 일차 보건의료, 미래의 보건의료 인력 등

from Governments on the Progress of their Health Activities) 의제 관련, 한국의 보건 현황 보고서를
외무부를 통해 1985.8.5. 서태평양 지역사무국에 제출함.
3. 회의 참가 대표단은 1985.9.25. 다음 요지의 회의 참가 보고서(회의 진행 요약 및 특기 사항)를 제출함.
(회의 진행 요약)

금차
회의 이후 개도국 간 기술협력 소위원회와 일반사업 소위원회를 사업 및 기술협력 소위원회로 통합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알코올 및 마약 남용 등 관련 결의안 채택
제37차 지역회의 기술토의 주제로‘21세기 각국 보건인력 교육에서의 변화’
를 선정
중국(구 중공) 대표는 제38차 지역회의 북경 개최 의사를 표명
(특기 사항)

1987년
제38차 회의 북경 개최 관련, 중국은 WHO 사무국을 통해 한국 수석대표를 현 수준(보사부 국장)으로
하며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WHO기만 게양할 예정이라는 양해 사항을 우리 측에 전달해 옴.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국에 부처장 한상태 박사를 포함, 한국인 직원 6명이 근무하여 우리 대표단 활동과
한국의 WHO 수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바,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보건사회부는 상기 각국 보건사업 보고(Acknowledgement by the Chairman of Brief Report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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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1차. Geneva(스위스)
1985.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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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사는 1985.2.5. ILO(국제노동기구) 제71차 총회(6.7.∼27. 제네바) 옵서버 대표단 파견
신청서를 ILO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동 신청서가 3.1. 종료된 ILO 제229차 집행이사회에서 북한측
신청과 함께 통과됨.
이에 따라 ILO 사무총장은 3.21. 외무부에 한국 옵서버 대표단의 구성을 조속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제71차 총회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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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정보 및 보고, 직업보건,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 관련 협약 개정, 석면
사용에서의 안전, 남녀 고용자의 동등한 대우와 취급 등

2.	외무부는 조철권 노동부장관(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교체수석), 권중동 의원(수석대표 고문)과
정부 측(6명), 근로자 측(3명) 및 사용자 측(3명) 대표 등 15명의 대표단을 임명하고 1985.5.30. 이를
ILO 사무국에 통보함.
3. 회의 참가 대표단은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수석대표 활동)
 사무총장 예방(6.7.)
ILO

- 사무총장은 한국의 ILO 가입을 전폭 지지한다고 하고 5월 초에 주제네바 북한대사가 남북 통일 후 ILO
가입을 주장한 데 대해 자신은 20여 년 ILO 활동에 참여해 온 한국의 가입은 합리적이라고 답변하였다고
말함.
스리랑카, 이라크, 필리핀, 호주, 자메이카, 케냐, 세네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 노동장관 및 인도
네시아 인력성장관, 영국 노동차관 등을 회의장 등에서 면담

기조연설(6.10.)
(회의 결과)

6.27.
고용평등위원회 및 조직개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함.
대다수의 보고서 및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됨. 표결에 부쳐진 사안의 경우 동구권 등 사회주의 국가의
노·사·정 대표 간에는 행동 통일이 이루어진 반면 서구 및 비동맹 제국의 3자 대표 간에는 상이한 투표
성향이 다수 나타남.

북한은
1984년도와 달리 기조연설을 하지 않았으며 회의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

4.	노동부는 1985.6월 작성한 ‘제71차 ILO 총회 참가 결과보고’에서 가입 필요성, 가입 여건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1986년도 ILO 가입 신청 및 가입 추진기구 구성을 건의함.

ILO(국제노동기구) 아시아 지역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 1985.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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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대사는 1985.10.15. 일본 노동성 관계관이 대사관 노무관과의 면담에서 ILO 가입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1986년도 ILO 총회 시 가입신청 여부) 및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일본 정부의 구체적 역할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상기 문의에 다음 요지 회신함.

2.	노동부는 1985.10.19. 외무부에 ILO 가입 기반 구축을 위해 제10차 ILO 아시아지역회의(85.12.4.∼13.
자카르타)에 참석할 계획임을 알리면서 참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주제네바대사는 옵서버 참가 신청 서한을 10.30. 사무국에 제출한바, ILO의 제231차 집행이사회는 11.15. 한국의
참석을 북한 측 신청과 함께 투표 없이 가결하였으며 사무국 측은 11.21. 공한으로 동 회의 옵서버 참석을
초청해 옴.

3.	외무부는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5.11.27. 노동부차관을 대표로 하고 외무부 및 노동부 직원과
근로자 및 사용자 측 대표 등 7명의 고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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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원칙적으로 ILO 가입을 희망하나 가입절차(정부 대표 2/3를 포함, 출석 투표하는 전체 대표의
2/3 찬성 필요) 문제 때문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바, 따라서 가입 신청 시기는 정하지 않았고 86년
총회 시 신청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 동구권 등 미수교 친북 국가들의 태도가 가입 여부에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한국의 가입에
대하여 동구권 제국의 예상되는 태도를 파악하는 데 일본 정부가 측면에서 협조하여 줄 것을 기대함.

UPU(만국우편연합) 남북한 우편교환계획,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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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스위스대사는 1985.11.27. 스위스 베른 소재 UPU(만국우편연합)의 Botto de Barros 신임 총재를
예방하고 동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총재는 1985.9월 남북한 이산가족 상호방문 실현에서 착안하였다면서 UPU가 중재하는 남북한 우편교환을
위한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힘.

주스위스대사는
남북대화 현황을 설명하고 남북 우편교환 문제는 1972년도 회담 때부터 한국이 실천사항으
로 제의하였고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서도 다시 제의한 사항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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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85.12.26. 주스위스대사에게 다음 요지 회신함.
(관련 부처 협의 결과)

남북한
우편교환은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적십자회담 의제로 설정되어 있음.
한국 측은 1974.11.29. 제6차 적십자 실무회담에서 판문점에‘우편물 교환소’설치를 제의한 이래 1982.2.1.
‘20개항 대북 시범 실천사업’제의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간 우편 교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최근 제10차
적십자회담(1985.12.3.)에서는 고향방문단 사업으로 상봉이 이루어진 가족 간에 서신 교환을 실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음.

북한
측은 이에 대해 남북 간에 자유왕래가 실현된다면 서신 거래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간 서신교환 문제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상기를
감안할 때, UPU 총재가 우편교환을 중재하더라도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우리가
UPU 측 계획에 동조할 경우 북한 측에‘외세 의존’운운의 선전 구실을 제공할 우려도 있음.
(훈령)
따라서, 필요시 한국의 우편교환 제의를 북한이 계속 거부해 온 점을 UPU 측에 설명, 성공적인 적십자회담을
위해 북한 측이 보다 성실한 자세를 취하도록 국제적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남북한 우편교환의
실현은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사안으로 유보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85-0704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정지궤도 위성통신,
방송에 관한 WARC(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Geneva(스위스) 1985.8.8-9.13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1 / 7 / 1~90(90p)

1.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국은 ‘정지궤도 위성통신 방송에 관한 세계무선주관청회의(WARCORB-85)’가 1985.8.8.부터 5주간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임을 알리면서 참석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온바,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우주업무 계획 작성

- 정지위성 궤도 및 주파수 스펙트럼 이용 계획
12 GHZ 대방송위성 업무 계획 작성
음성 위성방송 업무용 주파수대 설정 문제

통신공사, KBS, MBC,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하였으며, 추후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2명을 추가 임명함.
3.	동 회의는 당초 1985.9.13. 종료 예정이었으나 9.14.로 하루 연장된바, 대표단은 회의 결과를 9.14. 다음
요지로 보고함.
(성격)
정지위성 궤도와 주파수 스펙트럼의 공평한 이용 방안 강구(우주업무 계획 작성)를 위한 회의로서 우주업무
계획 작성에 관한 일반원칙 결정 (세부 시행계획은 1988년 예정된 회의에서 수립 예정)
(주요 결정사항)

우주업무
계획

- 대상 업무: 공정 위성통신 업무
- 대상 주파수대: 614 GHZ 14/11-12 GHZ대 (UPLINK/DOWNLINK) 선정
- 계획 방법: 주파수대에 따라 2가지 계획 방법 채택
12 GHZ 대방송위성 업무 계획

- 제1, 3지역(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방송위성 업무용 FEEDER 링크 계획: 대상 주파수대
선정 등
- 제2지역(남북 아메리카) 방송위성 업무계획 회의 결정사항 심의: DOWNLINK에 대한 결정사항을
일부 수정 후 무선통신 규칙 부록에 병합 등
(종합 평가)

우주업무의
계획 대상 업무, 계획 대상 주파수대 및 계획 방법 등 주요 의제 대부분에서 한국의 입장과 부합
되는 결정이 이루어짐.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체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5.7.29. 체신부 전파관리국장을 수석대표로 체신부와 한국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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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위원회, 제41차. Geneva, 1985.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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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사는 1984.11.23. 제네바에서 1985.2.4.∼3.15. 개최 예정인 유엔 인권위원회 제41차 회의
잠정 의제를 송부해 온바, 외무부는 동 회의에서의 한국 문제 거론 전망 등을 타진, 보고토록 지시함.
2.	주제네바대사는 1985.1.23. 및 2.6. 대표부 관계관이 접촉한 유엔 인권사무국 측의 언급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984.8월 개최된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37차 회의 진정서 작업단(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에서 한국
780

관련 진정서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금차 인권위에서 한국 문제가 거론될 전망은 없음.

- 다만 옵서버로 공개회의에 참여하는 NGO가 한국 인권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발언은
법적 의미는 없으며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
토의 과정에서 한국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의제는 몇 개 있으며, 특히 의제 12‘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토의 시 거론 가능성이 가장 큼.

3.	주제네바대표부는 대사, 공사, 참사관 2명 등 대표부 직원을 옵서버 대표단으로 등록, 동 회의에 참석
하고 회의 경과를 보고한바, 한국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3.12. 상기 의제 12 심의 종료 직전, 폴란드 대표가 미국의 폴란드 인권상황 거론을 반박하면서 미국이 이제까지
개입 또는 침공한 국가로 베트남,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등과 함께 한국을 거명하는 등 3차에
걸쳐 한국을 언급함.

주제네바대사는
인권위 심의가 효과적이고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인권 상황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서 타국에 대한 비난을 일삼는 일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함.

4. 주제네바대사는 1985.3.15. 회의 폐막 후 회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특기 사항)

작년
회의와 같이 동·서 양 진영이 정치적 시각에서 상대 진영 국가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정치적 대립
상황을 노정함.
(관찰)
외부 시각에서 볼 때도 한국 인권 상황이 현저히 개선된 점, 정치적 고려에 의한 비난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
도 가해지고 있는 점, 스리랑카와 페루 등 자국 인권 상황이 빈번히 거론되는 국가들도 인권위 심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한국도 방어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인권위 실질 심의에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UN 인권소위원회, 제38차. Geneva, 1985.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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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38차 회의(1985.8.5.∼30. 제네바) 직전 개최된 진정서 작업단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회의에서의 한국 관련 진정서 처리 문제와 인권소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주제네바대사는 1985.5.9. 캐나다의 토론토 소재 Canada Asia Working Group이 한국 인권문제 관련
진정서(85.3.27.자)를 유엔 인권사무국에 제출하였음을 보고하고, 5.24. 유엔 인권사무국과의 협의를
(인권사무국 관계관 의견)

인권위원회가
1982년 한국 인권상황 심의를 종결한 이래 한국 관련 진정서는 진정서 작업단 심의 단계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며 금년도 진정서도 기각될 수 있을 것으로 봄.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 문제 관련, 제출 시 공연한 주의 환기 우려가 없지는 않으나 인권위에 협조한다는
측면 및 개선된 한국의 인권상황을 밝힌다는 측면에서 제출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진정서 처리 대책)

답변서를
사전 작성해 두고 7.10. 전후하여 작업단 분위기를 최종 협의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작업단
위원을 개별 접촉,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

2.	유엔 인권사무국은 1985.6.28. 동경 소재 Human Rights Institute가 재일교포 보안사범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제네바대사에게 알림.
3.	외무부는 1985.7.15. 주제네바대사에게 한국 관련 진정서를 진정서 작업단에서 기각시킨다는 방침 하에
동 작업단 위원을 개별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것과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를 간략히
작성, 제출할 것을 지시함.
주제네바대사는 답변서를 작성, 7.19. 인권사무국에 제출하고 작업단 위원 접촉활동을 전개함.

4.	주제네바대사는 1985.7.22. 회의를 시작한 진정서 작업단이 8.2. 현재 진정서 개별 심사를 마쳤으며
한국 관련 진정서는 기각되었다고 탐문, 보고함.
5.	1985.8.5. 개막한 제38차 인권소위원회에서 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men 대표가 8.23. 관련
의제 토의 시 특정 재일교포 보안사범 문제 등을 거론하였으며, 주제네바대사는 한국의 인권 개선
상황을 설명하고 거론된 보안사범 문제 내용을 반박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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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진정서 처리 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6.	주제네바대사는 1985.8.30. 인권소위원회 폐막 후 최종 보고에서 대부분의 인권소위 위원 및 NGO
대표들이 한국의 인권신장 상황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사회
안전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 몇몇 인권단체가 비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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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푸챠인의 인도적 긴급구호를 위한 공여국
회의. New York,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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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1985년도에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4차례의‘캄푸치아인 인도적 지원 공여국 회의
(Meeting of Donors to the Program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Kampuchean
People)’결과 및 동 회의 관련 자료 등임. (동 회의는 캄푸치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계획 시행
경과를 평가하고 캄푸치아 구호사업에 대한 각국의 기여금 서약을 위해 개최되는바, 한국은
1980년 및 81년 인지난민 구호기금을 지원한 이래 유엔사무국 초청에 따라 공여국 회의에 정식으
로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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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일본, 중국(구 중공),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스위스 등 18개국이 참석,
발언한바, 미국, 영국, 중국, 태국 등은 최근 베트남군의 캄푸치아인 캠프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베트남군
이 유엔 결의에 따라 캄푸치아로부터 철수할 것을 주장함.

미국,
일본, 중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국가가 캄푸치아 구호기금에 대한 지원을 서약함.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은 종전 예에 따라 참석하지 않음.
주유엔대사는 상기 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유엔에서의 서약을 통해 다소나마 기여함으로써 외교 효과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함.

2. 1985.5.2. 회의
외무부는 유엔 국경구호단(UNBRO)에 대한 구호기금 2만 달러 지원 등을 결정하고 상기 회의에 참석, 이러한
입장을 표명토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함.
 개최된 회의에서 한국 외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서독,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등이 추가 서약함.
5.2.
유엔 사무총장의 캄푸치아 인도적 지원계획 특사는 지난 6년간의 캄푸치아 인도적 지원 계획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잘 조직되고 큰 규모의 원조였다고 평가함.

3. 1985.9.11. 회의
유엔 측은 1986년도 UNBRO 예산을 39백만 달러 선으로 증액할 필요성과 85년도 말까지 및 86년도 1/4분기
현금 필요액을 설명함.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 지원 서약함.

4. 1985.11.25. 회의
유엔 측은 UNBRO의 1986년도 소요 예산을 35.9백만 달러로 보고하고 86년 중 UNBRO 수혜대상이 250,000명
이라고 설명함.

호주,
브루나이, EC, 서독, 영국, 스웨덴 등이 추가 서약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 1985.2.20. 회의

인도지나 난민 구호,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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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태국대사관은 1983.6.8. 아래 요지의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태국 내 수용 중인 인지난민의 한국
접수 관련 정책을 문의하여 옴.
1982년 이래 제3국에 재정착한 인지난민의 격감(81년 동기 대비 약 34% 감소)으로 1983.1.24. 현재 태국 내에
165,574명 수용 중

제한된
자원의 개도국인 태국으로서는 인도적 고려 및 난민이 조속 제3국에 재정착한다는 이해하에 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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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서 이들 난민을 임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며 그 이상을 할 수 없음.

1983∼84년
중 동 난민 접수 문제 관련 한국의 정책을 알려 주기 바람.

2. 외무부는 1983.6.17. 다음 요지 공한으로 주한 태국대사관에 회신함.
1983∼84년 인지난민 접수에 관한 확립된 정책 없음.
1975년 이래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한국에 수용되었던 대부분의 인지난민이 언어 장벽 및 취업 곤란으로
제3국 재정착을 위해 출국함.

따라서
한국은 인지난민 중 한국 연고자의 재정 보증이 있을 경우에만 한국 정착을 허용하고 있음.

3.	서울세관은 1983.6.1. 외무부에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가 캄푸치아 난민 구제를 위해 고의(헌옷)
17,600점을 태국으로 송부하는 것과 관련, 이를 통관 조치하여도 외교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
하였으며, 외무부는 6.17. 동 구제품 송부가 국제적인 인도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송부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회신함.

UN 세계 여성회의 준비회의, 제3-4차,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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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유엔 10년 평가회의(World Conference to Review and Appraise the Achievements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 1985.7. 나이로비) 준비기구인 여성지위위원회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제3차 회기 관련 내용임.
1.	유엔 사무총장은 1984.12.18. 세계여성회의 준비회의(여성지위위원회) 제3차 회기의 1985.3.4.∼13.
비엔나 개최를 알리면서 회의 참가 대표단 명단 통보를 요청해 옴.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와의 협의를
통해 유엔 사무국에 통보함.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5.3.20. 다음 요지로 상기 회의 특기사항을 보고함.
의제 토의

- 핵심 의제인 ‘2000년까지의 여성지위 향상 실천을 위한 Forward-looking Strategy’ 관련, 사무국 준비
문서에 대한 불만 및 수정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77그룹, 서방 그룹, 동구권 그룹 간 협상이
있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무국 준비 문서를 그대로 1985.7월 세계여성회의에 상정키로 함.
평가

- 비엔나 국제기구 및 외교가에서는 금번 회의가 그룹 간 협상 결렬 및 실패의 반복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대다수 참가국은 금번 결과에 비추어 7월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 전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의 77그룹 내의 위치 등을 감안, 각 그룹별 입장을 세밀히 검토하고 세계여성회의 대표단 구성,
훈령 등 회의 준비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됨.

3.	유엔 사무총장은 1985.4.16. 공한을 통해 세계여성회의 준비를 위한 여성지위위원회 제3차 회기
속개회의가 4.29.부터 뉴욕에서 개최됨을 알려 왔으며, 외무부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참석토록 훈령함.
4. 주유엔대사는 동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동 회의는‘여성을 위한 유엔 10년 목적 달성을 위한 여성지위 향상 향후 전망과 그 장애 극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한 방안’
을 심의한바, 회의가 연일 야간까지 계속되었으나 그룹 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합의된 부분 및 미합의 부분 전체를 7월 세계 여성회의에 넘기기로 함.

미합의
부분은‘소수민족 또는 토착인으로서의 여성문제’
,‘인종차별 정책하의 여성 및 아동문제’
,‘팔레스
타인 여성 및 아동문제’등 정치적 의미가 내포된 분야임.

78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거쳐 한국여성개발원 자원개발실장이 여성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가 예정임을 2.6. 주유엔대표부를

UN 세계여성회의. Nairobi(케냐) 1985.7.15-26.
전3권. V.1 사전준비 1 : 1984.8-1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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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냐 정부는 1984.7월 회람 공한을 통해 세계여성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고 회의 참석 대표 규모를
감안, 숙소의 조기 예약 필요성을 강조함.
외무부는 숙소 예약 시한 내에 대표단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예상되는 대표단 규모(10명)만 통보,
숙소를 예약토록 하였으며, 이후 대표단 규모의 확대에 따라 주케냐대사관에서 주최 측과의 교섭 등을 통해
숙소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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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5.13. 김현자 의원을 수석대표로, 최필립 외무부 본부 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와 주케냐대사관 직원, 여성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대표단을 임명함. 대표단에
대한 훈령 중 기본훈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국이 여성 분야에서 이룩한 실적을 적극 홍보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소개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국익 증진과
국위 선양에 최대의 노력 경주

북한의
한국에 대한 비난 등 정치선전 책동 시 적극적으로 대응
회의 참석을 계기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케냐 접근 책동 강화와 관련, 특이 동향이 있는 경우 즉시 공관장에
게 통보

팔레스타인
문제, 남부 아프리카 문제 등 정치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가급적 발언하지 않도록 하되 우리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간략히 표명

3.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1985.6.12. 이원경 외무부장관 면담에서 세계여성회의 정치화를 반대하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동 회의에서 실질 문제에 관한 결의 채택이 컨센서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동 회의 의사규칙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토의에서 컨센서스 규정이 채택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망함.
이원경 장관은 동 회의가 정치 선전장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이 유엔 비회원국으로서
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의사규칙 채택에는 참석할 수 없으나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4.	태국(1985.4.30.) 및 방글라데시(1985.5.22.)가 동 여성회의 부의장직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여
왔으며 외무부는 양국과의 우호관계에 비추어 동 입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함.

UN 세계여성회의. Nairobi(케냐) 1985.7.15-26.
전3권. V.2 사전준비 2 : 1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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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7.3. 유엔 세계여성회의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문(안)을 다음 요지로 확정함.
여성문제 개선을 위한 유엔의 노력 평가
여성개발원 설립(83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83년),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84년) 등 한국이 여성 분야에서
이룩한 실적 소개

아프리카
재해 관련, 동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 및 한국의 지원 실적 소개
여성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촉구 및 한국의 남남협력 실적 소개

으며 외무부는 요청 국가와의 우호관계 등을 감안, 동 입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함.
3.	본 문건에는 외무부 작성 세계여성회의 참가 자료(85.7월) 및 주유엔대표부 작성 세계여성회의 브리
핑 자료(85.7월)가 수록되어 있는바, 참가 자료에는 다음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대표단 훈령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북한 예상책동 및 대처 요령
거론 예상 정치 문제 (남부 아프리카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서부 사하라 문제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사항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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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로코, 일본, 인도네시아, 라이베리아 등이 세계여성회의 부의장 직에 입후보하고 지지를 요청하였

UN 세계여성회의. Nairobi(케냐) 1985.7.15-26.
전3권. V.3 회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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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여성회의(1985.7.15.∼26. 케냐 나이로비) 대표단은 동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회의 경과
회의 의사규칙 문제에서 의사 결정을 컨센서스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수결로 하자는 주장이 대립된 가운데
‘향후 여성발전전략(FLS, Forward-looking Strategy)’
만은 컨센서스로 채택하자고 캐나다가 제안한 데 대해,
788

77그룹이 이를 일부 조정, FLS를 가능한 한 컨센서스로 채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일종의 도덕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선에서 양해, 그룹 간 합의가 이루어짐.

7.15.
개막한 동 회의는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는 한편 제1, 제2 위원회로 나누어 FLS를 심의함. 한국
수석대표(김현자 의원)는 7.17., 북한 수석대표(여연구 조선최고인민회의 부의장)는 7.18. 기조연설한바, 북한 측이
한반도 문제(북한의 3자회담 제의 등)를 언급함에 따라 한국 대표단이 답변권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힘.

기조연설
및 위원회 토의 시 다음을 포함, 다수의 답변권 행사가 이루어짐.

- 인도네시아 (기니비사우, 잠비아, 앙골라 등의 동티모르 문제 거론)
- 터키 (사이프러스 문제)
-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아가단 분쟁)
- 모로코 (알제리의 서부사하라 문제 언급)
- 중국(구 중공) (아프가니스탄의 중국 패권주의 언급)
회의는 7.27. 새벽‘향후 여성발전전략’
을 채택하고 종료한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결의·결정안
은 회의 보고서에 수록하여 유엔 총회에 회부하기로 함.

2. 종합 관찰
주 의제는‘여성 문제’
이나 참가국은 여성 문제보다 정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국제문제 토론장이 된
느낌임.
미국은 전체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수세에 몰림.
남북한은 기조연설 시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고 비난 발언을 삼가, 여타 분쟁지역 대표의 격렬한
상호 비방발언과 대조를 이룸.

북한은
소련 대표와 자주 비공식 접촉하였으며, 한국 대표의 답변권 행사 시 중국 대표가 자리를 지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국은 남북한 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감지됨.

여성·인구 및 개발에 관한 지역회의. 북경,
1985.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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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엔대사는 1985.2.14. 유엔 인구활동기금(UNFPA) 관계자가 2.13. 주유엔 한국대표부 담당관을
초치, 4.25.∼30. 북경에서 개최되는 여성·인구 및 개발에 관한 지역회의에 한국 여성 2명(정부 및
비정부기관 소속 각 1명)을 초청할 계획임을 알리면서 동 초청 수락 여부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속 통보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고 보고함.
2.	외무부는 동 회의 대표단 파견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 후, 1985.2.26. 주유엔대표부에 UNFPA 측에

3.	주유엔대사는 1985.3.1. 한국 참가 문제에 관한 중국(구 중공) 측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대표부 관계관이 2.27. 만난 UNFPA 관계관은 중국 측이 처음 태도와 달리 한국이 고위 관리를 파견하여 중국을
곤란한 입장에 빠뜨릴 가능성을 우려, 남북한 모두 초청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여 남북한 초청 문제를 재고하고
있다고 말함.

상기에
대해 대표부 관계관은 UNFPA가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할 때 중국 측의 양해를 받았다고 한 점, UNDP
문서에 따르면 UNDP 경비로 개최되는 일체의 회의 개최국은 모든 국가 대표의 참석에 합의하도록 한 바 있는
점 등을 들어 한국에 정식 초청장을 보낼 것을 주장하였으며 UNFPA 측은 협의 후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답변함.

4.	주유엔대사는 1985.3.21. UNFPA 측이 한국을 초청키로 하고 초청장을 작성 중임을 알려 왔다고 보
고한 데 이어, 3.25. 초청장(3.22.자)을 접수하였다고 보고함.
외무부는 4.11. 보건사회부 부녀복지과장 및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장 등 보사부가 추천한 2명을 동
회의에 참가시키기로 하고 이를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함.

5.	UNFPA 측은 상기 참가 예정자들이 중국 공항에서 사증을 받는 방안을 중국 측이 제시하였다고 알려
온바, 외무부는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동인들은 4.23.
동경에서 중국 입국사증을 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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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의사를 통보하도록 지시함.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보고서(제1차 보고서)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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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사무총장은 1985.4.2. 공한을 통해 한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 제18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한국은 1984.12.27. 동 협약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협약은 1985.1.26.부터
한국에 대하여 효력 발생
 협약 제18조는 모든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 발효 1년 이내에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입법, 사법, 행정
동
또는 여타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790

2.	외무부는 1985.5.31.상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보건사회부에
요청함.
3.	외무부는 1986.3.12. 동 보고서를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였음을 주유엔대사에게
알리면서 보고서 사본을 송부한바,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음.
서론 : 보고서 작성 방향에 관하여 설명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법체계는 남녀평등 원칙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되었음을 설명
Part I

- 남녀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 및 실제 생활에서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조치 등을 설명
part II

-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 여성 및 모성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및 조치
- 윤락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조치
- 정치, 사회 및 고용 분야에서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 장치 및 조치
- 정부를 대표하거나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하는 데 여성 차별 없음

우리나라의 UN마약위원회 위원국 입후보 검토,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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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위원회 위원국 입후보
유엔사무국은 1984.10.31. 주유엔대사 앞 공한을 통해 한국이 1985년도 경제사회이사회(ECOSOC) 1차 회기
(85.5.7.∼31.)에서 실시될 마약위원회 위원국 선거에 입후보 의사가 있는지 알려 줄 것을 요청함.

- 한국은 현 위원국인바, 동 선거는 한국과 함께 85년 말로 임기가 끝나는 20개국 공석에 대한 것임.
외무부는 상기 위원국 재선 입후보 문제에 대한 보건사회부와 주오스트리아대사의 의견을 구한바, 모두
입후보 찬성 입장을 회신함.

주유엔대사는
1985.3.13. 한국이 재입후보 의사를 밝혀 당선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그룹의 추천을 받아야
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입후보 국가가 공석 수에 미달한 것이 주요 이유)

외무부는
3.13. 주유엔대사에게 원칙적으로 재선을 희망하나 경합할 의사는 없으므로 입후보 상황을 보아
피선이 확실한 경우에만 입후보 의사를 통보할 것을 지시함.

주유엔대사는
3.19. 일본대표부 및 유엔 마약위원회 담당관 등 접촉 결과 이번 선거는 경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일단 입후보 의사를 표명해 놓고 사태 진전을 보아 가며 입후보 견지 여부를 결정해도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고함.

외무부는
상기 주유엔대사 의견대로 시행토록 지시하였으며, 주유엔대사는 3.20. 유엔 사무총장 앞 구술서로
마약위원회 입후보 의사를 통보함.

2. 국제마약통제위원회 위원 입후보
유엔사무국은 1985.10.16. 공한을 통해 1987.3.1. 임기 만료되는 마약통제위원회 위원 7명 후임 선거 관련,
관심 있는 경우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동 건 보건사회부의 의견을 구한바, 보사부는 마약통제위원회 위원 후보 적임자가 없다고 12.16.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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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바, 유엔 회원국과 경합 경우 비회원국은 추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고함. (1981년 아주그룹의 추천

UN 마약위원회 회의, 제31차. Vienna, 1985.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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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사무국은 1984.10.15. 비엔나에서 1985.2.11.∼20. 개최되는 유엔 마약위원회 제31차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 명단 통보를 요청하여 온바,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약물 남용 및 밀매 경향과 추세
국제적 수준에서 취한 약물 통제 정책의 시행 관련 보고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의 통제에 대한 정책 시행 상황
국제 약물통제 전략의 시행에 관한 검토
792

약물 불법거래에 대처하기 위한 협약 초안 검토

2.	외무부는 1985.1.17.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장만순 공사를 수석대표로 보건사회부 마약과장과 마약과
직원으로 구성된 3명의 대표단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로 훈령함.
한국이 마약위원국임을 인식, 관련 토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마약정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각국 대표와의 이해 증진 및 유대 강화를 도모

1985년
말 임기 만료되는 20개국의 재출마 여부 등을 포함한 차기 위원국 선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동 결과를 보고

각국의
마약 대책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제도 등에 관한 최신 정보 교류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한국의
마약행정 발전 및 마약류 관계법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

3. 회의 참가 대표단은 회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1985.2.11. 개막과 함께 마약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약안을 토의한바, 다수 대표들이 새로운 협약 제정을
주장한 반면 일부 국가는 기존 협약 개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베네수엘라가
제안한 마약 불법거래 방지협약 준비 촉구 결의안 토의 결과, 협약 관련 각국의 의견을 사무총장이
종합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요지의 결의안을 통과시킴.

4.	대표단(보건사회부)은 귀국 보고서를 통해 85년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의 마약위원회 위원국 재선
입후보는 차기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함.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 회의. 제11차-12차,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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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차 회의 (1984.11.26.∼30. 방콕)
유엔 마약당국은 1984.9.12. 한국 대표의 참석을 초청함.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와의 협의를 거쳐 10.20. 보사부 약무식품국 직원 2명을 대표로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을 시달함.

2. 제12차 회의 (1985.11.4.∼8. 스리랑카 콜롬보)
유엔 마약당국은 1985.7.11. 한국 대표 참석을 초청함.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와의 협의를 거쳐 9.23. 보사부 약정국 직원 2명을 대표로 임명, 파견함. (훈령 내용은
제11차 회의 시와 유사)

회의
참가 대표단은 다음 요지의 귀국 보고서를 제출함.

- 참가국: 아태지역 20개국 및 역외 국가 9개국
- 의제: 새로 개발된 행정적·입법적 조치 및 기타 대응책, 압수 마약의 보관·관리 및 파기, 은닉 밀수
마약의 검색 및 대책, 우편물에 의한 마약 밀수 대책, 헤로인 불법 제조에 대한 대책, 효과적인 선박 검색 등
- 동 회의는 상기 의제 토의 외에 1986.7월 비엔나에서 개최 예정인 지역 간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에
추천할 의제를 선정하였으며, 86년에는 지역 간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 극동지역
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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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방국을 비롯한 각국 대표 등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유대강화에 주력하고 토의 참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함.
- 지역 각국의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대마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한국의 마약류
범죄 근절 및 마약류 관계법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토록 함.
- 한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 및 선언 채택에는 적극 반대하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
분위기를 참작함.

마약남용 방지 각국 정상부인 회의 참석 계획,
New York 198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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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2 / 8 / 1~183(183p)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8.5. 외무부에 제40차 유엔 총회 기간 중 10.21. 유엔 본부에서 개최 계획인
청소년 마약남용 퇴치를 위한 각국 정상부인 회의에 대한 참석을 요청하는 낸시 레이건 여사의 전두환
대통령 부인 앞 서한을 전달함.
낸시 여사는 서한에서 동 회의가 1985.4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정상부인 회의 후속 회의라고 설명함.

2.	외무부는 1985.8.5.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계획과 관련하여 대통령 부인의 상기 회의 참석을 적극
794

적인 방향에서 검토 예정임을 주미대사에게 알리고 4.23.∼24. 백악관 및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바 있는
마약 관련 정상부인 회의 진행상황 및 결과와 10.21. 계획된 동 후속회의 초청 범위 등 참고사항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미대사는 4월 회의 결과 및 10.21. 후속 회의 초청 범위(뉴욕 방문 예정 각국 원수 및 정부수반 부인 70여 명)
등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국무부 보도지침, 백악관 발간 책자 등 4월 회의 관련 문서를 송부함.

3.	외무부는 1985.8.7. 낸시 여사의 서한과 관련, 초청 대상과 회의 일정 등 상세 사항 파악 후 관계부처와
협의, 대통령 부인의 회의 참석 문제에 관하여 별도 건의 예정임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4.	정부가 대통령의 유엔 40주년 기념총회 연설 및 대통령 부인의 마약관계 정상부인 회의 참석을 추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미대사에게 동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회의의 성공을 희망하는 내용의 1985.9.12.자 이순자 여사의 낸시 여사 앞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토록
지시함.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3차. 서울, 198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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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52 / 9 / 1~283(283p)

1.	일본 정부는 1985.3.5.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제3차 한·일 대책
회의를 1985.9∼10월 중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온바, 외무부는 관련부처 의견 종합 후 일본
측과의 협의를 거쳐 동 대책회의를 11.20. 개최하기로 결정함.
동 회의는 일본 외무성이 1982.3월 마약 및 암페타민류(각성제) 문제 관련 대책회의 정기 개최를 제의하여,
1982.7월 및 1984.2월 서울과 동경에서 제1차 및 2차 회의가 각각 개최된 바 있으며 제2차 회의에서 제3차
회의의 서울 개최가 합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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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의 기본입장을 시달함. (일본 측 대표단은 외무성
북동아과장을 수석대표로 총리부, 경찰청, 법무부, 대장성, 후생성, 해상보안청 등 소속 직원으로 구성)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관련되어 있는 마약 및 각성제 범죄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마약사범 관련 일본 언론의 과장된 보도 태도의 시정을 촉구,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
필로폰 밀조 유인 제거 및 폭력조직 연계 방지에 일본 측 노력을 촉구하고 양국 간 사법공조 체제 구축 유도

3.	외무부가 1985.11.20. 작성한 동 회의 결과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의제)
한·일 양국의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의 현황 및 대책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협력 현황 및 금후의 추진 방향
기타 양국 관심사항
(결론)
신속, 충분, 원활한 정보교환 필요
일본의 필로폰 원료 반출, 밀조 충동 요인 제거의 필요성 인식
외교통로 및 국제경찰기구를 통한 양국 수사협조 강화에 의견 일치
양국 간 수사공조에 관하여 계속 협의 검토 (일측은 협정 체결에 소극적 입장)
제4차 대책회의 86년 동경에서 개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5.11.6.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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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5-52 / 10 / 1~285(285p)

1.	유엔 사무총장은 1985.6.10. 주유엔대사 앞 공한으로 8.26.∼9.6.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제7차
유엔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참석을 초청하고 회의 잠정 의제를 송부해 온바,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양상과 범죄 예방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형사사법 절차와 전망
796

범죄 피해자
청소년, 범죄 및 사법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유엔 기준 및 규범의 정립과 적용

2.	외무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5.7.29. 대검찰청 차장검사(추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변경)와 법무부 보호국장 및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 등 3명의 대표단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의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이익을 반영하고 서방 선진국 그룹과 동구권 및 77그룹의 동향을 파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입수하여 한국의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 관련 정책 정립에 기여
북한 대표단이 참가할 경우 동향을 주시하고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정치적 비난에는 단호하게 대처

3. 동 회의는 1985.8.26.~9.6. 개최된바, 한국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토의에 참여함.
‘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양상과 범죄 예방’
의제하에 한국의 사법제도 소개
‘ 청소년, 범죄 및 사법’의제 관련, 사무국이 작성한 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집행의 최저 기준안에 대한 한국
의 입장 발표
‘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유엔기준 및 규범의 정립과 적용’
의제하에 동 기준 및 규범의 한국 법체계 내 수용 현
황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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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V.2
예비회담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5-52 / 11 / 1~418(418p)

1.	유엔 사무총장은 1983.5.3. 공한을 통해 제7차 유엔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준비를
위한 아·태지역 회의(1983.7.4.∼8. 방콕) 참석을 초청하여 왔으며 ESCAP 사무국도 5.13.자 초청 서한을
보내 옴.
외무부는 법무부와 협의 후 동 회의 불참을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주유엔대사와 주태국대사에게 훈령함.

2.	외무부는 상기 제7차 유엔 회의 준비 관련, 유엔 사무국이 배포한 다음 지역회의 보고서를 내무부 및
법무부에 송부함.

1984.9.24.∼28. 바렌나(이탈리아) 준비회의
1984.7.9.∼13. 오타와(캐나다) 준비회의
1985.4.22.∼26. 뉴델리(인도) 준비회의

3.	상기 준비회의 보고서 중 북경 회의 보고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고용, 교육, 정치참여, 문화활동 등 사회 제 분야 발전과정에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함.
교육제도는 청소년의 감정적,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개선되어야 하며 청소년에게 일과 여가활동을 제공
해야 함.

도시지역의
청소년, 특히 부랑 청소년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함.
부적절한 도시계획이 성범죄의 원인이므로 도시계획 시 청소년의 적절한 사회·오락 활동을 포함시켜야 함.
청소년 마약복용 문제를 다루는 전문재판제도 설치 요망
도시 청소년 폭력 및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5.14.∼18. 북경(중국(구 중공)) 준비회의
1984.6.4.∼8. 부다페스트(헝가리) 준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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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V.3 범죄
예방 및 통제위원회 회의, 1982-84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5-52 / 12 / 1~363(363p)

1. 제7차 회의(1982.3.15.∼24.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2.2.10. 상기 회의에 대사관 직원 2명을 옵서버로 참석시킬 것을 건의하였고 외무부는
3.10. 동 건의를 승인함.

의제
자료 등 회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바, 유엔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798

- 동 위원회 기능 및 장기 업무계획에 관한 79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이행
- 제7차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준비
- 제7차 유엔회의 의사규칙 검토
- 자의적 또는 약식 처형(arbitrary or summary executions)에 관한 제35차 유엔 총회 결의 이행

2. 제8차 회의 (1984.3.21.∼30.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 사무총장은 1984.3.9. 한국이 옵서버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회의 참석 관련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
한바,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의사
규칙 검토
- 제7차 유엔회의 준비
- 범죄인의 인도적 처우
- 발전에 따른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
- 여성 및 형사사법 체계
- 자의적 또는 약식 처형
외무부는 유엔 사무국이 발간한 상기 회의 보고서를 5.29. 내무부 및 법무부에 송부함.
의제 자료 등 동 회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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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V.4
회의록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5-53 / 1 / 1~458(458p)

제7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1985.8.26.∼9.6. 이탈리아 밀라노) 관련 다음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1. 1985.9.6. 동 회의에서 채택된 다음의 보고서 등 주이탈리아대사가 9.10. 송부한 문서
제1위원회 보고서
제2위원회 보고서

2.	유엔 문서로 배포된 동 회의 보고서 (Report of the Sev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책자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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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위원회 보고서
본회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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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V.5 자료
제출 1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5-53 / 2 / 1~256(256p)

유엔의 범죄 예방 분야 결정 및 유관 위원회 활동 등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청 관련 내용임.
1.	유엔 사무총장은 1981.7.9. 자의적, 약식 처형 문제와 법 집행 관리의 행동규약(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적용 문제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함.
외무부는 9.8.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요지로 범죄예방 및 통제위원회에 회신토록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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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유엔 총회 결의 및 규약 내용은 이미 한국의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으며 동 내용은 한국의 법집행
기본정신에 합치되고 또한 이를 실천하고 있으므로 동 규약 적용에 이의 없음.

2.	유엔 사무총장은 1982.12.22. 유엔 총회 관련 결의 및 제6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결의와 관련,
유죄판결 범죄 유형 및 형사범의 연령별 구성, 법관의 수 및 충원 방법 등에 관한 설문서를 기재, 제출
할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동 설문서 작성 관련 법무부 및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함.

3.	유엔 사무총장은 1984.5.28. 유엔 ECOSOC(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거, 사무총장이 매 5년마다
ECOSOC에 제출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5년(1979∼83)간의 사형제도 관련 설문서를 기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법무부가 기재한 동 설문서(해당 범죄, 사형집행 여부, 집행 절차, 해당 범죄인에 대한 법적 보호, 79년
이후 입법적·행정적 정책 변화 등)를 1985.4.25.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송부, 유엔 사무국에 제출토록 지시함.

4.	유엔 사무총장은 1984.6.13. 법집행 관리의 행동규약(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적용 관련 설문서를 기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1985.4.25. 법무부가 기재한 동 설문서(동 규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 훈련 프로그램에 동 규약 사용
여부, 무기 사용에 관한 상세규정 여부 등)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토록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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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V.6 자료
제출 2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5-53 / 3 / 1~220(220p)

유엔의 범죄예방 분야 결정 및 유관 위원회 활동 등에 근거한 자료 제출 관련 내용임.
1. 수감자 대우에 관한 설문서
유엔 사무총장은 1984.5.30.‘수감자 대우에 관한 최소기준 규정(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및 관련 권고 이행에 관한 설문서를 기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법무부와 협조, 기재한 설문서를 8.20. 주유엔대표부에 송부, 사무국에 제출토록 함.

2. 금고 대체 방안과 죄수의 사회 재정착을 위한 방안에 관한 자료
유엔 사무총장은 1984.8.20.‘금고 대체 방안과 범죄인의 사회 재정착을 위한 방안(Alternatives to
imprisonment and measures for the social resettlement of offenders)’
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사무총장은 각국이 제출하는 자료에 기초, 1985년 개최 예정인 제7차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유 엔 회 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
보고서를 제출 예정
외무부는 법무부와 협조, 작성한 동 자료를 1985.4.24.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송부, 사무국에 제출토록 함.

3. 제7차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 자료
유엔 사무총장은 1984.9.4. 밀라노에서 1985.8.26.∼9.6. 개최 예정인 상기 회의 제출을 위한 설문서(범죄
경향,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및 범죄예방 전략)를 기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법무부와 협조,
작성한 동 설문서를 1985.2.13.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송부, 유엔 사무국에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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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57.7월 결의로 동 규정을 채택하고 각국 정부에 동 규정을 적용할 것과
적용 관련 진전 상황을 매 5년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동 설문서는 동 규정의 영향으로 행형법 또는 관행에의 변화 여부, 번역·발간 등 동 규정의 보급 상
황, 교도소 수용능력, 재소자 징벌의 종류와 기간 등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타) 이사회,
제39차. Rome, 1985.5.7-8

| 85-072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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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이탈리아대사는 1985.5.7.∼8. 로마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the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제39차
이사회 잠정 의제를 보고한바,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1984년 ICCROM 활동 보고
재정기획위원회 보고
802

교육표준위원회 보고
ICCROM 사업 일반정책

2. 외무부는 문화공보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5.4.16. 다음과 같은 대표단을 임명함.
대표: 이태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과 교수(ICCROM 이사)
옵서버: 김동현 문화재관리국 보존과학연구실장

3. 회의 참가 대표단은 회의 보고서를 통해 다음 사항을 건의함.
ICCROM의 적극적 활용

- ICCROM 회의 참석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문화재 보존과 정책에 관여하는 전문가로서 이들과의 교류는
문화재 보존 정책과 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됨.
- 특히 ICCROM 기술직원과 재정기획위원회 및 교육표준위원회 위원들은 문화재에 관한 식견이 높은
인사들인바,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활용 방안으로는 상기 인사들의 전문성 활용과 ICCROM 문헌센터 활용 등이 있음.
연수생 파견

- ICCROM이 역점을 두고 있는 보존기술 훈련과정에 연수생을 파견, 교육시킴으로써 기술역량을 높이고
보존과학 및 보존기술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53차. Paris,
1985.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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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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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제53차 국제수역사무국(IOE) 총회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전찬수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 외 1명
세부훈령

2.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석 결과 및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회의 주요 결과

- 사무총장 선출 시 훈령에 따라 프랑스 후보 찬성투표로 동인의 당선에 기여
- 인공수정 질병 전파 및 소의 주혈 기생충 질병 현황, 각 지역별 질병 발생 현황 등 파악 및 정보 수집
-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승마경기 대비, 훈령에 따라 자료 배포 및 질의응답
건의 사항

- 국내 마필 질병조사 종합보고서를 1986.5월 차기 총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
- 86, 88 경기 참가 예정국과 협의하여 마필 자료 확보 계획 수립 추진
- 국제수역사무국 지역회의(1985.7월)에 검역관 파견, 아시안게임 참가국과 출입국 검역 조건 협의

3. 본 문건에는 제53차 총회 결의와 권고 등 국제수역사무국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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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및 임원 선출시 프랑스 블라쟌(Dr. Blajan) 현 사무총장 지지, 여타 임원은 우방국 후보 지지
- 정액 및 수정란 이식으로 인한 전염병 질병 관련, 한국의 현황자료 보고와 각국의 정보 및 자료 광범위한
수집
- 소의 주혈 기생충 질병 관련, 한국의 현황자료 보고와 주요 수입 상대국의 정보·자료 수집, 교역국간
검역 위생조건 수립 및 국내 방역 정책에 반영 노력
- 한국의 가축위생 상황 설명을 통해 회원국간 이해 증진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
- 88올림픽 승마경기 대비, 한국의 검역시설 추진 실적 및 국내 마필 검진사업 실시 결과 보고로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

| 85-0728 |

IOE(국제수역사무국) 아시아 및 대양주지역
위원회 회의, 제14차. Colombo(스리랑카)
1985.7.29-8.1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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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역사무국(IOE) 제14차 아시아·대양주 지역위원회에 참가한 정부대표(국립동물검역
소장)에 대한 훈령 및 동 회의 참석 결과보고는 다음과 같음.
1. 대표단 훈령
기본 훈령
804

- 회의에 참여하여 회원국 상호 간 이해 증진 및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노력
- 의제 토의 시 훈령에 따라 한국 입장 반영 노력
- 수역관계 자료 발표 및 정보 교환을 통해 한국의 수역관계 분야 발전과 기술 향상에 기여
세부 훈령

- 어병(漁病)과 위생적 물고기 생산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으로 한국의 수산업 발전에 기여
- 아시아 지역 우역(牛疫) 발생국의 방역상황 및 근절대책 검토, 교역국 간 검역 위생조건 및 국내 방역대책에
반영 노력
- 회원국의 가축위생 상황 파악, 한국의 방역대책에 참고
- 86 아시안게임 참가 경기마(馬)에 대한 마필 검역요령 등 회원국에 주지

2. 참석 결과 보고
훈령사항 이행

- 한국의 가축위생 상황 유인물 배부, 수역관계 자료발표 등 한국 수역분야에 관한 이해증진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 노력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승마경기 관련 한국의 제반 상황 설명과 구체 협의를 통해 동 대회의 성공적
준비에 기여

- 86 아시안게임 홍보책자 배포, 한국 내 출입국 검역규정 배포, 세부내용 설명
- 국내 마필검진 사업 진행 결과 설명
- 승마경기 시설 추진 내용, 아프리카 등 승마 참가 시 특별 검역대책, 마질병 보고 현황, 일본뇌염 예방
약 사용계획 등 회원국 질의사항에 대한 응답 등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제13차. Paris,
1985.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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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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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해양학위원회(IOC) 제13차 총회에 참가할 정부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수석대표(권인혁 주프랑스대사관 공사) 등 5명
정부 훈령

2. 동 회의 참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의 결과

- 기구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 기념 강연회 개최, 해양과학 등 7개 의제 협의, 28개 집행이사국 선출, 20
개 결의안과 요약 보고서 채택
주요 건의 사항

- IOC 총회 지속적 참석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
- 대표단에 생물 및 비생물 자원 전문가 포함
- 차기 회의 시 집행이사국 선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3. IOC 총회 집행이사국 출마 외교 교섭
경위

- 한국해양과학위원회 및 주프랑스대사가 입후보 검토 건의
- 외무부의 문의에 대해 문교부 등 관계 부처들이 긍정적 입장 회신
외무부의 내부 검토

- 한국의 해양학 수준 및 과거 활발한 참여로 이사국으로서의 요건 구비
- 아시아 지역에서의 컨센서스 확보 가능성 검토 (인도네시아의 불출마 시 확보 가능)
- 외교 경로로 인도네시아의 재출마 입장 확인
결론

- 아세안의 주요 우방국인 인도네시아와의 불필요한 경합 회피 등 제반 사정을 고려, 금번 총회 시 불출마
하되,  차기 총회 시 인도네시아의 양보 확보 교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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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별 실질 토의에서 한국 입장 반영 노력과 국익 증진에 최대한 노력 경주
- 해양에 관한 국제 동향 및 각국의 정책 및 정보 수집으로 한국의 해양개발 정책 수립에 기여
- 한국의 해양개발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계기로 활용
- 한국의 집행이사국 출마 관련, 인도네시아의 재출마에 따라 금번 총회 시 양보, 대신 차기 총회 시 출마
- 북한의 정치적 책동 발언 시 발언의 부당성 지적과 한국의 정당한 입장과 정책 홍보
- 각국 IOC 국내위원회 운영,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한국 해양과학위원회 활성화에 참고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총회, 제5차.
Bangkok(태국) 1985.11.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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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제5차 총회에 참가할 정부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 체신부 국제우편과장 등 4명
세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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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총회 개최지 관련, 우방국인 뉴질랜드와의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위해 한국의 입장과 견해를
반영하면서 한국의 차기 총회 유치 의사를 철회
- 회원국 가입절차 관련, 유보가입 절차 완화에 찬성 (제1부 유보에는 회원국 2/3 찬성, 제2·3부 유보에는
회원국 과반수 찬성)
- 비주권국 및 비자치지역의 옵서버 참가 문제 관련, 홍콩, 마카오의 참석 지위에 대해 각 회원국의 다수
의견에 따라 행동
- APPU 협약의 항구적 조약화를 위한 새로운 체제의 조약안에 찬성
- APPU/UPU 간 협력 협정안에 동의
- 아태 우정정보센터 설립에 적극 동의 및 필요시 재정적 지원에 동의하며, 동 센터의 서울 설치 가능성도
검토

2. 동 회의 참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의 주요 결과

- 차기 총회는 1990년 뉴질랜드 개최 확정
- 1986년도 UPU-EC 회의에 한국의 옵서버 참가 결정
- 경비분담 등급 추가 문제 논의 시 한국은 3단위 등급 유지 (전체 예산의 약 5% 분담)
- 홍콩과 마카오의 옵서버 참가 인정
- 지역 내 14개 비회원국의 가입 권유 의지 천명
- 차기 집행이사회 개최지 결정 (86년 말레이시아, 87년 중국(구 중공), 88년 몰디브)
평가

- 한국의 입장에 대해 다수국의 긍정적 지지와 호의적 반응 획득
- 중국의 한국 대표단에 대한 경원 자세 회피

3. 제6차 총회 한국 유치 문제 교섭 경위
체신부가 동 총회 유치 의사를 표명
외무부는 뉴질랜드도 동 총회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하여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관례에 따라 사전 정부 간 교섭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외교
경로로 뉴질랜드 측 입장 타진 결과, 뉴측은 이미 상당한 준비를 갖추고 적극적 개최 의사를 표명

- 독립 150주년 기념행사로 진행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국 유치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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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특별총회,
제9차. Washington,D.C.(미국) 1985.1.29-31.
전2권. V.1기본문서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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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제9차 특별총회에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체신부 정보통신과장 등 3명
세부 훈령

2. 동 회의 참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별도 국제위성 통신망 구성 관련, 절충안으로 실무반을 구성하여 1985.10월 정기총회에서 INTELSAT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미국의 별도 통신망 구성 계획에 대한 각 회원국의 관심 표명 촉구 및 협약
제14조 기술항목 적용에 관한 건의서를 포함하는 단일 결의안 제출

차기
WARC 회의 시 INTELSAT의 기능,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회원 다수국이 개도국의 경제적 부담 증가, 선진국의 미국의 통신위성 서비스 분야 선점에 우려 표시

3. 별도 위성통신망 구성 문제에 대한 대응
주한 미국대사관은 외무부에 면담 및 외교 공한으로 별도 위성통신망 구성 제안에 대한 지지 요청
INTELSAT 사무차장은 외교부를 방문하고, 단일통신망 원칙에 입각한 별도 위성통신망 구성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 설명

외무부는
체신부 등 내부 검토 의견을 반영, 제9차 특별총회 대표단에 훈령으로 소극적 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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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동향과 관련 정보 수집으로 한국과 INTELSAT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올림픽 통신지원을 위해
활용
- 별개의 국제 위성통신망 설립은 장기적 기술발전과 서비스 개선에 유익하나, 단기적으로는 INTELSAT
의 기존 기능과 경제성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과 관련한 부담이 개발도상국에 전가될 가능성 감안,
INTELSAT가 단일 국제위성통신망임을 확인하는 결의문 채택 시 적극적 반대 입장은 회피(소극적 찬성)
- 85 SPACE WARC(세계무선 주관청회의) 관련 INTELSAT의 궤도 및 주파수 확보 문제에 대해, INTELSAT
측의 장기 계획에 적극적 찬성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개도국, 아시아국 및 우방국들의 동향에 따라 적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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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특별총회,
제9차. Washington,D.C.(미국) 1985.1.29-31.
전2권. V.2 미국의 별도 국제통신 위성기구
설치관련 자료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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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위성회사의 국제통신위성시스템 신청과 관련한 미국 정부 및 통신회사 동향 등의 자료
내용임.
1. 미국 통신위성회사의 국제통신위성망 신설 허가 문제
미국 오리온 통신위성회사 등 4개사는 1984.5월 범미 위성회사를 설립, 국제위성통신 시스템(PANAMSET)
신청서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함.
808

- 이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는 국제통신위성 체제를 위협하는 움직임으로 간주,
적극 반대 입장 표명
- 한국 정부(체신부)는 범세계적 상용 통신위성 기구의 존립 위협 및 통신수요 잠식으로 재정 타격 초래를
우려하여 INTELSAT 입장 지지

2. 미국 정부 동향
미국 대통령 지시(1984.11월)

- 별도 국제 위성통신망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 문제를 INTELSAT과 협의하도록 국무부, 상무부 및
연방통신위원회에 지시
미국의 관련 법안 주요 내용(1985.8.16. 대통령 서명)

- INTELSAT 제14항의 의무 충족을 조건으로 별도 통신망 설치, 운영 가능
- INTELSAT와 사전 충분한 협의 진행
- 미국과 INTELSAT 회원국 간 별도 통신위성 설치에 관한 조정이 실패할 경우, 미 행정부는 별도의 통신
위성 설치 추구에 관한 외교정책상 사유, 동 정책의 INTELSAT 및 미국의 이익에 미치는 불공정 영향
최소화 대책을 보고

3. 미국 개별 통신회사 동향
미국 통신회사(Orion)는 미·유럽 간 국제통신위성망 신설 허가신청서를 미국 FCC에 제출(1983.3월)

- INTELSAT 측은 반대 입장 서한을 미국 국무부에 발송
미국 상업위성통신회사(Panamsat)의 미·페루 간 별도 위성 중계기 설치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은 동 협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한국의 협조를 요청(1986.9월)

INTELSAT 인도·태평양지역 위성통신 운용
대표자 회의. 서울, 1985.4.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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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인도·태평양지역 위성통신 운용 대표자 회의가
1985.4.30.~5.8. 서울에서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동 회의 서울 유치 결정
체신부의 동 회의 유치 요청에 따라, 정부는 공산권,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포함 모든 회원국 입국보증서
발급 문제 검토한 후, 최종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

정부는
범정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성국가 대표단 입국에 따른 문제점과 지원 방안을 집중 검토

- 이에 대해, INTELSAT 측은 서울 개최는 1984년 런던 회의 시 만장일치 결정 사항이며 북한도 참가 가능
하다는 의견 제시
체신부는 외무부에 공산권 회원국 포함 다수국의 입국 유도, 비자 발급 등 입국 절차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

2. 외무부 조치 사항
INTELSAT 사무총장 앞 외무부차관 명의 입국보증서 발급
중국(구 중공) 측 대표단에 대한 입국허가서 발급
소련 등 공산국 및 미수교국의 입국 신청에 법무부와 협조 허가 조치

3. 회의 개요
참석자

- 소련, 중국(구 중공) 등 포함 47개국 대표, INTELSAT 사무국 등 총 119명
주요 의제

- INTELSAT 회선수요 예측 자료 협의
- 연도별 시스템 운용 현황 및 향후 예측
- 사무정보 서비스 및 신규 서비스 검토
- 위성시스템 운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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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서울 개최 시 모든 관계국의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최지 변경을 요청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총회, 제10차.
Washington, D.C.(미국) 1985.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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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제10차 총회에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단을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체신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 등 3명
정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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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가 선출 관련, 칠레, 브라질, 태국 등 10개국 우선 지지, 기타 후보국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 지지
- 별도 위성통신 시스템 경위 보고 관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3개 민간통신사 인가에 대해
다수국, 특히 아주지역 개발도상국과의 긴밀 접촉을 통해 반응 파악하고 한·미 우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 대처
- INTELSAT 협정 5조d항(차등요금제) 수정 제안에 대해 원칙적 찬성이나 태평양 지역 위성 사용요금 인상
전망을 감안, 개도국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 대처
- INTELSAT의 국내 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해 한국 산업에의 기여도 감안, 찬성

2.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의 주요 결과

- 법률전문가 정·교체 전문가 각 11인 선출
- 별도 통신위성 설치 문제와 관련, 미국은 국제통신시장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각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브라질 등 개도국은 INTELSAT에 초래할 경제적 피해와 동 기구 존립에 대한 위협
등으로 반론 제기
- 차등요금제 도입 문제와 관련, 대다수국은 동 건 검토가 시기상조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일부 개도국은 위성통신량이 적은 지역의 요금 인상 가능성에 우려 표명
- 차기 회의는 1987.10월 워싱턴 개최 결정
평가

- 미국의 별도 위성 설치 제의 관련, 참석국들은 미국과 INTELSAT 간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관망
자세 견지
- 차등요금제는 1987년 총회에서 재론 결정 예정이므로 한국의 대응책 검토 필요

3. 각국의 INTELSAT 법률전문가 입후보 지지 요청에 대한 대응
칠레, 브라질, 태국,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외교 경로로 자국 입후보자 지지 요청(1985.5~8월)
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여타 기구에의 상호 지지 입장 등 제반 상황을 고려 지지 국가를 결정

- 칠레 등 일부 국가에는 지지 입장을 사전에 외교경로로 통보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총회, 제4차.
London, 1985.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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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5.10.14.~16.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4차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총회에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단을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1. 총회 참석자격 교섭
정부는 동 협약에 한국이 1985.8월 가입하고, 9월 동 운영협정에 서명할 예정임에 따라 동 회의에 정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사전 교섭을 시행하여 그 결과 동 회의에 정회원국 자격으로 참석
811
대표단: 체신부 통신정책국장(수석대표) 등 3명
훈령

- 의제에 한국의 신규 회원국 가입인사 추가 요청, 한국의 전기통신 개발 현황 홍보
- 이사회 보고서 면밀 검토, 한국의 해사통신 정책 수립에 반영
- 항공위성통신 협약 및 운용협정 수정안 심의 시 한국의 이해 관계에 유의하여 대처
회의 주요 결과

- 한국이 4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한국의 통신업무 현황 설명과 회의 적극 참여 의사 표명
- 항공 위성통신협약 개정안 통과
- 지역대표 이사국 선출방안 협의
- 차기 회의를 1987년 4/4분기 영국 런던에서 개최키로 합의
- 향후 검토과제: 협약 개정안 수락문제, 항구 및 영해 내 선박 지구국 사용 허용에 관한 국제협정안 서명
문제

3. 지역대표 이사국 선출 문제
중국(구 중공)은 한국 대표에게 자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를 요청
한국 대표단은 가봉, 칠레, 이란에 지지 투표

- 파키스탄, 뉴질랜드 입후보 철회로 최종적으로 중국, 가봉, 불가리아, 칠레 등이 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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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참가

WTO(세계관광기구) 총회, 제6차. Sofia(불가리아)
1985.9.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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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참가 사전 준비
총회 참가 대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주스페인대사관에 협조 지시

- 대표단 입국비자, 수석대표 기조연설 확정, 한국의 밤 행사 개최 등
- WTO 사무국에 차기 총회 서울 개최 가능성 타진

2. 회의 참가 개요
812

교통부차관을 수석대표로 교통부, 외무부 대표단 구성
훈령

- 제7차 총회 서울 유치 관련, 88 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공산권 및 일부 미수교국 회원국과의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차후 적절한 시기 총회 유치 희망을 표명하되, 한국 개최가 만장일치로 결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락
- 비동맹권 및 공산권 국가들과 접촉, 한국의 관광 분야 발전상 및 한국 개최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적극 홍보
- 불가리아 정세를 예의 관찰하고 가능한 경우, 한국의 문호개방 정책과 관계 개선 정책을 설명
주요 결과

- 한국은 차기 총회 유치 신청을 연기한다는 요지의 수석대표 연설 시행
- 북한은 비회원국이면서도 한국의 총회 개최 저지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 적극 활동 전개
- 차드, 상투메 프린시페의 회원 가입 승인
- 세계 관광의 날 주제 선정(1986년: 관광은 세계평화의 원동력/1987년: 발전하는 관광)
- 집행이사국 선출: 이라크 등 7개국
- 차기 총회 개최국: 스페인
특이 동향

- 북한은 한국대표단 활동을 세밀히 관찰하였으나 직접적 위협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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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관광기구) / CAP(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위원회) 회의, 제14차. Manila(필리핀)
1985.7.22-26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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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관광기구(WTO) 동아태지역위원회(CAP) 회의 및 워크숍 참가 사전준비
필리핀은 외교 경로를 통해 동 회의에 한국의 참여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정부는 참가키로 결정
훈령(요지)

- 제7차 WTO 총회 유치를 위해 동아태지역 회원국의 지지 기반 조성 활동 적극 전개
- 북한이 공산권 국가들을 사주, 총회의 서울 유치 반대 책동 움직임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특이 사항
즉각 보고

주요 논의 의제

-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광발전 동향
-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WTO의 활동 현황, 기술협력 사업 내용
- 1982~83 WTO 연구사업 검토
- 여행 편의 촉진 분야 활동 보고
- 세계 관광의 날 기념에 관한 보고 등
한국이 부의장국으로 피선

- 각국 대표단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한국이 차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국인 점을 부각
제7차 총회 유치 활동 전개

- 다수국이 한국의 개최 능력을 인정하였으며, 1985.9월 제6차 총회 시 한국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
- 중국(구 중공), 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들과도 적극 접촉
워크숍 개최(7.22.~24.)

- 새로운 시장 수요, 상품 및 서비스 적응과 창출, 시장개척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 토의
- 워크숍 결과, 관광 잠재시장 특성을 고려한 개발순위 결정 필요성, 기존 및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 이용
증대에 필요한 연구조사 실시 필요성, 시장의 심층 분석 등 13개 항 건의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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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회의(1985.7.25.~26.) 참가 결과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운영이사회,
제3-4차,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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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7.4.~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운영
이사회와 1985.8.5.~6.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4차 운영이사회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3차 APDC 회의
회의 주요 결과
814

- 84/85 사업계획 추진현황 설명과 85/86 사업계획 토의
- 동 센터의 work programme 추진 현황 보고
APDC 소장의 구주 및 미주지역 연구기관 시찰 보고

- OECD 개발센터, 워싱턴 경제개발연구소, UNDP와의 연구사업 협력 관련 협의 내용

2. 제4차 APDC 회의
참가자: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 이사, UNDP ESCAP 대표 등
회의 주요 결과

- 한국 KDI 황인정 박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피선
-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센터의 연구·훈련 활동 활성화
- UNDP의 재정지원 확대, 각 회원국의 출연금도 순조로운 유입
관찰 및 평가

- 한국의 연회비 등 기여 확대 필요
- APDC/KDI 공동개최 포럼(1985.9월, 서울)에 중국(구 중공)대표 참석 관련, 제반 문제점 검토 필요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집행
위원회, 제28차. New Delhi(인도) 1985.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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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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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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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6.19. AARRO 제28차 집행위원회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대표단: 신동원 주인도대사 등 3명
훈령

2. 회의 결과(1985.6.27.~28. 인도 뉴델리)
참석: 한국, 인도 등 8개 집행위원국 대표
주요 결과

- 한국은 새마을 연수생 초청 사업 특별기여금 출연 의사 및 향후 계획 설명
- 사무총장 선출 관련, 한국 등 지지 의사 표명과 여타 유보국 막후 접촉을 통해 인도 후보를 컨센서스로
선출
대표단의 회의 결과 평가

- 주요 쟁점인 사무총장을 컨센서스로 선출함으로써 회원국 간 협조 분위기 강화
- 인도는 농무장관 등 고위 인사가 참석하고 AARRO가 77그룹이나 비동맹과 연결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한바, 인도가 제3세계에서의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동 기구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각국 대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연수 관련 많은 관심을 표명

3. 새마을 연수 양해각서 체결
AARRO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새마을 연수 양해각서 체결 희망 의사 표명

- 사무국 측은 새마을 연수 실시 상세 조건 등에 관한 MOU 초안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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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AARRO 새마을 연수생 초청 훈련을 위해 특별기여금 2만 달러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1987년
도 이후는 격년제로 시행 예정임을 설명
- 사무총장 선출 관련, 1984.8월 제26차 집행위에서 아시아 지역 후보 임명키로 한 합의에 따라 인도
입후보 지지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총회, 제16차.
Geneva, 1985.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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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6.27.~28. 및 7.1~12.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식품규격위원회(CODEX) 제32차 집행이사회 및
제16차 총회가 각각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가 목적

- Codex 아시아 지역 이사국으로서 집행이사회 실질 토의에 적극 참여
- 식품, 위생 분야 자료수집 및 국제협력 증진
훈령(요지)
816

- 실질 토의에 적극 참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회원국 상호 간 이해 증진에 기여
- 식품 첨가물 및 기구용기 포장 등에 관한 최근 국제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식품위생 행정에
적극 활용

2. 회의 주요 결과
집행이사회 주요 의제

- 식품 중 동물 약품의 잔존에 관한 전문위원회 설치
- 열대과일 및 채소류의 규격·기준 제정 가능성
- FAO/WHO 공동 식품규격 사업의 방향 등
총회 주요 의제

- Codex 식품규격과 잔존 농약 허용치에 관한 회원국의 수락 현황 등
- Codex 규격의 발간 내용 보고
- FAO/WHO 공동 식품규격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 각 분과위 활동보고 및 향후 주관국 결정
- 각 지역회의 활동보고 및 지역조정관 선임 등 45개 안건 협의
한국대표단 활동

- 향후 Codex 사업의 개별 식품규격 기준 작성과 아울러 식품위생 일반지침이나 위생조건 제정 사업에도
역점을 둘 것을 강조
- 한국의 식품위생 사업현황 상세 소개
- 식품 중 동물약품의 잔존에 관한 전문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 강조
주요 건의 사항

- FAO/WHO 식품규격화 사업에 적극 참여, 한국 식품의 국제 수준화 도모
- 식품의 국제무역 증대 추세에 따라 각국의 Codex 수용 태세 파악과 정보 교류를 통해 식품 수출입
업무에 효율적 대처, 식품 국제교역 확대에 활용 등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의,
제4차. Hobart(호주) 1985.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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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3~4월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가입 교섭을 전개함.
가입 신청 시 소련 등 동구권 국가(미수교국)의 반대 가능성에 따른 사전 반응 타진 및 설득

- 미국, 동구권 입장 타진 용의 표명
- 주요 우방국의 지지와 소련 등 동구권의 미반대로 가입 실현
4.28. 한국의 동 협약 가입

2.	외 무부는 1985.8.20. 호주 호바트에서 9.2.~13. 개최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제4차
대표단: 주호주대사관 공사 등 3명
한국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 동 협약 운영기구인 위원회 가입으로 한국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활동에의 참여 및 자원 확보에
유리한 발판 구축
- 동 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현행 남극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남극조약 가입 적극 추진
훈령(요지)

- 한국의 동 위원회 가입을 위한 회원국의 지지기반 확보 최선 노력 전개
-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을 위한 조약협의 당사국의 지지구축과 분위기 조성

3. 한국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가입
소련, 동독 등은 한국이 동 위원회 가입 시 수락의사 비공식 표명

- 남극조약 가입 시에도 미반대
제4차 위원회에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 동구권 미반대 입장 공식 확인 후 가입 신청

- 동구권 국가들과의 집중 교섭으로 한국의 가입에 우호적 입장 도출
- 정식 가입신청서 제출(1985.9.12.)
동 협약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 이의 제기가 없어 최종 가입 확정(1985.11.19.)
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 향후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등에 관한 주요 결정에 참여 가능
평가

- 소련 등 동구권을 포함한 전원일치 합의제에 의한 한국의 국제기구 가입 최초 사례
- 한국의 과거 남빙양 조업실적 등 평가
- 향후 남극조약 가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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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4차. Ottawa(카나다)
19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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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의 총회 참가 사전준비
대표단을 위한 사전 의제별 자료 작성 및 브리핑 실시

- 일반 토의 자료: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 주요 의제별 자료: 중동 문제,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와 한국의 입장, 탈식민 문제, 각국의 유네스코
탈퇴 동향과 한국의 입장, 국제테러 방지 문제
한국 수석대표 연설문 검토 의견 국회에 송부
818

- 탈식민 관련, 한국이 나미비아 독립 지지 등 제3세계와의 연대 강조
- 세계 정치, 경제상황 설명 중 남북한 고향방문단 교환 등 내용 명확화

2. 국제의원연맹(IPU) 총회(1985.9.2.~7. 캐나다 오타와) 주요 결과
참가국: 94개국 741명, 한국은 이종찬 의원(단장) 등 14명 참가, 북한도 참가
주요 토의 의제

- 국제 청소년의 해에 대한 의회의 기여
- 식민주의의 퇴치 및 비식민화 완결을 위한 의회의 기여
- 세계 정치, 경제 및 사회 문제에 관한 일반 토론
- 개도국의 외채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의회의 기여
한국대표단 활동

- 이종찬 단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제안한 남북 최고책임자 회담의 실현 및 남북 국회의원 간 회의를
통해 상호 신뢰 조성 필요성 강조
- 봉두완 의원의 총회 부의장 피선
- 의제별로 한국 입장 설명 연설
- 88올림픽 홍보 등 의원외교 활동 전개
대표단의 관찰 및 평가

- 북한대표단은 소극적 태도로 남북한 충돌 회피 인상을 줌.
- 참석자들은 식민주의 문제 등 정치적 문제보다 청소년 및 외채 등 실질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 표명
- 국제의원연맹(IPU) 내 한국의 지위 향상 감지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3차. Lome(토고)
1985.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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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의 총회 사전준비
의제별 한국 입장 작성 및 브리핑 실시

- 남북한 관계를 둘러싼 국제 동향과 한국의 기본입장
- 군비 축소를 위한 국제 동향과 한국의 입장
- 중동 문제
- 개발도상국가의 외채 문제
- 아프리카지역 기근 현황과 한국의 입장

- 군비축소와 중동문제 3개, 개도국 외채문제 2개
대표단 자문 및 활동 지원

- 주중앙아프리카대사, 외무부 국제기구과장 등 파견 대표단 지원

2. 국제의원연맹(IPU) 총회(1985.3.25.~31. 토고 로메) 참가 결과
대표단: 오세응 의원(단장) 외 11인, 북한도 14인의 대표단 파견
한국 대표단 주요 활동

- 군축 의제 관련, 미소 군축회담 재개는 고무적이나 양측의 핵무기 제한 협정 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연설 시행
- 오세응 단장은 한국의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문호개방과 우호증진 차원에서 카보베르데와의 관계개선
문제 협의
- 평화통일 입장 천명과 남북 당사자 간 직접대화 촉구
대표단의 관찰

- 중국(구 중공) 및 베트남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3자회담 제의를 지지
- 북한과의 사전 비공식 접촉을 통해 상호 비방치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한 간 우호적 분위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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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국 개황 등 일반 참고자료 작성
각국 제출 결의안 초안 검토

| 85-0744 |

IPU(국제의원연맹) 인권특위, 제13-26차,
1981-85. 전4권. V.1 제13차. Geneva(스위스)
1981.2.9-12
생산연도

1980~1985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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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54 / 10 / 1~235(235p)

1.	주제네바대사는 1980.8.8. 국제의원연맹(IPU) 사무총장이 한국 국회의원 인권 문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서한을 한국 국회에 발송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배경: 국제사면협회 및 국제법률가위원회 진정서에 의거,‘IPU 국회의원 인권 침해에 관한 특별위원회’
의
결정으로 자료 제출 요청

요청
내용

820

- 한국 국가보안법, 계엄법, 반공법 등 자료
- 예춘호 등 국회의원 5명의 체포 상황 및 조건, 공소 내용
- 여타 다수 국회의원의 체포 당시 상황 등
한국 측 답변서 및 자료 송부(1980.8.30.)

- 국회의원 5명에 관한 자료
- 여타 국회의원 중 의원직 상실자 제외, 당시 구속 중인 3인에 대한 상황 설명
- 요청 법률자료(영역본)

2.	IPU 사무차장은 1980.10.15. 및 12.18. 한국 국회의장 대리와 외무부장관 앞으로 각각 다음 내용의
서한을 발송함.
주요 내용

- 예춘호 등 3인의 군법회의 판결문 조속 제출, 현재의 구금 상태 통보
- 1981.12월 회의 시 동 건 비밀심의 여부, 마닐라 IPU 이사회 시 3인에 대한 결의안 채택 여부 결정
주제네바대사대리 회신(1981.1.17.)

- 관련 자료는 준비 중
- 이택돈 등 2인은 집행유예로 석방, 예춘호는 대법원 계류 중으로 확정판결 후 자료 송부 예정
주제네바대표부의 향후 전망

- 1981.2월 IPU 국회의원 인권특위에서 상기 자료에 근거 차기 이사회(1981.4월) 시 동 문제의 결의안
상정 여부 결정

3. 국제의원연맹(IPU) 이사회 시 한국 문제 거론 저지 교섭
교섭 대상

- IPU 인권위 위원 대상 개별 교섭
- IPU 사무총장 앞 서한 발송(1981.2.3.)

교섭 시 설명 요지

- 이택돈 및 김녹영은 기석방
- 예춘호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 대통령의 감형 조치로 8년으로 감형
- 상기 조치는 주권국의 정당한 사법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권특위에서 거론은 바람직하지 않음.

4. IPU 인권위 제13차 특위 개최 (1981.2.9.~12. 제네바)
특위 결정 사항

IPU 사무총장 반응

- 한국 관계 안건은 마닐라 이사회 시 회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 기간 중 인권특위가 재차 소집되
므로 요청한 자료 조속 제출 요망
외무부는 동 내용을 관련 공관 및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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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돈 등 2인 석방에 만족을 표시하고 양인의 인권 및 참정권 향유 여부 문의
- 예춘호의 구속 상황을 문의하고 추가 감형 조치를 고려할 것을 요망

IPU(국제의원연맹) 인권특위, 제13-26차,
1981-85. 전4권. V.2 제14-15차

| 85-0745 |

생산연도

1980~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4 / 11 / 1~154(154p)

1. 제14차 IPU 인권특위 (1981.4.20.~21. 마닐라)
이사회 대비 한국측 국보위 입법회의 서한(1981.4.6.) 사무국 측에 전달

- 이택돈 등 2인은 공민권 완전 향유, 참정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유예 만기 시까지 제한
- 예춘호는 수감 중이며, 수개월 전 8년으로 감형 조치하였으므로 추가 조치 언급은 시기상조

2. IPU 사무총장은 1981.5.20. 한국 국회사무총장 앞으로 다음 내용의 서한을 발송함.
822

IPU 인권특위(1981.6.29.~7.2.) 시 예춘호 등 3인 문제 재차 논의 예정

- 예춘호 사면 또는 추가감형 조치, 이택돈 등 2인 참정권 회복 여부 문의
- 동 문제 최종 해결을 위해 한국 국회 및 정부 당국과 계속 접촉 예정
국회사무총장은 1981.6.17. 회신을 통해, 예춘호의 추가 감형 조치는 다소 시간이 결릴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조치 시 즉시 통보 예정임을 설명함.

3. 인권위 안건 관련 외교 교섭 전개
주제네바대사는 1981.6.25. IPU 사무총장과 면담, 차기 특위 시 한국 관련 토의를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함.

- 여타 인권위원 소재국 대사관을 통해 인권위원 개별 접촉 활동 전개
- 한국 국회의원단은 IPU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협조 요청

4. 제15차 IPU 인권특위(1981.8.24.~27. 제네바) 결정 사항
한국의 전직 의원 문제를 1981.9월 제129차 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

- 단, 1981.6월 특위 시 논의 내용을 계속 주시
이와 관련, 주제네바대표부는 IPU가 한국의 정치발전에 유의, 한국 문제 개입을 피하고 한국의 자주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IPU(국제의원연맹) 인권특위, 제13-26차,
1981-85. 전4권. V.3 제16-1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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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차 IPU 인권특위 (1982.2.1.~4. 제네바)
IPU 사무총장은 1982.1.8. 한국 전직 국회의원 3인에 대한 추가 진전사항 문의 서한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송부함.

- 이와 관련, 인권위원 소재국 주재 공관들은 각 인권위원들과 접촉, 새로운 결정이 채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교섭 전개
국회사무총장은 1982.1.19. 다음 내용으로 회신함.

인권특위 결정 사항

- 3인에 대한 가능한 한 조속한 개선 조치와 제131차 이사회(1982.9월) 시까지 한국 측의 긍정적인 조치
기대
국회사무총장은 1982.3.5. 한국 정부의 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예춘호가 석방되었다는 내용의 서한을 IPU
측에 발송함.

2. 제17차 IPU 인권특위 (1982.4.13.~15. 나이지리아 라고스)
결정 사항

- 예춘호 사면 및 석방에 만족, 이택돈 등 2인의 유예기간 단축과 공민권 회복 희망

3. 제18차 IPU 인권특위 (1982.6.28.~7.1. 제네바)
결정 사항

- 이택돈 등 2인의 공민권 조속 회복 희망
- 예춘호 석방 시 부과된 집행유예 기간 및 시민권·공민권 향유조건 관련 자료 요청

4. 제19차 IPU 인권특위 (1982.9.15.~18. 로마)
결정 사항

- 차기 특위(1983.1월) 시 한국 관련 재차 토의 예정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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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성탄절 특사에 김대중 및 광주 사태 관련자 사면
- 국회 관계 당국의 노력과 통행금지 철폐 등의 조치를 감안할 때 3인의 인권문제도 조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

IPU(국제의원연맹) 인권특위, 제13-26차,
1981-85. 전4권. V.4 제20-2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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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차 인권특위 (1983.1.31.~2.3. 제네바)
한국 국회사무총장 서한 송부

- 관련 사항 설명과 한국 의원 인권문제에 관한 토의 종결 요청
특위 결정 내용

- 한국 대통령의 정치 규제자들에 대한 정치 행위 복권 약속 환영
- 제70차 IPU 서울 총회 이전 국회의원 3인 문제 종결 조치 희망
824

2. 제22차 인권특위 (1983.7.4.~7. 제네바)
결정 사항

- 한국이 1983.10월 서울 총회 이전 필요 조치 촉구 재천명
- IPU 사무총장은 한국 관계 당국과 접촉, 동 결과를 제23차 특위에 보고

3. 제23차 인권특위 (1983.10.5.~10. 서울)
국회사무총장의 IPU 앞 서한 발송(1983.8.16.)

- 이택돈 등 2인은 8.12.자 정부의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에 의해 참정권 완전 회복
- 예춘호는 적절한 시기에 해결 예상
결정 사항

- 이택돈 등 2인에 대한 토의 종결
- 예춘호에 대하여 차기 특위 시까지 해결 기대 표명

4. 제24차 인권특위 (1984.2.6.~9. 제네바)
국회사무총장의 IPU 앞 서한 발송(1984.2.3.)

- 한국 정부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정치발전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현안 문제의 진전에 기대감
표시
IPU 사무총장은 예춘호 문제의 조속한 해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특위결정문 통보(1984.2.16.)

5. 제26차 인권특위 (1985.2.4.~7. 제네바)
IPU 사무총장은 국회에 예춘호 문제에 대한 토의 종결을 통보하는 서한 송부(1985.2.13.)

A.I.(국제사면위원회) 대응 활동,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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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1.10. 유럽지역 등 관련 재외공관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활동 대응
지침을 송부하고 AI와의 접촉 강화 등 적극적인 활동 전개를 지시함.
지침 작성 목적

- 제5공화국 이후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을 감안, 능동적 자세로 전환하여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하고 한국의 인권 상황 개선 실태를 적극 홍보
AI 지정 양심수 대응 지침

2.	AI 측은 개별 수감자 및 보호 감호 처분자 사면, 석방, 구체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수시 요청한바, 외무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 외교 경로로 설명 대응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함.
3. AI 사무총장은 1985.8.14. 국무총리 앞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메모랜덤을 송부함.
경위

- 1984.10월 방한한 AI 사무국 관계관의 방한 결과를 기초로 한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AI 측의 관심 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록
구체 내용

- 한국 정부가 AI의 건의 사항 이행을 진지하게 고려 희망
- 양심수의 무조건 석방,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행사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중지
- 고문 및 잔혹행위 금지에 관한 유엔협약 가입 촉구, 피고인의 변호인 접촉허용 이행, 피고인의 공적
장소 이외 구금 불가 조치 등
-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관련 죄수들의 재판 과정 검토 및 결과 회보, 재판결과 공개 원칙 준수
- 모든 사형 판결 재심, 더 이상의 사형 집행 금지, 사형 제도 폐지 연구 등

4.	AI 대표단은 1985.11.26.~12.6. 방한한바, 방한 경위 및 주요 활동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
AI 측, 1985년 말경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상기 메모랜덤 토의 용의 표명

- 학원, 노동자 소요 관련 사건 재판과정의 참관을 위해 1985.10월경 전문가 파견
- 방한 희망일정: 외무부·법무부 관계관 면담, 민청련 등 사건 피고인 등 면담, 야당 및 재야 인권단체
접촉, 구속자 가혹행위 조사 등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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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로서 이들의 양심수 지정은 간첩 및 폭력범 불거론 원칙에 위배
- 한반도의 특수 상황하에서 공산주의자는 사회안전법에 따라 보호 감호 처분
-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인 선전 전략에 불과하며 이들의
석방은 현 단계에서 불고려

주요 활동 내용

- 민청련 사건 구속자 가족, 변호인, 김대중, 김영삼, 대한변협회장, 정부 관계자 등 면담
- 김대중 등 재야인사, 구속자 가족 및 변호인 접촉, 국내 인권문제 사실 여부 확인
- 대한 변협 등 인권단체 방문, 외무부 등 정부 관계자 면담 의견청취
- 사법부 독립성 및 관심 사건 재판 공정성 여부 조사
- 해외유학생 학원침투 간첩사건 등 공판 방청
외무부의 관찰
826

- 방한단은 한국의 인권 상황이 1984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는바, AI 인권 관계 연례보고서 및
유엔 등 국제 인권기구에서 여론을 오도할 소지가 큰 것으로 관찰

제18차 WACL(세계반공연맹) 및 제31차
APACL(아시아태평양반공연맹) 회의, 1985

| 85-074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5-55 / 4 / 1~40(40p)

1. 제18차 세계반공연맹(WACL) 총회 (1985.9.9.~12. 미국 달라스)
120개 회원국 및 단체의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반공 이론가, 언론인 등 476인 참가

- 주제: ‘세계 자유를 위한 반격’
- 한국은 한국반공연맹 사무총장(수석대표)외 대표단 참가
주요 협의 및 결정 사항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

- 공동선언문 중 한국이 제출한 국제 테러리즘 대응 내용 채택
- 한국대표의 원만한 총회 진행과 최근 한국의 한반도 평화 노력과 그에 병행한 반공활동 현황 설명
- 각국 대표 접촉 홍보활동 전개 및 홍보간행물 배포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개최 준비 상황,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등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등 설명

2. 제31차 아시아태평양반공연맹(APACL) 총회 (1985.9.3.~5. 통가 누쿠알로파)
32개 회원국 및 단체의 대표, 옵서버 등 약 90인 참가

- 주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자유와 번영의 관건이다’
- 한국은 한국반공연맹 사무총장 외 대표단 참가
주요 협의 및 결정 사항

- 공동선언문 채택
- 차기 총회 개최지로 1986년 하반기 일본 개최 잠정 합의
- 솔로몬제도 신규 회원 가입
-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실질적 방안 등 APACL의 활성화 방안 협의
- 소련의 태평양 연안 신생국에 대한 침투 경계 방안
한국대표단의 주요 활동

- 한국이 제출한 공산주의 위협 인식 및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응전 내용 채택
- 한국반공연맹 활동 보고
-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홍보 및 ‘북한 공산주의 집단의 대남 전략 특징’ 등 책자와 정부 홍보 간행물 배포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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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총회 개최 (1986.9월, 제네바)
- 세계청년자유연맹 신규 구성
- 동남아 등 신생국에의 국제 공산주의 세력 침투 대처 방안 협의
- 공동선언문 채택

ASOSAI(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 총회,
제3차. 동경, 1985.5.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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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5.5.13.~22.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ASOSAI) 총회 및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단을 임명하고 훈령함.
대표단: 황영시 감사원장 등 7명

- 외무부는 회의 대표단에 대해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등 방문국 정세 관련 사전 브리핑 실시
훈령

828

- 동 회의 참가로 회계감사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및 타국과의 우의 및 이해 증진 도모
- 동 기구 의장국으로서 총회 개회 연설, 이사회의 원만한 진행, 주요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도
적 역할 수행
- 아시아 대양주 국가의 동 기구에의 가입 권유, 동 기구의 확대 발전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도모, 역내
비동맹 및 미수교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노력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

- 총회 및 이사회 참석, 이사회 의장국 역할 수행, 감사원장(수석대표) 주최 리셉션 개최
- 제2차 ASOSAI 국제세미나 참석
- 일본 감찰원 방문 및 츠쿠바 국제박람회 참관 등

2.	황영시 감사원장 일행은 ASOSAI 총회 참석 후 5.22.~25. 대만을 방문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방문 목적

- 대만 감찰제도 연구 및 감찰원과의 유대 강화
방문 주요 활동

- 행정원장, 감찰원장 예방 및 브리핑 청취, 외교부장 예방
장경국 총통 예방 시 면담 내용

- 대만 측은 경제·문화·체육 등 양국 간 교류 확대 및 고위공직자 상호 방문 확대 희망
- 한국 측은 대만의 경제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감찰당국 간 관계 강화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
- 주대만대사관은 대만 측이 면담 시 한국의 대중국(구 중공) 접근과 관련, 의식적으로 정치 문제를 거론치
않은 것으로 평가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총회, 제11차.
Bangkok(태국) 1985.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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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 및 이사회(1985.12.8.~13. 태국 방콕) 참석 관련 내용임.
1. 정부 훈령
기본 사항

- 서울 총회(1983.10월) 성과 지속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활동 심화 및 후속사업 적극 추진
- 산하기구인 발전관리센터의 활동을 설명하고 공무원 대상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me 소개
세부 사항

2. 회의 결과(대표단 보고 내용)
한국(대표단: 중앙공무원 교육원장 등 4명) 포함 총 28개국 281인 참가
집행이사회 결과

- 각국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협력 활동 보고
- 제8차 아시아 상무관 연수 과정 등 EROPA 특별활동 보고
- 제12차 총회 및 집행이사회 개최 승인(1987.11월, 인도 뉴델리) 등
총회 결과

- EROPA 결속 강화를 위한 참가국 초청 강화 활동 보고
- 각국 고위인사 대상 감사문 채택, 1985년도 결산 및 1986년도 예산안 승인
- 국가발전에서의 공공 서비스의 공여 주제 학술회의 개최
성과 및 향후계획

- 한국 대표의 총회 및 이사회 의장직 주재로 한국 홍보에 기여
- 서울 총회(1983년) 성공적 수행과 한국의 경제, 사회, 행정적 발전상 인식 제고
- 향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 일반 행정 기능 수행기관과의 협력 증진 도모와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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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발전관리센터의 활동 실적과 장래 계획에 대한 이해 제고
- 회원국 간 결속 강화와 각국 EROPA센터 활동 강화 방안 협의

Ranke, Marian 세계올림픽 연합회(ANOC)
사무총장 방한, 1985.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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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올림픽연합회(ANOC) 랑케 사무총장이 1985.8.18.~23. 방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일정
대통령 예방,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체육부장관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올림픽 주경기장 시찰, ANOC 서울총회 준비사항 협의 및 후보지 시찰
ANOC 서울총회 실무협의 내용 잠정 원칙 합의문 서명 등
830

2. 주요 인사 면담 요지
한국 측: 남북 체육회담과 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88 서울올림픽 준비상황 설명, 동구권
국가들과의 체육교류 확대 희망

랑케
총장: 남북 체육회담 성과 기대, 폴란드와 단계적 체육교류 확대 희망, ANOC 총회(1986.4월. 서울)
중요성 설명

3. 방한 성과
랑케 사무총장의 대한국 인식 제고
남북 체육회담에 관한 한국의 기본 입장에 대한 이해 증진
폴란드와의 체육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ABU(아시아방송연맹) 총회, 제22차. 서울,
1985.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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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공보부는 1983.7.2.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ABU) 제22차 총회의 한국
유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이에 동의함.
개최 의의

- 총회 유치로 ABU 내 지도적 위치 공고화
- 총회 후 국제방송인 회의 개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방송계획 홍보

2.	1983.10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제20차 총회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유치가 확정됨.

3. 제22차 ABU 총회 개최(1985.10.29.~31. 서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개요

- 34개국 51개 기관 대표, 옵서버 등 국내외 215인 참가
- 각종 위원회, 이사회, 총회 등 회의 개최, 시내 관광 등 일정
회의 주요 결과

- 미국의 4개 방송사,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회원 가입 승인으로 회원은 총 46개국 72개 기관으로 확대
- 현 모하마드 의장이 당분간 회장직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부회장에 Subrata 인도네시아 대표를
선출
- 아시아비전 등 사업, 통신위성 문제, ABU 가요제 등 각종 사업, 주요 국제경기 중계 등 1985/86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86년 총회 이전에 사업계획을 채택키로 합의
외무부의 회의 결과 평가

- 국제 스포츠 행사 중 총회를 최초로 개최, 특히 미수교국인 중국, 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의 참가로
전세계 방송인에게 한국 이미지 고양 계기
- 한국방송공사의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주관 기관으로서의 신빙성 제고 기회
- 한국의 방송행정 및 방송기술 수준 과시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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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북한의 가입신청, 중국(구 중공) 등 공산권의 입국, 신변보장 등 문의 대응지침 사전 검토

De la Mata, Enrique LRCS(국제적십자사연맹)
총재 남북한 방문, 1985.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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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십자사연맹 총재 남북한 방문 사전 검토
주스페인대사는 1983.5.28. Mata 총재의 방북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한바, 외무부는 다음 내용으로 대응 지시함.

- 남북한 최고책임자 회담이 불가능한 현실 감안,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 우선재개를 희망하는
한국 측 의견 전달
- 남북대화 재개 노력 등 관련자료 제공
1983.7.13. 외무부는 Mata 총재 앞 남북이산가족 재회 실현을 위한 총재의 주선 요청을 희망하는 이범석 장관
832

명의 서한을 발송함.

총재의
북한 방문시기 등 상세사항 파악 노력(1983.7월~)

- 총재는 한반도 방문 시 판문점 경유 남북한 동시방문 희망의사 표명
- 북한 방문일자 파악
총재의 판문점 경유 방한문제 정부 내 협의 전개

- 법무부, 국방부, 통일원, 안기부 등 방한수락 입장
- 판문점 경유 방한 수락입장 동 총재에게 전달(1985.6.7.)
연맹 측은 북한이 판문점 경유 방한 반대 시 북경-홍콩 경유 방한 계획 언급 통보

2. 국제적십자사연맹 총재 남북한 방문
북한 방문(1985.6.10.~14.)

- 김일성을 예방하고 적십자활동, 남북대화 등 중점 논의
- 기타 북한 소재 병원 및 주요 시설 시찰
- 판문점을 경유한 방한 미실현
한국 방문(1985.6.16.~17.)

- Mata 총재 일행은 북한으로부터 홍콩 경유 방한
- 한국 측은 동 총재에게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1985.5.27.~30.)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해 브리핑
- 총재 측은 김일성 예방 시 북측은 한국에 대한 비난 발언은 없었으나 전쟁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고
하고, 필요시 국제적십자연맹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 간 접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
라고 언급
- 한적 총재와 최근 연맹 활동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차기 총회 시 총재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

LRCS(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제4차. Geneva
(스위스) 1985.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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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10.20.~24.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LRCS 제4차 총회에서 국제적십자사연맹 총재 및 부총재
선출과 관련하여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그리스 등 입후보 국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자국 후보에 대
한 지지를 요청함.
한국은 파키스탄의 부총재 입후보 지지 결정

2. 국제적십자사연맹 제4차 총회 (1985.10.20.~24. 제네바)

- 총재에 현직 Mata 총재 피선
- 벨리세, 예멘, 상투메 프린시페 등 6개국의 회원국 가입 신청 승인(총 137개 회원국)
- 아시아권 임원으로 부총재 2인(방글라데시, 시리아), 집행이사회 회원국 4개국 선출
- 차기 총회를 1986.10.17.~22. 개최하기로 결정
한적 대표단 주요 활동

- 한적 총재는 회의 발언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 진행 상황, 평양 방문, 남북 회담에 임하는 한적 입장
등을 표명
- 한적 총재는 Hay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예방
- 중국(구 중공) 등 각국 적십자사 지도급 인사와 접촉, 남북적십자회담 추진 현황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
- 일본 적십자 총재는 한적 총재의 일본 방문을 희망
북적 대표단 동정

- 한적의 연맹 이사회 회원국 선출 입후보 시에 대비한 견제 활동 전개
- 한적에 비교적 우호적 태도 견지
한적 대표단의 총평

- Mata 총재의 재임 등 새로운 집행부 개시로 향후 연맹 활동 활성화가 기대되나, Mata 총재의 재선에
적극 반대해 온 미국, 구주 등 선진 적십자사 포용 문제 등 과제 노출
- 남북적십자회담 진전에 대해 연맹 총재와 중국(구 중공) 등 각국 대표가 관심과 환영의 뜻을 표명

83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국 대표단: 김상협 한국적십자사 총재 외 3인
주요 토의 사항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 제34차.
Auckland(뉴질란드) 1985.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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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4.12.~21.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태평양지역 관광협회(PATA) 제34차 총회
참가 결과에 관한 대표단 보고 내용임.
1. 참가 목적 및 대표단
한국관광공사는 PATA 정부 정회원으로서 매년 연차 총회 참석,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 관광 발전을 도모
834

- 금번 총회 시 한국 관광 선전 및 판촉활동 전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홍보를 통해 한국의 인식
제고 도모
한국관광공사 사장 및 진흥본부장 참가

2. 대표단 주요 활동
총회, 이사회, 정부 정회원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각종 활동 전개

- 한국 hospitality suite 운영: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개최 홍보, 관광 문의 상담과 거래선 개척
- 프레스 오찬회 개최
- PATA Gold Award 콘테스트 참가
- 한국 관광 이미지 및 한국 주관행사 소개 3회 게재 등 한국 관광 광고 실시

3. 기대 효과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와 관광 정보 교환을 통한 최신 국제 관광정보 획득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능력 제고
국제기구에서의 한국 및 한국 관광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 격상과 발언권 강화 등
주도적 위치 확보에 기여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홍보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 여건 조성과 아울러 아시아 지역 회원국과
86
의 접촉 활동을 통해 86 아시안게임 참가국 극대화 추진과 관광객 유치 기반 확대 도모

주요
여행업체 인사와의 접촉으로 한국 관광 상품의 판매 의욕 고취 및 기존 판매 상품의 판매 확대로 외래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목표 조기 달성에 기여

IAPH(국제항만협회) 총회, 제14차. Hamburg
(독일) 198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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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5.4.~11. 독일 함부르크에서 제14차 국제항만협회 총회가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의 개요

- 75개 회원국, 약 550인 참가
- 주요 일정: 격년제 정기 총회, PORTEX 85 행사 개최
- 한국 대표단: 항만청장 외 항만협회, 하역협회 등 대표단
회의 주요 결과

한국 대표단 주요 활동

- 해운항만청장의 서울 총회 초청 연설
- 집행위 및 이사회 합동 회의 참가
- 한국 홍보영화 상영
- 서독 연방정부 주요 인사 예방

2. 해운항만청장은 IAPH 총회 참가 기회에 다음과 같이 네덜란드 및 프랑스를 방문함.
네덜란드(5.12.~14.)

- 교통성장관 및 로테르담 시장 면담, 양국 간 항만기술 협력 및 한국의 연수생 파견 협의
프랑스(5.15.~18.)

- 르와브르 항만청장 면담, 양국 간 기술협력 방안 협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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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항만청장이 제15차 국제항만협회 서울 총회 부총재로 피선
- 서울 총회 개최 기간을 1987.5.9.~16.으로 확정
- 제16차 총회 개최지는 5개 신청항 중 차기 서울 총회에서 결정
- 1986년 집행위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개최

한·이탈리아 국방부 간의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에 대한 의견 회보, 1985

| 85-075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조약과

MF번호

2015-55 / 13 / 1~140(140p)

1.	국방부는 1985.3.11. 외무부에 한국·이탈리아 간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계획을 통보하면서,
동 협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3.25. 동 건 관련, 검토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 각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부 간 협정의 형식보다는 양국 국방당국 간의 양해각서 형식을 취함이 바람
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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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정치 제도를 감안할 때 형식 면에 있어서 상위 레벨의 정부 간 방위체계 협력협정의 체결은
부적절한 면이 있음.
- 양국 국방 당국 간의 방위체계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동 각서 안은 보안성이 강한 전문 부서 간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각서의 발효, 개정, 종료 사항 등이 정부 간 조약에서의 국내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서명에
의한 발효 또는 종료 통고에 의한 종료를 규정하고 있음.

3.	Giuseppe Piovano 이탈리아 국방차관은 한국 국방부차관 초청으로 1985.3.28.~4.2. 방한,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한바, Piovano 차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방부 장관 및 차관 예방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예방, 국방부 조달본부 방문 및 육, 해, 공군총장 예방
판문점 및 제2 땅굴 시찰, 창원공단, 방산 업체 시찰

4. 한·이탈리아 실무회의가 1985.3월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이탈리아 공화국 국방부 간의 양해각서 체결

-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토록 건의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1985.5월중 한국 측이 먼저 원본 2부를
서명하여 이탈리아 측에 송부하면 이탈리아 측은 원본 2부를 서명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를 한국 측에
6월 중 송부하여 한국 측이 접수 시 발효됨.
제1차 공동위원회 회의 준비

- 기술 교류, 업체 간 생산협력 및 방산물자 교역 등 3개 분야별로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자료를 교환 후
구체적인 의제 결정
- 6월 중 상기 양해각서 체결 및 회의 준비가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1985년 말경에 개최 여부를 검토함.
기타 사항: 한국 측 기술 분야 관심품목 list를 이탈리아 측에 제시

| 85-0759 |

한·미국 국방부 간의 특별지도제작 활동의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각서 체결문제,
1985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5-55 / 14 / 1~16(16p)

1.	국방부는 1985.5.21. 외무부에 국방부 산하 육군 지도창장과 미 국방지도 제작국장 간에 ‘특별지도
제작활동의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5.23. 회신을 통해 상기 각서 안은 한·미 국방부 간 지도·차트 제작 및 측지측량 약정에
따른 특별지도 제작에 있어서 양국 국방부 간의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의 상호지원 사항에 관한

3. 한·미 지도협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지도협정의 연혁

- 구 협정: 1956.1.26. 서명 (육군 공병감과 미 극동 육군 및 미8군 공병부 간)
- 현행 협정: 1976.6.20. 서명 (국방부 합참정보국장과 미 국방부 국방지도제작국장 간)
- 제1차 개정: 1978.5.5. (합참 정보국장과 미 국방부 국방지도제작국장 간 서명)
협정의 목적

- 한국의 육도. 항공도. 해도 제작 및 측지측량 활동의 협조 및 생산품 교환
금번 특별지도 제작 각서의 목적

- 미국 국방지도 제작국의 책임 지역인 북한지역 지도의 수정에 관한 책임과 절차를 한·미 합동으로
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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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바, 국방부가 주관하여 동 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통보함.

영국·중공 간의 홍콩 반환협정 , 1984.12.19
서명 : 1985.5.27 발효

| 85-0760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1과/동북아2과

MF번호

2015-55 / 15 / 1~349(349p)

1.	외무부는 1984.9.20. 홍콩 장래 문제에 관한 영·중국(구 중공) 간 협정 초안 내용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영대사관 및 주홍콩총영사관에 지시함.
주영대사관은 9.26. 영국 외무성 홍콩국 부국장을 면담, 파악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838

- 1997년 이후에도 홍콩 특별행정 구역내의 모든 외국의 경제적 이익은 하등의 영향 없이 계속 보장될
것임.
- 외국공관 지위와 관련, 한국의 경우 중국의 미승인국으로서 비정부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
되며 북한은 수교국으로서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음.
주홍콩총영사관은 9.22. Margolis 홍콩정청의 정치고문 서리와 접촉, 동 협정에는 홍콩 내의 외국공관의
representation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로하고 있다고 파악 보고함.

-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홍콩 내의 총영사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은 semi-official representation을 유지할 수 있고
- 중국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들은 unofficial representation을 가질 수 있음.

2.	Spreckley 주한 영국대사는 1984.9.26.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 9.26. 홍콩협정이 가서명되었음을
통보하면서 협정 내용을 설명함.
3.	외무부는 1984.9.27. 홍콩 장래에 관한 영·중 협정이 가서명된 데 대해 당국자 논평을 발표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홍콩 장래에 관한 영·중 협정이 2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가서명되어 성공리에 타결된 것을 환영함.

한국은
홍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해관계국의 하나로서 홍콩의 계속적인 번영이 유지되기를
희망함.

4.	외무부는 1984.10.2. ‘홍콩 장래에 관한 협정 가조인’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정의 주요 골자

- 8개 조항의 공동선언문과 3개 부속문서 및 교환각서로 구성
외국 이익 보호

- 외국인 투자, 토지 소유 및 임대권 등 경제적 이익의 계속적인 보호
외국 공관의 지위

- 한국과 같은 미승인국의 경우 비정부기관 인정

평가 및 전망

- 동 협정은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1국 2체제’의 통일전략을 염두에 두고 홍콩을 고도의 자치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홍콩 내 한국 대표기관 지위는 비정부 기관으로서만 인정되므로 준정부기관 지위부여는 앞으로의
대중국 관계 개선에 달려 있는 과제임.

5.	외무부는 1984.12.21. ‘홍콩 장래 협정 정식 서명’ 제하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홍콩 장래에 관한 협정은 1984.12.18.~20. 중국을 방문한 대처 영국 수상과 조자양 중국 총리 간에 12.19. 정식
서명됨.

평가
및 전망

- 금번 협정 타결은 역사적 불평등 조약의 폐기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 강화와 아울러 중국 통일전략의
일환인 1국2체제를 주장한 등소평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
- 동 협정은 영·중 간의 당사국을 포함 미·일 등 이해관계국의 이익 보호도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정의 성
격을 띠고 있음.
- 동 협정은 1997년 이후 50년간 현행 자본주의 체제의 계속 유지와 미수교국을 포함한 외국 이익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년 이후 한국의 홍콩 내 경제적 이익은 계속 인정될 것으로 예상됨.

6. 1985.5.27. 홍콩반환협정 비준서 교환으로 동 협정이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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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음.

| 85-0761 |

한·일본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속약정. 1985.3.27 서울에서
각서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08호)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조약과

MF번호

2015-55 / 16 / 1~122(122p)

1.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1984.3.5.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면담, 최근 한국의 외자도입법 개정에 따른
한·일 조세협약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
지난 1970년 양국 간 조세협약 체결 후 양국은 교환공문을 교환하여 동 협약에 따라 면세되는 한국에서의
특별 장려조치는 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에 근거한 것임을 상호 양해함.

금번
한국 측은 외자도입법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동법 제15조, 24조의 내용이 변경됨.
일측으로서는 한국 측이 특별 장려조치의 근거 조항을 변경시키기 위한 새로운 공문 교환을 희망하고 있는지
840

여부를 알고자 함.

2.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4.6.30. 한국의 외자도입법 개정에 따른 한·일 조세협약의 시행과 관련, 공한
교환(안)을 외무부에 제시하여 온바, 7.2. 외무부는 동 공한에 대한 재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재무부는 12.29. 한일조세협약상 간주 외국 납부세액 공제 범위에 관하여 일본 측의 부속 공한 개정안에 대한 수
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함.

외무부는
1985.1.18. 재무부 수정안에 일부 자구를 수정한 외무부 안을 확정하여 일본 측과 협의할 예정임을
재무부에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재무부는
2.25. 외무부 안에 이의가 없음을 회보함.

3.	한국과 일본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부속 각서가 1985.3.27.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미카나기 기요히사 주한 일본대사 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

| 85-0762 |

한·쿠웨이트 간의 지정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협정, 1984.12.1 Kuwait
에서 서명 : 1985.12.1 발효(조약 871호)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5-55 / 17 / 1~256(256p)

1. 협정 체결 교섭 경위
쿠웨이트 측은 1981.2월 한·쿠웨이트 항공회담(1981.1월, 서울) 시 합의한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항공운수
면세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협정 초안을 송부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수정 제의

- 국내법상 국내 조달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국내법에 의한다는 규정 삽입을
주장
- 쿠웨이트 측 1983.3월 한국 측의 수정 제의를 수락

1983.12.1. 국무회의 심의
1984.12.1. 주쿠웨이트대사가 쿠웨이트 측과 협정 서명
1985.12.1. 협정 발효

- 헌법 절차에 의하여 비준되었음을 표시하는 외교문서 상호 교환

3. 협정의 주요 내용
의의

- 양국 지정항공사의 활동, 항공용품 및 고용인의 용역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로 양국 간 항공운수 협력
및 기타 경제적·인적 교류 증진에 기여
주요 내용

- 상호 조세 및 관세 면제
- 고용인 용역소득, 일정 항공용품 상호 면제
- 합동위원회 설치
- 발효 후 5년간 유효, 자동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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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 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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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763 |

한·일본 간의 ’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5.9.1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69호) V.1 교섭철, 1984-85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5-55 / 18 / 1~248(248p)

1. 엔차관 도입 촉진 교섭 경위
한·일 외무장관회담(1985.7.27. 동경) 시 일본의 OECF 경협차관 조속 사용 방안 협의

- 일측은 총 544억 엔 규모의 84 엔차관 pledge 제시
- 한국 측은 간접 외화비용의 개념 인정, 산업 부문 전대 차관, 상품 차관 등 대안 제시
차관 도입 교환각서 및 부속서한 문안 교섭

842

-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5.8월) 이전 동 각서 교환 시행 목표
- 각서 교환 후 조속 차관 도입 협정 체결

2. 교환각서 체결 절차
1984.12월 정기국회에서 공공 차관 도입계획안의 일부로 엔차관 도입에 대한 국회 동의
1985.9.18. 외무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 교환각서 체결

- 동 각서는 한·일 경협사업(총 40억 달러) 중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에서 도입하는 엔차관 18.5억 달러
중 3차년도 도입분에 관한 것임.
9.23. 교환각서 공포

3. 교환각서 주요 내용
의의

- 한국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실시에 따른 차관 도입
- 의료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사업, 교육 및 과학기술 기반조성 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의 실시로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
주요 내용

- 총 544억 엔 규모(약 2억 22백만 달러), 금리는 연 5%, 7년 거치 18년 분할 상환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의료·교육 시설 확충 사업 등 8개 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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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간의 ’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5.9.1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69호) V.2 체결철, 1985.8-9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5-56 / 1 / 1~244(244p)

1. 1984년 중 ’84년도 엔차관 도입 교섭 경위
1984.7월 한국 측의 입장을 일측에 제의

- 3차년도분(’84)은 단년도 관례적인 방식으로 추진
- 국회 동의를 감안, 공공 차관 동의안 국회 제출 이전에 실무자 간 합의(pledge) 희망
-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의료·교육시설 확충사업,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2억87백만 달러 도입
일측은 8.30. 한국 측 제시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한국 측은 9.19. 대상 사업 내용을 부분 보완한 경협 추진 개선 방안 제시

- 사업 규모 조정, 기술용역 사업과 병행 추진, 외자 명세 조정 등
- 외화분 산정 융통성 부여, 적격 조달국가 확대, 국내 업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 등
11.1.~2. 일본 정부 조사단 방한

- 한일 경협차관 추진 현황 평가, ’84년도 차관 추진 일정 및 조건 등 구체 협의
12.12. 한국 정부 수정안 제의

- 총 8개 사업으로 조정, 차관 금액 상향, 금리 인하, 양국 실무자 간 조속 협의 희망

2. 1985년 중 ’84년도 엔차관 도입 교섭 경위
1984.12.27. 일본 측 입장 전달

- 간접 외화 도입 등 한국 측 제안을 신중 검토 중이나 차관 금리(4.75%) 인상은 불가피
- 한국 측은 금리 인상은 양국 간 경협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한국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에 우려
표명
1985.1.22.~23. 도쿄에서 양국 실무자 간 협의 진행

- 한국 측은 차관 규모 550억 엔 이상을 공여하고 금리를 전년도 수준으로 하며, 차관액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 등을 요청
일측은 7.25. 엔차관 pledge를 공식 제의

- 총 8개 사업 544억 엔 공여, 금리 5.0%, 7년 거치 18년 상환, 조달 방식은 General Untied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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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업을 삭제 또는 축소 조정하고 대체 사업 제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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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네갈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84.7.12 서울에서 서명 : 1985.9.2 발효
(조약 870호)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56 / 2 / 1~217(217p)

1. 협정 체결 경위
1982.8.26. 한국 대통령의 세네갈 방문 시 양국 간 공동성명에서 협정체결 교섭 개시에 합의
양국이 협정문안 수차 교섭 후 1984.7.7. 최종 문안에 합의

- 세네갈 측은 7.9.~12. 세네갈 대통령 방한 기간 중 협정 서명 희망

2. 협정 체결 절차
844

1984.7.12. 서울에서 양국 외무부장관 간 서명

- 비준서 교환일 발효, 10년간 유효, 자동 연장
1985.9.2.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후 정식 비준서 교환

- 동 일자로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의의

- 한국민의 대세네갈 투자 및 한국 기업의 대세네갈 경제 진출 촉진
- 양국 간 경제협력 증대에 기여
협정 주요 내용

-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 전쟁 기타 긴급사태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투자 국유화 및 수용 시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
- 투자 수익의 자유로운 회수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협정, 1985.2.14 Bonn
에서 가서명 : 잠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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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75~1985

생 산 과

조약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5-56 / 3 / 1~385(385p)

1. 협정 교섭 경위
한국 정부는 1975.9월 독일 정부에 대해 민간항공의 해외항공망 확장 계획, 특히 대구주 노선 증설의 일환으로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

- 독일 측은 경제성 부족 이유로 협정 체결이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명
한국 측은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감안하여 화물편 증편 및 여객노선 개설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

2. 한·독 항공회담 개최 (1985.2.12.~14. 독일 본)
훈령

- 국제법과 관례 범위 내에서 가급적 협정문안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합의 시 가서명
- 단수 항공사 취항, 양국 내 제 지점 간 및 이원점, 사용기종 무제한, 최대 주 7회 운항
1985.2.14. 양국 간 합의 도달로 협정문안 가서명

- 주요 내용: 운수권 부여, 항공기 부품 등 면세, 지정항공사에 균등기회 부여, 지사 설치 허용, 항공운임
결정 방법, 분쟁 해결 방법 등
의의

- 협정 타결로 양국 간 항공분야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상무협정에 의한 임시운항을 정부 간 협정으로 제도화 및 영속화
- 구주 항공교통의 요충 지점에 대한 교두보 확보로 전 세계 항공망 구축에 기여

3. 항공협정 잠정 적용
동 협정 합의의사록에 의거, 협정 가서명일로부터 잠정 적용

- 잠정 적용도 국내법상 조약의 효력 발생에 준하는 절차 진행 필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절차 완료 후 1985.2.14. 외무부 고시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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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정으로 주 1회 화물편 운항(1980.5월)
- 서울-프랑크푸르트 간 여객 노선 개설(1984.6월)
- 독일 루프트한자 서울 취항 잠정 허용(1984.11월)

한·파키스탄 간의 사증면제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5.6.8 발효(조약 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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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5-56 / 4 / 1~141(141p)

1. 교섭 경위
한국 측은 1983.11.22. 한·파키스탄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협정 초안 제시
파키스탄 측은 1984.4.2. 한국 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자국 대통령 방한 기간 중 협정 체결을 제의
양측은 1985.4.17. 협정문안에 합의

2. 협정 체결 절차
846

1985.5.9. 서울에서 양국 외무부장관 간 서명
6.8. 협정 규정에 따라 정식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체결 의의

- 인적 교류 원활화로 양국 간 관계 강화에 기여
주요 내용

- 유효여권 소지자의 상대국에 3개월간 사증 없이 체류 (취업목적 및 3개월 이상은 제외)
- 사증 면제자의 상대국의 법령 준수 의무
- 공공정책을 이유로 협정 잠정 정지 가능
- 협정 서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효

한·몰디브 간의 문화협정, 1984.10.31 서울에서
서명 : 1985.8.15 발효(조약 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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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조약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5-56 / 5 / 1~182(182p)

1. 교섭 경위
몰디브 측은 1984.2월 자국 대통령의 10월 방한 시 문화협정 체결 희망 의사 표명
한국 측은 7월 협정문 초안 제시

- 몰디브 측은 8월 한국 안에 동의함을 통보

2. 협정 체결 절차

-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체결 의의

- 양국 간 최초의 협정
- 양국 간 문화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이해 증진
-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에 기여
주요 내용

-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증진
- 학위, 자격증명서 등 상호 인정을 위한 방법과 조건 검토
- 일방 체약국 내에서 타방 체약국 문화 기관 설치와 발전 촉진
- 교과서 등 출판물상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 상호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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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0.31. 서울에서 양국 외무부장관 간 서명
1985.8.15. 협정 공식 발효

한[외교안보연구원]·프랑스[국제행정학원] 간의
연수 약정 종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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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56 / 6 / 1~6(6p)

1. 배경
한국과 프랑스 간 1965.12.28. 체결된 문화 및 기술협력 협정에 의거, 1980.6월 외교안보연구원과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 간 연수 약정 체결

- 1980년부터 한국 공무원의 프랑스어 및 외교관 과정 이수

2. 주프랑스대사 건의
848

동 과정 연수생이 대부분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후진국 공무원으로 구성
교과 내용도 제3세계 문제에 치중, 한국 외무부 연수생이 수학하기에 부적합
연수기관을 변경, 6개월 어학 교육 후 프랑스 지방대학에서 1년간 석사과정 수학

3. 연수약정 종료 및 신규 연수과정 실시
연수약정 만료(1985.6월) 시 약정 종료
신규 연수과정 실시

- 프랑스에서 2년간 연수
- 최초 6개월간 또는 1년간 어학교육, 잔여 기간은 지방대학에서 석사과정 이수

한·아이티 간 어업협정 체결 교섭,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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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56 / 7 / 1~33(33p)

1. 아이티의 어업협정 체결 제의
주한 아이티대사는 1985.7.16. 외무부에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을 제의

- 한국 측은 아이티 측에 수산자원 현황, 수산 정책 및 희망 협력분야등 자료를 요청

2. 수산청 검토 의견
관할수역이 협소, 부존 수산자원도 빈약하여 동국 수역에의 진출 불고려
인접 도미니카공화국에 1984.8월 어업조사단을 파견 조사하였으나, 어장성 및 어업 여건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
한국과의 어업협력 희망분야 등 구체 자료를 제시할 경우 호의적 검토 가능

3. 한국 측 입장 통보
외무부 경제국장은 1985.7.22, 주한 아이티대사와 면담, 아이티 측이 어업협정 체결을 공식 제의할 경우 관계
부처와 검토, 회신 예정이라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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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정부 간 어업협정 체결은 실익이 없으나, 아이티가 자국의 수산자원의 상태, 대외 수산정책 및

한·키리바시 간의 어업협정 부속약정 연장, 1985

| 85-077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56 / 8 / 1~50(50p)

1. 한·키리바시 어업협력 경위
한·키리바시 양국 정부는 1979.10.14. 어업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으며, 한국 원양어업협회도 79/80
부속약정에 서명하고 이에 따라 한국 어선이 조업 실시

이후
매년 부속약정을 연장

- 1981년부터 3년간은 연장 회담 결렬로 한국 어선이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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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카리바시 어업회담 개최 (1985.11.11.~14. 서울)
한국 측은 한국원양어업협회장 외 5인, 키리바시 측은 자연자원개발성 장관 외 4인 참석
주요 협의 내용

- 부속약정 기간 연장
- 입어료 총액 및 지불방식 결정
- 입어조건, 허가어종과 수역 등
회담 주요 결과(85/86 부속약정 가서명)

- 약정기간 연장(85.12.12.~86.12.11. 1년간)
- 입어료 총액: 40만 달러
- 입어료 지불방식: 2회 균등분할 지불
- 입어 조건: 80척 허가장 발급, 초과 시 척당 5천 달러 추가 지불
- 참치와 새치류 및 부가어종 허가, 규제수역 및 12해리 영해 내 조업 금지
어업협정 과도어기에 대한 각서 교환

- 과도 기간: 1985.11.12.~12.11.
- 입어료: 3만 3,330 달러
- 효력 발생: 198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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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
간의 협정, 1985.1.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5.1.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07호)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조약과

MF번호

2015-56 / 9 / 1~174(174p)

1. 협정 교섭 경위
노르웨이 측의 다국간 섬유협정(MFA) III 가입(1984.7.1. 예정)에 따라 매년 체결하는 쿼터 협정을 장기간 협정으로
개정 필요

체결
교섭

- 1차 협상: 1984.3.12.~15. 노르웨이 오슬로
- 2차 협상: 6.27.~30. 서울, 가서명

주요 내용

- 협정 기간: 5년간(1985.1.1.~1989.12.31.)
- 품목 분류: 23품목(규제 12개, 감시 11개)
- 쿼터 품목 기초 수준: 섬유류 83년 수준, 비섬유류 84년 수준
- 연 증가율: 품목에 따라 0.3%~3.0%
- 융통성: 조상 및 이월 8% 이하, 전용 없음
- 수입급증 방지 조항: 폐지
- 혁제의류, 타이어, 도자기 등 비섬유류도 협정 대상에 포함
성과

- 쿼터 품목 증량 최대 실현,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 증가율 확보
- 전용 불인정 대신 품목 간 통합운영 확보로 유리한 결과 도출
- 감시품목 3개와 신발류 완전 자유화 확보, 비섬유류 연 증가율도 높은 수준(4~10%) 확보

3. 협정 발효
1985.1.1. 한국 측 제안 각서 전달에 노르웨이 측 회답 각서 접수로 동 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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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 주요 내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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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감비아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2.16 Banjul 에서 서명 : 발효(조약
859호)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56 / 10 / 1~227(227p)

1. 협정 체결 경위
감비아 측은 1984.8.30. 양국 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초안을 제시하고, 9.12.~17. 동국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서명 희망

한국
측은 9.7.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감비아 측에 통보하고 수정 희망사항을 제시

-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동 협정 조속 체결 동의
- 양측 문안 조정 및 국내 절차 등으로 금번 방한 시 서명 추진보다 조속 외교채널을 통해 교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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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 체결 절차
1984.9.16. 양측 협상 후 최종 문안 확정, 가서명
1985.2.16. 감비아 반줄에서 주감비아대사와 감비아 외상 간에 협정 서명 및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체결 의의

- 양국 간 경제·과학 및 기술 분야의 상호협력 확대 및 증진
-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강화에 이바지
주요 내용

- 양국 합작투자 등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증진
- 타방 체약국 내 임무 수행 시 그 국가의 당해 기구와 긴밀 협의
- 동 위원회 설치
- 서명일에 발효, 5년간 유효, 1년씩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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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간의 한국표준연구소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측정체계 향상에 관한 약정,
1985.3.25 및 4.30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5.4.30 발효(외무부고시 제109호)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조약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5-56 / 11 / 1~53(53p)

1. 약정 체결 경위
독일 측은 1985.3월 한·독 기술협력협정(1967.2.13.) 및 한국표준연구소 지원사업 약정(1979.11월)에 따른
한국과의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 한국표준연구소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 측정 체계 향상을 위한 약정
체결을 한국 측에 제의함.

2. 약정 주요 내용
사업 목적
독일 측 지원

- 단기 전문가 파견
- 한국 기술자(10인 이내) 기술훈련 실시
- 연구소에 도량형 실험실용 장비(109만 마르크 상당) 제공
한국 측 부담

- 한국 기술훈련생의 국외여행 경비
- 독일 측 파한 전문가 1인당 월 2,500마르크 지급

3. 각서 교환 및 발효
1985.3.25. 주한 독일대사는 약정 체결을 위한 각서 교환 제의
4.30. 외무부장관은 회답 각서 송부

- 동 일자로 약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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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의 공업표준 측정 능력 향상 도모

| 85-0775 |

한·독일 간의 한국과학기술대학 교원 훈련사
업에 관한 약정, 1985.11.3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13호)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5-56 / 12 / 1~96(96p)

1. 약정 체결 경위
1967.2.13. 한·독 양국 간 기술협력협정 체결
1984.4.22. 한·독 기술협력 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 체결
1984.11.21. 독일 측은 한국과학기술대학 교원훈련 사업 약정 체결을 제의

- 1985.6.25. 한국 측은 수정 대안 제시
- 8.7. 독일 측은 제안 각서로 약정 체결 제의
854

2. 약정 체결 절차
1985.8.7. 주한 독일대사는 약정 체결을 위한 각서 교환 제의
11.3. 한국 측은 외무부장관의 회답 각서 송부

- 동 일자로 발효

3. 약정 주요 내용
사업 내용

- 대덕 과학단지에 설치 예정인 한국과학기술대학(KIT) 3개 분야 교원 훈련 상호 협조
독일 측 부담

-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41만 마르크), 한국 훈련생 훈련, 전문가 파견 비용
한국 측 부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 지원, 도입 기자재 면세, 행정 지원 등
기타

- 사업 개시 2년 후(1987년) 사업 평가 실시
- 사업 시행청: 독일 기술협력청(GTZ) 및 한국 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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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간의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 확대 및
연장에 대한 추가약정, 1985.11.3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12호)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5-56 / 13 / 1~99(99p)

1. 약정 체결 경위
1967.2.13. 한·독일 간 기술협력 협정 체결
1978.9.1. 한·독일 간 한국 노동부에 대한 자문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
1981.5.27. 노동부에 대한 자문 지원 확대 및 연장에 관한 추가 약정 체결
1985.2.7. 독일 측은 동 약정의 재연장 제안

2. 각서 교환 및 발효

- 동 일자로 발효

3. 약정 주요 내용
한국 직업훈련 발전과 우수한 기능공 훈련을 위해 현장 훈련인‘dual training system’
을 도입, 이후 단기 직업
훈련을 2~3년 장기 훈련으로 대체

한국
노동부에 대한 자문 지원을 1986.12.31.까지 연장
독일 정부는 자문관 파견과 20만 마르크 상당의 부품 및 자료 제공
한국 정부는 독일 측 자문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 자문관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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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7. 독일 측은 약정 체결 각서 교환 제의
11.3. 한국 측은 독일 측에 외무부장관의 회답 각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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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이티 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1984.7.26 서울에서 서명 :
1985.3.13 발효(조약 858호)
생산연도

1970~1985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문화협력과

MF번호

2015-56 / 14 / 1~256(256p)

1. 협정 체결 경위
1970.12월 한국 측은 아이티에 문화협정 체결 제의
1973.4월 아이티 측은 대안(프랑스어본) 제시

- 6월 한국 측은 영어본 대안 제시 요청
1984.3월 아이티 측은 경제, 기술, 문화 및 과학 협력 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협정안 제시

- 7월 아이티 외상 방한 시 협정 서명 희망
856

2. 협정 주요 내용
체결 의의

- 양국 간 경제, 기술, 문화 및 과학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양국 간 유대 관계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 내용(전문 및 본문 12개조)

- 양국은 경제개발, 문화교류, 기술훈련 및 과학연구 분야에서 협력
- 양국 간 과학, 기술 및 문화협력 형태 규정
- 본 협정의 활동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국 국민에게 적절한 편의 제공
- 양국 간 혼성협력위원회 구성
- 비준서 교환일 발효, 5년간 유효(1년씩 자동연장)

3. 협정 서명 및 발효
1984.7.26. 서울에서 양국 외무장관 간에 서명
1985.3.13. 양국 간 비준서 교환으로 발효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과 주한 아이티대사 간 비준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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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5.12.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2호) V.1 1차 교섭
생산연도

1977~1985

생 산 과

조약과/동북아1과

MF번호

2015-56 / 15 / 1~367(367p)

1. 협정 체결 교섭 경위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준비(1977.1월)

- 80년대 공업 입국을 위한 일본 측과 대등한 협력 체제 구축 목적
한국 대통령 방일 시(1984.9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본격 교섭 준비

2. 제1차 협정 체결 교섭 (1984.12.18.~19. 일본 도쿄)
훈령

교섭 결과

- 양국 대통령 간 동 협정 교섭 개시 합의 내용을 재확인
- 협정 전문, 본문 8개조, 부속서 중 일부 잠정 합의
- 차기 회담을 1985년 상반기 재개 합의
성과

- 협정 문안 중 본문 6개 조항 잠정 합의
- 산업기술 협력 필요성 상호 인식, 단, 협력의 방법과 장소 상이
- 가능한 한 조기 타결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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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간 향후 실질협력 관계의 기본 모형으로 동 협정 체결 추진
- 산업기술 교류를 통한 민간 분야 간 협력 관계 도입
- 일본 측의 소극적 입장 표명 시, 장기적 견지에서 교섭 지속으로 동 협정 체결 노력
- 양측 간 미합의 시 제2차 회담을 1985년 상반기 서울 개최 제의

| 85-0779 |

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5.12.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2호) V.2 2차 교섭
생산연도

1977~1985

생 산 과

조약과/동북아1과

MF번호

2015-57 / 1 / 1~392(392p)

1. 협정 체결 교섭 사전준비
정부는 1985.5~7월 제1차 회담 성과 평가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2차 회담 대응 방안에 대해 수시 협의회
개최

2. 제2차 협정 체결 교섭 (1985.8.9.~10. 서울)
의의
858

- 한·일 양국 간 호혜협력 확대의 상징적 사업
- 한·일 간 무역 불균형의 장기적 개선 및 전반적 기술협력 확대 계기 마련
훈령

- 기본 지침: 금번 교섭 시 원칙 타결,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담(1985.8.29.~30. 서울)에서 가서명 추진
- 협력 분야: 과학 및 기술협력 분야에 산업기술 포함
- 협력 주체: 민간 간 협력 확대 장려 선언 규정 포함
- 협력 형태: 시행 약정에서 규정, 구체협력 실현 시 내실 있는 협력 노력
주요 교섭결과

- 본 협정을 최소한 제13차 각료회담 시 가서명하기로 원칙 합의
- 한국 측 안의 1조 2항(협력 분야 중 산업개발의 기초적 기술 포함)과 1조 3항(민간 간 협력 장려)을 제외한
여타 조항에 대해서는 원칙 합의, 또는 가능한 선까지 의견 접근
- 협정 체결을 위해 외교 경로를 통해 계속 협의하며, 필요시 13차 각료회담 전 도쿄에서 3차 교섭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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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5.12.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2호) V.3 3차 교섭 및 체결
생산연도

1977~1985

생 산 과

조약과/동북아1과

MF번호

2015-57 / 2 / 1~304(304p)

1. 제3차 협정 체결 교섭 (1985.8.26.~27. 일본 도쿄)
주요 교섭결과

- 1조 3항(민간 간 협력 장려 조항)을 제외하고 여타 문안 합의
- 동 조항을 본문 대신 협정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 사실상 타결
- 대표단은 한·일 각료회담 시 가서명 가능 전망
최종문안 확정 및 가서명 (1985.8.30. 서울)

주요 내용

-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 정부 간 협력 촉진
- 과학, 기술 정보 및 자료와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
- 협정의 이행 현황 검토를 위한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설치
- 협정상 특정 협력 사업에 관한 시행 약정 체결 가능
- 서명일에 효력 발생, 2년간 유효, 2년간 자동연장
기대 효과

- 양국 간 호혜협력 정신 증진과 기존 우호관계 강화에 기여
- 향후 민간 간 산업기술 협력 확대 계기
- 대일 무역역조 시정에 기여

2. 정식 서명과 발효 (1985.12.20. 서울)
외무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 서명, 동 일자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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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한·일 각료회담 시 양국 외무부 아주국장 간 가서명
- 조속한 시일 내 서명 노력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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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몰디브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4.10.31 서울에서 서명 : 1985.9.14 발효
(조약 866호)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57 / 3 / 1~209(209p)

1. 교섭 경위
몰디브 측, 협정 체결 제의 및 문안 제시(1984.8.16.)

- 한국 측, 대안 제시(1984.9.22.)
문안 합의(1984.10.11.)

2. 협정 주요 내용 및 의의
860

주요 내용(전문 및 본문 8개조)

- 양국 간 경제, 기술협력 강화
-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한 양국 합동위원회 설치
- 본 협정상 주요 사업 수행을 위한 보충약정 체결 가능
- 양국 헌법상 절차 완료 상호 통고 시 발효, 5년간 유효하며 1년씩 자동 연장
체결 의의

- 양국 간 체결된 최초 협정으로서의 의의
-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증진과 양국 문화교류 촉진
-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이바지
추진 일정

- 몰디브 대통령 방한(1984.10월) 시 서명 추진

3. 협정 서명 및 발효
양국 외무부장관 간 서명(1984.10.31. 서울)
국내절차 완료 통고 30일 후 발효(1985.9.14.)

| 85-0782 |

한·필리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3.2.3 Manila 에서 서명 : 1985.6.2 발효
(조약 863호)
생산연도

1975~1985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57 / 4 / 1~344(344p)

1. 추진 경위
1975.2.21. 외무부장관의 필리핀 방문 시 양국 외무부장관 간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에 착수키로 합의

한국
측은 1975.4월 협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측 간 협력 분야에 관한 이견으로 체결 지연
1977.6월 한·필리핀 통상장관 회담시 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한 후, 외교 경로를 통해 계속 협의 진행
1981.6월 대통령의 필리핀 공식 방문 시 협정 조기 체결에 합의
1982.7월 양측이 협정 문안에 합의

체결 의의

- 양국 간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양국 간 유대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 골자

- 부속서에 열거된 분야 포함 제반 분야에서의 경제 및 기술협력 강화 (조선, 어업 및 임업 개발, 농업 생산,
건설 개발, 합판 제조, 지역 및 농촌 개발 등 11개 분야)
-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 교류
- 기술 및 경제 정보 교환
- 기술장비 지원 및 공동 세미나 개최
- 본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협의
-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

3. 협정 서명 및 발효
1983.2.3. 마닐라에서 주필리핀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문에 서명
1985.6.13. 마닐라에서 주필리핀대사가 필리핀 측과 비준서 교환

- 동 일자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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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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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포르투갈 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4.6.16 서울에서 서명 : 1985.1.9
발효(조약 제856호)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5-57 / 5 / 1~126(126p)

1. 체결 경위
1984.6.1. 포르투갈 측은 양국 간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제의
1984.6.7. 양국은 협정 문안에 합의

2. 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의의
862

- 한국 기업의 포르투갈에 대한 진출 확대
- 기술 교류 및 교역 증대
- 전자, 선박 수리, 봉제 분야에서의 합작 투자 증대
주요 내용(전문 및 본문 7개조)

- 양국의 경제 단체 및 기업 간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 발전을 장려
- 본 협정 거래에 대한 지불은 미 달러나 상호 수락 가능한 태환성 통화 사용
- 본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일방의 요청에 양국 교대로 회의 개최
-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 시 발효, 2년간 유효, 그 후 매년 연장 가능

3. 서명 및 발효
양국 외무장관 간에 서명(1984.6.16. 서울)
국내 절차 완료 통고, 발효(19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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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웨덴 간의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1985.1.22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57호)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57 / 6 / 1~216(216p)

1. 체결 경위
1983.12.30. 스웨덴 측이 협정 초안 제시
1984.7.6. 및 11.27. 한국 측이 1차 및 2차 수정안 각각 제시
12.22. 양측이 문안 합의

2. 협정 주요 내용
체결 의의

주요 내용

- 양국 간 경제, 산업, 기술 및 과학 협력을 장려, 증진
- 과학 및 기술 제반 분야에서의 정보, 연수생 및 전문가 교류 촉진
- 양국 간 협력의 형태, 형식 및 조건은 관계기관, 협회, 기업 및 기타 당사자 간 합의
-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합동위원회 설치
- 서명일에 발효, 일방 당사국의 종료 의사 없는 한 무기한 유효

3. 서명 및 발효
양국은 스웨덴 외상의 방한(1985.1월)을 계기로 협정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
외무부장관과 스웨덴 외상 간에 서명(1985.1.22. 서울)

- 동 일자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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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 경제, 산업, 기술 및 과학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증진
- 양국 간 유대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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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6.11 서울에서 서명 : 1985.8.27 발효
(조약 867호)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5-57 / 7 / 1~277(277p)

1. 체결 경위
1984.1월 태국 부수상의 방한 기간 중 태국 측은 부총리 및 외무부장관 면담 시 양국 간 과학기술 협정 체결을
제의
1984.4월 태국 과학기술에너지성 장관 방한 시 양국은 협정의 조속 체결에 합의
한국 측은 1984.6월 및 1985.5월 2차에 걸쳐 관계부처 의견 취합 후 한국 측 대안을 제시
1985.6.5. 양측 간 최종 문안 합의
864

2. 협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전문 및 본문 10개조)

- 양국의 과학 및 기술역량 강화와 양국의 과학 및 기술 사회 간 관계 확충이 목적
- 양국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기관 및 회사 간 직접 접촉과 협력 촉진
- 협력은 농업, 공업, 에너지, 환경, 천연자원 및 기타 합의하는 분야
- 협력 활동은 상호 국내법 및 가용자금에 따라 시행
- 양국 간 법적 절차 완료 상호 통고 시 발효
- 유효기간 5년, 이후 5년간 자동갱신
체결 의의

- 양국 간 과학 및 기술협력 증진
-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 강화에 이바지

3. 서명 및 발효
1985.6.11. 서울에서 양국 외무장관 간에 협정문 서명
8.27. 양국이 국내 절차 완료 통고

- 동 일자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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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5.6.14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64호) V.1 교섭철
생산연도

1972~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조약과/서구1과

MF번호

2015-57 / 8 / 1~415(415p)

1. 협정 체결 경위
1972.2월 영국 외무성은 외상 방한 시 양국 간 과학기술 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1973.1.30. 영국 측 초안을 제시
한국 측은 1973.7.13. 영국 측의 일방적인 기술원조 규정 대신 호혜 원칙에 입각한 쌍무적 성격의 협력 원칙을
규정한 대안을 제시

영국
측은 1976.10.19. 한국 측의 전문가 면세조치 제안 등이 영국 국내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동의
가 불가능하다고 통보

영국
측은 1983.10월 한·영 경제협의회 계기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한국 측은 협정 내용을

2. 협정상 주요 쟁점
협정의 형식: 영국은 일방적, 편무적 원조 협정을, 한국은 상호 호혜적인 일반 과학기술협정을 희망
협정의 명칭: 영국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한국은 Agreement를 희망

3. 한·영 기술협력에 의한 사업 연장 약정
사업 추진 경위

- 기존 농업기계 시험연구 사업이 1976.12월 종료됨에 따라 제주도 축산전업 시범농가 육성, 농기계
연구, 메탄가스 연구 등 향후 3년간(1977~79년) 추진될 3개 사업을 위한 기술협력 필요
약정 체결 필요성

- 공식적 합의문서가 없어 사업 예산 획득, 연구 기자재 통관 및 전문가 대우 등 사업 추진상 애로 발생
외교 채널을 통한 약정 체결 교섭

- 영국 측은 1977.8월 각서교환 형식의 약정안 제시
- 한국 측은 1978.1월 수정안 제시
약정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사업, 영국의 지원 및 비용 부담 내용, 한국의 지원 및 비용 부담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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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수정한 신협정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 85-0787 |

한·영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5.6.14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64호) V.2 체결철
생산연도

1972~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조약과/서구1과

MF번호

2015-57 / 9 / 1~246(246p)

1. 후속 교섭 추진
영국 측은 1984.12월 제5차 한·영 경제협의회 시 한국 측 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 응용과학 분야의 협력만 규정, 순수과학 분야 미포함
- 인적 교류 목적을 방문 및 연구여행으로 한정
- 정부 차원 협력보다는 민간 간 협력 장려
- 공동위원회 명칭을 혼성위원회로 변경, 위원회 권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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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은 1985.3월 응용과학 분야에 한정하는 것은 통상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제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수정 대안을 제시

영국
측은 1985.5월 한국 측의 수정안을 수락하고, 6월 영국 상무성 장관의 방한 시 협정서명을 제의

2. 협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전문 및 본문 9개조)

-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은 과학·기술정보와 자료 교환, 전문 대표단·과학자·훈련생 등 과학기술
인원의 교류, 과학기술 세미나와 회합의 형태로 진행
- 혼성위원회 설치
- 협정의 시행에 수반되는 재정상의 약정은 합의되는 협력계획 등에서 별도로 결정
- 서명일에 발효, 3년간 유효, 이후 1년간씩 연장
체결 의의

-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국 간 유대 강화와 과학기술의 상호 발전에 기여

3. 서명 절차
1985.6.14. 서울에서 외무부장관과 영국 통상산업성 장관 간에 서명

- 동 일자로 발효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문의 및 회신,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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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5-58 / 1 / 1~170(170p)

1.	내무부는 1982.12.22.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의 보안 및 범죄 단속과 관련, 외교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색 및 동인의 휴대 수하물에 대한 개봉 및 검열 가능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해 온바, 외무부가 회신한
법률적 의견은 다음과 같음.
외교관이 소지한 개인 수하물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색으로
부터 면제를 향유하나, 동 조항상의 예외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국 외교관 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색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검색과정이나 첩보를 통하여 항공보안 위해물품 또는 한국법령 위반물품이 개인 수하물에 들어
있다고 추정할 근거가 있을 경우 동인의 입회하에 개봉할 수 있음.

외교관
가족의 경우에도 동 협약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교관과 동일하게 개인적 수하물에 대한 검색으로
부터 면제를 향유함.

외교관이
검색을 불응할 경우 혐의가 있는 수하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주한 브라질대사관은 1985.10.14. 한국 국민에 의한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교관을 상대로 한 고용 관련
소송의 처리에 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해 온바, 이와 관련한 외무부의 의견 문의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외교특권을 향유하는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을 상대로 하는 고용 관련 분쟁은‘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정신에 따라 한국의 민사 및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

공관과
외교사절의 주거 및 문서는 불가침이므로 당해 외교사절이 스스로 그 특권과 면제를 포기하지 아니
하는 한 한국의 조사와 재판 및 집행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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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이 공관의 공적 사용을 위한 물품이나 외교관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물품이 아닌 경우 및 수하물이
접수국의 국내법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검역 규정에 규율을 받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ICM(정부간이민위원회) 옵저버 가입, 198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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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15-58 / 2 / 1~290(290p)

1.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1984.1.11. ICM(정부 간 이민위원회)의 James Carlin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의 ICM 가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접수하고 한국의 가입 또는 옵서버 참가를 검토해 줄 것을
본부에 건의함.
정회원 가입 시 연 2만 달러의 분담금을 지불

2.	외무부는 1985.1.24. 재무부, 과기처 및 해외협력위원회 등에 대해 ICM이 29개국의 회원국과 16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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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로 구성되어 정부 간의 계획적인 이민주선, 난민정착 추진 및 송출, 이민 또는 인적자원 교류를
통한 기술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 설명하고 동 기구 가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3.	외무부는 1985.9월 다음과 같은 가입 시의 기대효과를 고려, 우선 옵서버 가입 후 정회원 가입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부처 입장을 수립함.
이민 관계법, 국제이민협정 등 정보 입수 가능
이민송출 대상지역, 송출 형태, 송출 대상자 다변화에 기여
한국의 발전에 필요한 외국 고급 전문가 유치 가능
이민 및 개발 문제 관련사항 협조 가능

4.	주제네바대사는 1985.10.16. 본부의 지시에 따라 ICM 옵서버 가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CM 사무국에
공식 제출한바, ICM 측은 한국의 옵서버 가입신청을 환영하면서 ICM 규약에 따라 11.20.~21. 개최되는
제52차 Council 회의에 동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함.
5.	외무부는 1985.11.15.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ICM 이사회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동 이사회에 참석, 한국의 옵서버 가입이 의결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6.	주제네바대사는 1985.11.20. 제52차 ICM 총회에 참석하여 옵서버 가입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동
총회는 한국의 ICM 옵서버 가입 신청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한국의 가입 결정 이후 네덜란드, 미국, 콜롬비아 대표가 환영 발언을 함.
주제네바대사는 한국에 옵서버 자격을 부여토록 결정한 전 회원국과 한국 가입 환영 발언을 해 준 대표들에
게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ICM 사업 참여 용의를 표명함.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V.1 19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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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0~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5-58 / 3 / 1~362(362p)

1.	주덴마크대사는 1980.7.17. 당시 코펜하겐에서 개최 중인 유엔 세계 여성회의에서 51개국이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협약’ 에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서명한 국가 총수는 62개국이며 그 중 쿠바,
가이아나, 동독 및 스웨덴이 동 협정을 비준하였다고 보고함.
2.	주유엔대사는 1981.6.26. 유엔사무국이 동 협약 서명국으로서 비준하지 않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송부해 왔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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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상실에 있어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법 2조는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하고
9조는 남편 중심의 가족단일국적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협약 서명, 비준 시 동 조항의 대한국 적용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4.	외무부는 1983.3.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서명 및 비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음.
김경원 주유엔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약에 서명함.
상기 서명 시 협약 제9조 1항 및 2항에 대하여 유보함.
서명 후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함.
국내절차 완료 후 외무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협약이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일자(비준서 기탁 후 30일째)에‘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공포함.

5.	주유엔대사는 1983.5.25.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서명 시 유보 및 성명에 관한 정부
선언을 대사 명의 공한을 통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함.
한국은 89번째 서명국이며 협약의 비준(가입)국은 49개국임.

6.	동아일보는 1983.5.26.‘여성차별 철폐 유엔협약 서명’ 제하 다음과 같이 보도함.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가 서명한 협약 내용과 상충되는 민법, 가족법, 국적법 등 관련 조항은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될 것이나 입법 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준 시 추가로 유보를 적용,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외무부는 1983.2월 장관의 결재를 받아 ‘여성차별 철폐협약’ 서명을 추진하되 동 협약 9조가 국적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V.2 1984.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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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0~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5-58 / 4 / 1~272(272p)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1984.1.30.‘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바,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협약 채택 경위
1979.12.18. 제34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
1980.3.1. 서명에 개방
870

1981.9.3. 발효

2. 당사국 현황 및 특징
당사국 수: 1983.12.31. 현재 53개국(서명국 수 90개국)
남북한 가입 여부

- 한국은 1983.5.25. 서명 후 미비준 상태, 북한은 미서명
특징

- 중·소·동구권 등 공산권과 중남미 국가는 대부분 서명, 비준
- 미, 일, 영, 독, 이태리, 스페인, 베네룩스 3국 등 선진국들은 서명 후 미비준 상태

3. 협약의 내용
협약 제2조 규정에 의거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 규칙, 관습, 관행을 수정하기 위한 입법조치 의무
협약 제18조에 의거 협약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국에 대해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

4. 각국의 주요 유보 내용
제9조 1항(처의 국적 취득 상실) 및 2항(자의 국적 취득 상실): 한국, 프랑스
동조 2항: 이집트, 요르단
제15조 2, 3항(민사 문제에서 평등 및 여성의 법적 능력 제한하는 계약 무효): 프랑스

5. 비준에 따른 문제점
국적법 관계 협약 9조를 유보할 경우 여타 협약조항은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음.
협약 비준 또는 비준 후 최초 보고서 제출 시한(1년) 전에 국내법 개정 필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V.3 1984.9월-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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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0~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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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4.9.7. 한국 정부가 1983.5.25. 국적의 취득, 변경 및 유지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한
협약 제9조를 유보하고 서명을 한 후 비준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 조항을 추가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동 안건을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함.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한 협약 제16조 1항 중 4개 세항(c항, d항, f항, g항)은 부계 혈통
주의에 입각한 한국 민법 중 친족 상속편 및 섭외 사법의 일부 조항과 저촉되며 동 관련 국내법 조항의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이러한
이유로 1984.8.30.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상기 4개 세항을 유보하기로 결정

비준 동의안 제출, 유엔 사무총장에 외무부장관 명의 비준서 기탁, 비준서 기탁 시 동 협약의 제16조
1항 중 4개 세항(c, d, f, g)에 대한 추가 유보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 재가를 받음.
3. ‘여성차별 철폐협약’ 국회 외무위 심의 경과 및 본회의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음.
1983.5.25. 협약 서명. 9조 유보
1984.6.7. 비준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1984.9.19. 국무회의 비준안 의결
1984.9.27. 비준에 대한 대통령 재가
1984.9.28. 국회에 비준 동의안 제출
1984.12.3. 국회 외무위 심의 시작
1984.12.10. 국회 외무위 반대 없이 정부 원안대로 표결 통과
1984.12.18. 정기국회 본회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4.	외무부는 1984.12.28. 상기 협약의 비준서를 12.27.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음을 전 재외공관장에게
통보하고 1985.1.26. 발효하게 될 동 협약문을 송부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는 1984.9.22. 국무회의 심의(84.9.19.)를 거친 ‘여성차별 철폐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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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CCC협약]
한국가입, 198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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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 무부는 1977.3.29. 외무부, 상공부, 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해, 1956.5월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협약을 제정, 운영한 바 있으나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주관으로 상기 협약을 확대보완, 개정한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협약’이 1972.2월 제정되어 1975.12월 발효,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동
협약에 1973년 비준 조건부로 서명한 바 있다면서 가입추진 관련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77.4.18. 재무부 관세국에 컨테이너 통관협약의 비준에 관한 의견 문의에 대하여 특별한
872

의견이 없다고 통보하고 1981.10.16. 가입 절차를 취하기 전 법제처에 동 협약의 국내법과의 저촉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11.4.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 옴.
동 협약은 컨테이너의 사용을 촉진시켜 국제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약임.
그 중 일시 면세 수입된 컨테이너를 내국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9조는 관세법 제135조
규정에 저촉되므로‘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으로서 헌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3.	재무부는 1982.2.4. 상기 관세 관련 국제협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에의 가입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외무부에 공한으로 협조 요청함.
4.	외무부는 1984.9.28. 제40회 국무회의 심의(9.19.)를 거친 동 협약의 비준 및 공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외무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동 협약 제19조 2항에 따라 동 협약이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때(비준서 기탁일 6개월 후)에‘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공포함.

5.	외 무부는 1984.10.24.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협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비준서를
주유엔대표부를 통하여 10.19.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동 협약이 1985.4.19. 한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됨을 재무부에 통보함.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한국가입,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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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78.5.25. IMCO가 ILO와 공동으로 6.14.~7.7. 런던에서 개최하는‘선원교육 및 검정에
관한 국제회의’에 한표욱 주영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임명, 파견하기로 결정함.
2.	주영대사관은 1978.7.24. 선원훈련, 검증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 채택을 위한 IMCO 국제회의
참가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동 회의의 최대 논쟁점은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상오염 방지를 위하여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선원 등
개도국들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기를 원함.

3.	외무부는 1979.4.24. 해운항만청에 대해 상기 국제협약이 1978.12.1.~1979.11.30.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동 협약에 대한 서명(및 비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4.	외무부는 1983.12.27. ‘1978년 선원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협약’에의 가입을 검토
하고 있다면서 동 협약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내법에 대한 특례규정 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등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선원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함.

5.	해운항만청은 1984.10.19. 상기 협약이 1984.4.28. 발효되었으며 동 협약 수락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국내법 수용을 위하여 선원법을 8.7. 개정하였고 선박직원법은 1983.12.31. 개정 완료하였다
면서 동 협약이 조속히 수락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6.	외무부는 1984.10.22. 해운항만청에서 선원법을 개정하여 국내법에 동 협약을 일괄 수용하였음을
통보해 왔다면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11.20.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가입을 위한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외무부는 1985.3.21.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4.4.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동 협약은 7.4. 발효되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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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박 운항 종사자들의 최저 자격요건을 강제화하겠다는 것인바, 선진국들은 동 협약 시행에 앞장선 반면

UNIDO(UN공업개발기구) 헌장 한국 가입,
19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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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7.1.1. 유엔 총회 직속기구로 설립된 유엔공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전문기구로 승격키로 결정하고 1979.4.8. 신헌장을 채택함.
2.	외무부는 1979.12.5. UNIDO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동 헌장 가입에 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1980.6.27.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 옴.
동 헌장이 헌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에 해당되며 동 헌장 제15조의 분담금 역시
874

헌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단됨.

3.	외무부는 1980.7.14. ‘유엔공업개발기구 헌장’ 비준 건을 국무회의 심의에 상정하고 9.24. 외무부
장관 명의 전권위임장을 주유엔대사에게 송부하였으며, 주유엔대사는 10.7. 유엔 사무차장실에서
UNIDO 헌장에 서명함.
4.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12.5. UNIDO 헌장 비준 동의안에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주유엔대사는
12.30. UNIDO 헌장에 대한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
5.	외무부는 1980.12.30. 보도자료를 통하여 UNIDO 헌장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음을
발표하고 동 헌장에 비준함으로써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한 공업발전은 물론, 한국의 기술 및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제공하게 되어 경제·기술협력 증대를 통한 비동맹 외교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6.	주유엔대사는 1985.6.10. UNIDO 전문기구화협의 최종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헌장 발효 동의 통보서
제출에 관한 외무부의 입장을 문의함.
신UNIDO 헌장 25조 1항은 비준서 제출 국가 중 최소한 80개국이 헌장 발효에 동의한다는 통보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신헌장이 발효케 되는 것으로 규정함.

6.10.
회의장에서 다수 국가가 상기 통보서를 제출, 총 제출 국가는 62개국이 됨.
유엔 사무국은 8.5. 제1차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6.30. 이내에 통보서 제출국이 80개국을 넘어서야 한다고 설명함.

[1982년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한국 가입, 198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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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2.9.28.~11.5.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제12차 전권위원회의는 ITU 개정협약을
채택한바, 주케냐대사는 1982.10.18. ITU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Butler 씨를 예방, 피선을 축하하고
한국의 동 협약 서명 시기에 관해 협의함.
동 사무총장은 Final Act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언제든지 주케냐대사 편의대로 서명하라는 의견을 제시함.

2.	주케냐대사는 1982.10.19. 10월 말경 ITU 나이로비 협약 Final Act에 서명코자 한다면서 본부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대사 건의대로 서명하도록 승인함.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함.
4.	외 무부는 1983.12.27. ITU 협약에의 가입 검토를 위해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1984.7.19. 전기통신법, 우편법, 민사소송법 등의 국내법과 저촉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헌법
9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내 옴.
5.	외무부는 1985.7.18. ‘국제전기통신협약(1982. 나이로비) 및 동 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 의정서의
비준’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함.
6.	외무부는 1985.10.18. ITU 사무총장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 비준서를 기탁하며, 동 협약 및 의정서가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시점(비준서 기탁일 및 기탁 후 30일 후 각기 발효)에 공포한다는 방침을
대통령 재가를 얻어 결정함.
7.	주스위스대사관은 1985.11.19. 외무부 지시에 따라 주재국 외무성의 UN 및 국제기구조약과장에게
비준서를 수교하면서 ITU 사무국에 기탁 요청한바, 스위스 외무성은 12.11. 공한을 통하여 동 비준서가
11.26. ITU 사무국에 기탁되었으며 각 회원국에는 12.10. 통보될 것이라고 전해 옴.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 의정서는 1985.11.26. 및 12.6. 각기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3.27. 제네바 소재 ITU 사무국이 보내 온 협약 신규 가입국 5개국 명단에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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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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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조약과/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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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탕협정안 채택 (1984.7.5. 스위스 제네바)
협정 의의

- 한국이 당사국인 ‘1977년 국제사탕협정’(1984.12.31. 종료)을 대체
협정의 주요 내용

876

- 사탕 문제 국제협력 증진, 국제적 사탕가격의 안정 장치 등 경제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 협상 준비
- 국제사탕기구(ISO)의 존속
- 국제사탕이사회의 권한과 기능
- 회원국의 분담금 규정
- 수입국, 수출국 각 50% 회원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으로 1985.1.1. 발효, 불가 시 동 일자 잠정 발효

2. 한국의 서명, 비준 긍정 검토
동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사탕가격의 안정과 사탕 수급량 조절을 위한 새로운 국제사탕협정 준비 회의에
참여, 원당 수입국인 한국 입장 반영 가능

국제
사탕시장의 정보 획득, 수요 원당의 확보 및 설탕의 수출을 위한 대책 수립에 기여

3. 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
1984.12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1984.12.27. 주유엔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국에 대한 협정 잠정적용 통고

- 외무부장관 명의 공한 제출
1985.1.1. 한국에 대해 잠정 발효

4. 한국의 당사국 자격에 대한 소련의 이의 제기
소련은 1984.12월 신협정 서명 시 한국을 협정 당사자로 불인정한다고 발언
이에 대해 정부는 1985.1.21. 주영참사관 명의로 유감 표명 서한을 국제사탕기구(ISO) 사무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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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한국 가입,
1985.6.25. 전2권. V.1 UN열대목재회의.
Geneva, 1983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조약과/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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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제네바대사는 1983.2.1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열대목재에 관한 유엔회의가 3.14.~31.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고함.
2.	외무부는 1983.2.21. 산림청에 동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동 회의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 및 대표
파견 여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한바, 산림청은 2.28. 예산 사정상 대표 파견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지
공관에서 동 회의에 참석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877

합의를 이루지 못해 차기 회의에서 재토의키로 결정하였으며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프랑스,
일본 등 6개국이 사무국 유치를 제의하였으나 결정을 못 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차 토의키로 하였다고
보고함.
4.	외무부는 1983.10.7. 83년 유엔 열대목재회의(제2부)(1983.11.7.~18.)에 참가할 한국대표 및 고문
명단 제출과 관련 산림청에 대표 파견 여부를 문의한바, 산림청은 10.19. 참가 계획이 없음을 통보함.
5.	주제네바대사는 1983.11.21.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한국이 일본,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열대목재 수입국임을 고려, 동 협정 가입 검토를 건의한바, 회의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열대목재 협정안 중 6개 조문을 성안, 동 협정문 전문을 확정
1984.1.2.부터 협정 발효 후 1개월간 유엔 본부에서 개방
1984.10.1.까지 생산국 총 투표수의 55% 이상을 대표하는 생산국 12개국 및 소비국 총 투표수의 70% 이상을
대표하는 소비국 16개국 이상의 비준이 있는 경우 상기 일자부터 발효

사무국
유치 문제는 미합의로 Council 1차 회의에서 결정 예정

- 일본,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이 경합
Council 1차 회의를 위한 준비위 회의에는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건의

6.	주제네바대사는 1984.1.17. 국제열대목재협정(1983.11.18. 채택)이 1.2.부터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면서 동 협정 가입문제를 검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제네바대사는 1983.3.31. 유엔 열대목재 회의가 열대목재에 관한 국제협정안에 관해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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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한국 가입,
1985.6.25. 전2권. V.2 국내조치 및 가입,
1984-85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조약과/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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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4.1.17. 유엔열대목재회의가 1983.3.14.~31. 및 11.7.~18. 회의 개최 기간 중 국제열대
목재협정을 확정하고 1984.1.2.부터 동 협정의 서명을 개방키로 결정하였다면서 상공부 및 산림청 등
관계 부서에 동 협정 가입 필요성 및 활동 계획 등을 문의함.
산림청은 1984.2.10. 한국이 33개 열대목재 소비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공동 3위에 속하는
국가이므로 동 협정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 옴.

경제기획원은
1985.1.24. 열대목재의 안정적 수급이 필요하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유대강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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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동 협정 가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연 4만~10만 달러의 분담금을 86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옴.

2.	외무부는 1985.4.4. 국제열대목재협정(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가입 추진에 관한
외무부장관의 재가를 받고 6.4. 국제열대목재기구 제1차 이사회(1985.6.17.~28. 제네바)에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동 협정 가입을 추진키로 결정함.
3.	외무부는 1985.6.13. 동 협정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6.14.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시점(가입서 기탁 후 협정의 확정 발효일)에 공포

4.	한국 대표단은 1985.6.17.~28.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열대목재기구 제1차 이사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바, 동 회의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6.17. 현재 협정 당사국은 총 32개국임.
주제네바대표부는 6.25. 외무부장관 명의 협정 가입서의 유엔 사무총장 기탁 사실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으로부터 확인한바, 유엔사무국 발간 Journal에 한국이 동 협정에 1985.6.25. 가입한 것으로 공포됨.

6.26.
본 회의에서 한국 및 볼리비아의 국제열대목재협정 가입(6.25.)이 공식 발표된바, 주제네바대사는 ITTO
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이 협조적이며 건설적인 기여를 추구할 것이라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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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 재판소 설립 준비
위원회. 제1회기 속개회의. Kingston(자메이카)
1983.8.15-9.9 .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5-59 / 5 / 1~213(213p)

1. 준비위원회 개최지 선정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 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개최지 선정 관련, 수차 개최된 비공식 협의 시 각 지역별 의견이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준비위 의장은 직권으로 1983.8.15.~9.9.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준비위를 개최키로 결정

2. 한국 대표단 구성 및 훈령
대표단: 주자메이카대사(수석) 외 국제기구조약국장, 국제법규과장 등 5명
훈령

3. 준비위 제1회기 속개회의 (1983.8.15.~9.9. 자메이카 킹스턴)
참가국: 82개 정회원국 및 옵서버 등 98개 대표단
회의 개관

- 당초 초반 절차 문제, 후반은 실질 토의 예정이었으나, 각 지역그룹 입장 대립으로 절차 문제 토의로 일관
의장 최종 일괄 절충안 제시

- 절차 문제 의견 대립으로 위원회 좌초 위기 회피 노력
- 제1 절충안: 준비위 조직 및 의제배정, 본회의·특별위·운영위 등 기능 지정 및 구성, 회기 및 장소
- 제2 절충안: 선발 투자가 등록 절차 및 지침
- 제3 절충안: 의사규칙(전문과 54조)
제2기 회의 개최 결정 (1984.3.19.~4.13. 자메이카 킹스턴)

- 작업그룹회의는 1984년 여름 개최
- 실질 문제 토의를 위해 유엔 사무국이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문서 목록의 준비 및 법적, 재정적, 경제적,
기술적 사항에 관한 참고 자료 편찬, 배포
대표단의 준비위 논의 전망

- 국제해저기구 설립을 위한 최종 보고서 채택 임무 미완수 우려 대두
- 심해저 개발 관련 서구 그룹과 반대 그룹 간 대립 첨예화 전망, 84년 중 특별회기 소집 가능성
- 선발 투자가 등록에 관한 규칙 문제가 차기 회의 시 최대 난제로 부각 전망
- 준비위원회 향후 3-4년간 존속 관측
- 심해저 개발 관련 미국과 서구 그룹이 일방적 개발 추진 가능성도 존재
한국 대표단 활동

- 주요 의제에 대한 아시아그룹, 77그룹의 막후 조정에 참여하여 한국 입장을 개진
- 향후 심해저 개발 관심이 큰 선발개도국으로서 각국의 개발 동향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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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문제: 특별위 위원장 선출 및 운영위 구성 등 각 지역그룹 입장 파악
- 심해저 개발방식: 선진국 일방적 개발 방식에는 중립적 입장 견지, 시행세칙에 개발 참가 요건 완화 노력
- 선발 투자가 간 심해저 광구 조정: 원칙 및 주요국 신청 내용 파악 노력
-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방안 관련 정보 수집과 타국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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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 재판소 설립 준비
위원회. 제1회기 속개회의. Kingston(자메이카)
1983.8.15-9.9 .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5-59 / 6 / 1~293(293p)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회기(1983.8.15.~9.9. 자메이카 킹스턴)
회의 관련 자료임.
1. 유엔 사무국 회의 안내 자료
잠정 의제

- 사무국 구성, 준비위 절차규칙 채택, 작업 일정, 부수적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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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장 각종 제안서 및 절충안
3. 동구 그룹 제안서
4. 서구 그룹 제안서
5. 개도국 그룹 참가 대표단 명단
6. 의사 규칙 초안
동구 그룹, 기타 그룹, 유엔 사무국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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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5.3.11-4.4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5-59 / 7 / 1~410(410p)

1.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 제3회기 (1985.3.11.~4.4. 자메이카 킹스턴)
대표단 구성: 주자메이카대사 외 4명
한국 기본입장

- 심해저 개발 참여 방안은 한국 등 개발도상국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립 긴요
- 협약에 규정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효과적인 유보지역 참여기회 제공, 개발청과의 합작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정 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훈령

2. 회의 주요 결과
회의 개관

- 옵서버 지위, 중복 광구, 개도국 선발투자가(pioneer investor) 투자 시한 연장 문제에 진전 별무, 단
기술적 문제에는 일정한 진전 시현
회의 결과

- 국제해저기구 규칙 토의 중 옵서버 지위 등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진전 무
- 중복 광구 문제, 개도국 선발 투자가 등록 시한 연장 문제 진전 별무
- 육상 생산(land-based producer states) 개도국 보호 방안, 심해저 광업 사업 및 인력 훈련 집중 토의
- 심해저 탐사·개발 규칙안 기술적 내용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
- 해양법재판소 규정안 토의 순조로운 진행
향후 전망

- 해양법 협약 비준 및 발효 관련, 1987년 60개국 이상이 비준 1988년 협약 발효 예상, 단 심해저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거대 유엔 분담금 납부국인 미, 영 등 서방국 미서명 시 난관 봉착 예상
- 개도국 선발투자가 투자 시한 연장 관련, 인정 시 최종의정서 전면 개정 등 법적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로
의장의 조정 결과 관망키로 결정
- 선발투자가 중복광구 문제 중 일부는 조정되었으나, 추후 상당 기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심해저 광업은 기존 1988년 상업 생산 전망에서 2001년 이후 생산으로 순연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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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투자가 등록 규칙 채택 시 중립적 입장 유지, 개도국의 선발 투자가 자격 획득 시한 연장 문제
긍정적 입장 표명
- 장래 유보지역 개발 참여 협력 가능성 타진, 참가 조건의 완화를 위한 공동입장 수립 가능성 모색
- 개발청과 합작으로 유보지역 개발 추진 방안 기회 보장 노력
- 협약 서명 시한 내 서명 시 독자적 심해저 개발 추진 방안에 중립 입장 표명
- 협약 미서명국 심해저 개발권 박탈 결의안 중립적 입장 표명

3. 다음과 같은 회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국제해양기구 준비위원회 제3회기 토의 자료
해양법회의 각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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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 의제
- 프랑스, 일본, 소련, 독일 등 의장 앞 서한
- 77그룹 의장 선언문
- 해저생산 점정 효과 측정 잠정 연구 보고서
- 해저광업 합작투자협정 모델
- 기업 훈련 필요성 및 요건
- 해양법 의장 요약
- 기업의 심해저 광업 작업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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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5.8.12-9.4 .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5-60 / 1 / 1~114(114p)

1. 회의 개요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 제3회기 속개회의 (1985.8.12.~9.4. 제네바)
대표단 구성: 주제네바공사(수석대표) 외 4명
회의 목적: 유엔해양법협약(1982.4.30. 채택) 발효 시 발족하는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 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회의

주요
논의 의제

훈령

- 기본 입장: 심해저의 조속한 개발이 광물의 저렴하고 안정적 공급원 확보에 유리
- 기본 훈령: 한국의 입장 반영 노력, 개도국의 선발투자가(pioneer investor) 자격 획득 시한 연장 문제에
긍정적 입장 표명, 선진 공업국과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탐사 및 연구·개발을 위한 합작
기업(안) 토의에 참여, 협정 비서명국 동향과 77그룹·동구권 태도 파악, 협약 미서명국 제재 문제에
중립 입장 표명

2. 회의 결과
전반적 평가

- 국제해저기구, 개발청 및 해양법 재판소 관련 규칙, 규정 검토에 상당한 진전
-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 진전 난관 봉착
- 1986년 3월 제4차 정기 회의까지 first family group 등록 협상 계속
주요 결과

- 미국의 해저광물사(OMA)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행위 규탄 선언 채택
- 심해저 광물생산에 의한 육상생산 개도국 피해보상 조치는 미합의로 차기 정기회의 시 협의
- 협약 발효 전 잠정기간 동안 조속한 인력 훈련 방안 마련 검토
- 심해저 광업 신청절차 관련 의견 대립으로 1986년 회의 시 집중 토의
-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칙 초안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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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저기구의 행정, 재정, 예산의 규칙, 규정, 절차 제정
- 육상 생산국의 보호
- 심해저 광물개발청 조직 및 업무수행 문제
- 해양법재판소의 절차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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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5.8.12-9.4 . 전2권. V.2 회의문서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5-60 / 2 / 1~466(466p)

국제해저지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 제3회기 속개회의 관련 자료임.
1. 본회의
준비위 의장 보고서
77그룹 의장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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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규정 수정 제안서 (벨기에, 독일, 영국 등 서방 7개국 공동)
절차 규정 수정 제안서 (소련, 체코, 동독 등 동구권 8개국 공동)
절차 규정 사무국 문서 등

2. 특별위원회
제1특별위 작업 관련 기본 데이터 및 정보
육상생산 개도국 선정 기준 사무국 배경 설명서
해저 생산 효과 측정에 관한 기본 연구 사무국 배경 설명서
제1특별위 작업과 관련된 국제 경제 조치 정보
제2특별위 결의안 제2조 12항 이행 관련 사무국 작업 보고서
다금속 유괴(nodules) 탐사, 개발에 관한 규정 사무국 작업 보고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칙 초안 사무국 제안서(영문 및 국문 번역본)

- 전문, 서기국, 소송 절차, 해저 분쟁부 설치, 권고 절차 등 총 133개 조항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V.1 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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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조약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5-60 / 3 / 1~101(101p)

1.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협약 추진 경위

- 제9차 남극조약협의회(1977.9.19.~10.7. 런던) 시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 협약을 1978년 중 체결키로 합의
- 200해리 시대를 맞아 유한자원 보존 필요성 증대

2. 협약 관련 특별회의 개최

- 정치위원회: 남극대륙 영토권 문제 관련 영토권 주장과 국제 관리 주장이 대립
- 자원보존위원회: 수산국의 개발 주장과 연안국의 보존 중시 주장 대립
주아르헨티나대사의 관찰 및 전망

- 자원 보존은 ‘합리적인 활용’이라는 타협 가능성 증대
- 연안국 주권 문제는 제한된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어로 활동을 보장하는 타협안 가능
- 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2/3 다수결 원칙 채택 가능성
- 단, 협약안이 1978년 중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

3. 한국 남극 크릴(Krill)새우 조업 시험 조사선 파견
정부는 1978.11.29. 환경조사, 자료수집, 시험조업 등 목적으로 남빙양 파견 계획을 남극조약 당사국에 통보

- 조사 해역: 남위 60도 이남, 동경 55~95도
- 기간: 1978.12.7.~1979.3.10. 94일간
호주 정부는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200해리 어업수역 내 조사선을 파견할 경우에는 특별 허가가 필요
하다고 주장

- 이와 관련, 정부는 주호주대사에게 특별허가 획득을 위한 외교 교섭을 지시
- 호주 정부는 1978.12.20. 자국 프리맨틀 항 기항을 허가하였으나, 정부는 프리맨틀 항 기항 계획을
취소한다고 호주 측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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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남극조약 당사국 13개국
1978.2월(호주 캔버라) 및 7월(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차례 회의 개최 시 협약안 합의 실패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V.2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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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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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5-60 / 4 / 1~121(121p)

1. 남극 크릴새우 시험조사선 파견
정부는 1979.10월 남극 크릴새우 시험조사선 활동 결과를 남극조약 당사국 및 국제 수산기구에 외교 경로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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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간: 1978.12.7.~1979.3.7.(91일간)
- 총 어획량: 511.3M/T
- 각종 조사 실시 활동: 어구 어법 시험, 어장환경 조사, 이용 가공 시험
- 성과: 한국 어업 역사상 최초 표·중층 트롤어구 어법 개발, 세계 최대의 기상·해양 악조건 극복 및
경험, 미래어장 기득권 확보
- 과제: 계속적인 시험 조업으로 기업화 추진, 2척 이상 선단조업으로 능률적인 조업 수행, 국제기상협력
기구를 통한 남빙양 기상자료 수집 강화, 남극조약국과의 유대 강화로 남극조약 가입 추진

2.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 협약 가입 전망
주뉴질랜드대사는 1979.1.17. 총 31개 조항의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 협약 초안을 보고
향후 회의 개최 전망

- 남극조약 당사국 제10차 협의회는 1979.9.17.~10.3.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전망
- 현안 문제 협의 순조로운 진행 시 1980년 상반기 호주 캔버라에서 협약 채택 전권회의 개최 예정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국 주재 대사관들은 한국의 협약 가입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 협약 초안상 가입 요건은 해양생물 자원 조사, 연구하거나 어획한 국가에 해당
- 서방국들은 대체로 한국의 가입에 호의적 반응
- 동 협약 채택 후 제3국의 협약 가입에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가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 미수교국의 반응은 현재로서 판단하기 곤란하나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예측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V.3 1980

| 85-0807 |

생산연도

1977~1985

생 산 과

조약과/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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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0 / 5 / 1~212(212p)

1. 협약 문안 합의
1979.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0차 남극조약 당사국 협의회에서 문안 잠정 합의
동 협약 최종 채택을 위한 전원회의는 1980.5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 예정

2. 한국의 최종 전원회의 참가 문제
초청 대상국: 정회원국 13개국과 옵서버로 EEC와 FAO 등 관련 국제기구 4~5개
한국의 옵서버 참가를 위한 외교 교섭

3. 협약안 최종 채택 (1980.5.20. 호주 캔버라)
서명 및 발효

- 1980.12.13.까지 서명 완료, 서명국 중 8개국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
협약안 주요 조문(전문 및 총 33개 조항)

- 협약 대상수역, 대상자원, 남극 범위(제1조)
- 생물자원 보존원칙(제2조)
- 협약 당사국의 책임과 활동 내역(제5조)
- 남극 해양동물자원 보존위원회 수립 및 기능(제7~9조)
- 과학위원회 설립, 활동 내역, 회의 개최(제14~17조)
- 회원국의 의무(제21~23조)
- 분쟁 해결 절차(제25조)
- 서명 비준 및 효력 발생(제27~28조)
- 제3국의 가입 개방(제29조)
- 협약 수정(제30조)

4. 한국의 협약 가입 필요성 검토
협약안 최종 채택에 즈음하여, 정부는 한국의 가입은 남빙양의 자원개발 이용, 여타 회원국과의 협조 도모,
한국의 수산과학 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향후 동 협약 적극 가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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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협약의 실질 운영기구인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가입을 위한 사전 포석 목적
- 호주 및 일본 등 여타국을 통한 동 회의 옵서버 참가 희망 피력
- 소련, 폴란드 등 공산권의 반대로 회의 참가 계획 무산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V.4 19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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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협약 가입 가능성 검토
정부는 1981~83년간 호주, 아르헨티나 등 관련 공관을 통해 협약 발효 이전이라도 가입 가능 여부를 타진

- 협약은 1982.4.7. 9개국 및 EC 비준서 기탁으로 발효
수산청은 한국의 협약 가입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

888

-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로 위축된 한국 원양어업의 대체 어장 확보
- 크릴자원 남획 방지를 위한 쿼터제 실시와 비회원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 대비
- 해양에 관한 광범위한 과학조사 정보 교환
- 남극 자원을 인류 공동 자원으로 관리하려는 제3세계 국가에의 동참과 국익 확보
수산청은 1983.3월 외무부에 다음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 동 협약 규정에 따라 남극 해양생물 자원 조사 또는 어획 활동 관심국가에 개방
- 1978년 이후 3차례 조사 실적이 있는 한국의 가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외무부의 입장
외무부는 1983.4월 수산청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보 입장을 표명

- 남극 생물자원 보존위와 산하 과학위 회원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컨센서스에 의하나, 소련·동독 등
공산권 반대 예상
- 동 협약은 남극 생물자원 이용보다는 보존에 목적을 두어 한국에 불리
- 과학조사 정보는 양자 차원에서도 획득 가능하고, 당분간 크릴자원 쿼터제 실시 전망이 낮으며 가입 시
분담금 의무만 부담할 가능성
- 단, 장래 협약 가입에 대비 쿼터 배분 기준인 조업 실적 축적 필요

3. 남극 생물자원 보존협약 관련 자료
주호주대사는 1983.4월 남극의 지위, 남극자원의 조사 및 개발, 한국의 크릴어장 개발 시험 조사선 파견
계획, 남극조약 가입 추진 방안에 관한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V.5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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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 가입 재추진
수산청은 1984.2월 남극 해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조사 활동이 지속되며 관심국 중 한국만 유일 미가입국임을
이유로 협약 가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외무부에 재요청

외무부는
1984.3월 가입의 장단점을 면밀 검토한 후 가입을 추진키로 결정

- 사전 관계 당사국 의향 타진 후 가입
- 이와 관련, 호주 정부는 관계국 의향 타진 용의를 표명
정부는 3월 협약 가입 포석의 일환으로 한국의 남빙양 어장 조사 결과 보고서(1982.11월~1983.3월 3차례)를

2. 외무부는 1984.6월 남극 관련 조약 가입 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 검토함.
기존 남극 관련 3개 조약(남극조약, 남극 물개보존 협약,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중 우선 남극 해양생물
자원 보존협약 가입을 추진

- 한국의 4차례 남빙양 크릴새우 어장 조사선 파견 실적 보유
- 미국, 호주 등 우방국의 협조 확보
- 최근 제3세계의 폐쇄적인 남극 체계 비난 동향과 유엔에서의 남극 문제 이슈화가 한국 가입에 대한
소련의 반대 입장에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제39차 유엔 총회(1984년) 시 가입 신청

- 협약 가입 후 남극 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가입 및 남극조약 가입 신청
- 가입 거절 시 남극 체제 개방을 주장하는 제3세계와 동조, 개방 주장
가입의 실익

- 미국, 소련 등 16개국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남극조약 체제 진출 기반 구축
- 현재 태동 중인 남극 광물자원협약 체결 교섭 참여기반 마련
- 남극 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가입 추진 가능

3. 제3차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개최 (1984.9.3.~14. 호주 호바트)
최초로 어획 금지 업종, 크릴새우 연간 최대 어획고 결정, 크릴새우 재고 평가 연구 등 구체 어획 관련 조치
채택

4. 외무부가 1984.11월 작성한 남극체제 최근 동향에 관한 내부 보고 수록
남극에 관한 조약 최근 상황 평가

- 남극조약, 남극 물개보존조약,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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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산기구, 남극조약 가입국 및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회원국들에게 송부

남극 광물자원 협약 체결 추진

- 남극조약협의회 당사국이 1982년 이래 5차례 회의 개최
- 남극 광물개발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협의 진행 중
제39차 유엔 총회에서 남극 문제 협의 예정

- 남극조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현 남극체제 검토 및 개선 방향에 의견 차이가 커 협의결과 도출 회의적
전망
한국 입장
890

- 남극조약 관련 운영기구에서의 옵서버 역할 중시
- 남극조약 체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사전 이해 관계 조정 요망
- 남극조약 체제 당사국의 각종 남극 관련 정보 공개 필요
- 남극의 환경보호 등을 위한 적극 조치 필요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V.6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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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협약 한국 가입
협약안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1985.3.29. 협약 가입서 기탁

- 남극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1982년 발효
- 미국, 소련, 일본 등 18개국이 협약 당사국
- 한국은 협약 가입을 계기로 현 남극 체제에 적극 참여 계획
협약 규정에 의거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인 1985.4.28. 발효

보고서 요지

- 조사 기간: 1983.11.19.~ 1984.3.16.
- 조사 수역: 남위 60도 이남, 동경 30~70도
- 어획량: 2,657M/T
사업 성과

- 과학적인 자료 조사로 남빙양 해황(海況)과 어장성 파악
- 어구어법 개발 및 조업기술 축적으로 남빙양 개발 기반 구축
- 조사실적 보고서 발간 배포로 조사 실적 공인 효과
-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가입에 기여
배포 대상

- 남극조약 당사국, 국제수산 관련 기구, 해외 수산분야 연구기관 등

3. 제5차 남빙양 새우어장 조사선 파견 계획
조사 기간 및 파견 척수: 1984.11월~1985.3월 3,000톤급 1척 파견
조사 목표: 양호한 어장 선택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 기업화 추진, 제품의 고급화
조사 사항: 어구어법 조사, 생물학적 조사, 경제성 및 기업성 조사
어획 목표: 2,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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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차 남빙양 새우어장 시험조사 보고서 배포(1985.1월)

세계 법률가대회 제12차. Berlin(독일) , 1985.7.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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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5.5월 독일 베를린에서 7월 개최되는 세계법률가대회 참가를 위해 주서베를린총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교섭을 지시하고 지원함.
한국 대표 주최 오찬 및 폐막식 연설 주선, 한국 홍보센터 설치, 한국 소개 영화 상영 준비 등
1985.7월 사전 실무조사단 파견
대통령 메시지 수령 등 행정 지원

892

2. 제12차 세계법률가대회 참가 (1985.7.21.~26. 독일 베를린)
참가자: 법무부차관 외 3인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

- 베를린 세계법률가대회 의장 등 주요 인사 면담, 1987년 대회 서울 유치에 대한 호의적 반응 유도
- 중국 대법원 부원장 방한 초청
- 독일연방 대통령 및 법무장관 예방
- 한국 대표 오찬 연설
- 법무차관 면담 시 독일연방 법률 제도, 법원 조직, 기능 등 설명을 청취하고 양국 법제에 관해 의견 교환
제13차 대회 서울 개최 확정

- 임원회는 차기 대회(1987.9.6.~11.)의 서울 개최를 만장일치로 결정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 회의,
제192-194차. New Delhi,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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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중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 회의 주요 결과임.
1. 제192차 연락관 회의(1985.3.19.)
1985년도 사업 계획 검토
intersession 회의 확정 (정관 개정 회의 8월 말경, 사법공조 회의 6.24.~29.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
제25차 총회 개최지 협의

- 모리셔스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10월 이후 각국의 개최 희망 여부 파악키로 결정

intersession 회의

- 7월 연락관 회의 시 정관 개정 위원회의 도쿄 개최 문제를 협의키로 결정
제25차 총회 개최지

- 개최 의사 표명 회원국이 없어 10월 이후 뉴델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
쿠알라룸푸르 중재센터 운영자금 문제

- 소위원회에서 금액을 책정하여 차기 회의 시 건의키로 결정

3. 제194차 연락관 회의(1985.7.30.)
정관 개정 위원회 관련, 각국 연락관에게 개정 결정권 부여하자는 의견 대두
제25차 총회 잠정 의제 채택

- 난민 지위 및 대우, 국가의 재판 관할권 면제, 개도국 부채, 해양법, 국제 하천, 환경 오염, 거래법 등
- 인도 등 일부국은 ‘평화지대’ 문제 삭제를 주장
쿠알라룸푸르 중재센터 운영자금 문제 관련 소위원회 결정을 재확인
198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10% 잠정 증액 추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제193차 연락관 회의(19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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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4차.
Kathmandu(네팔) 1985.2.6-13.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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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참가 사전준비
개최 일자 및 개최지 확정: 1985.2.6.~13. 네팔 카트만두
잠정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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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 (준비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내륙국 통과권, 경제수역 내 허용 어획량 결정)
- 국제법상 평화지대의 개념
- 국가 관할권의 면제
- 사법공조
- 개도국의 채무부담
- 무역법 등
사전 준비 사항

- 대표단 구성, 숙소 예약, 훈령 및 연설문 작성, 기타 유엔 사무총장 유임 여부 확인 등

2. 외무부는 1984.1월 회의 참가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훈령함.
대표단: 주모로코대사(수석대표) 외 5명
본회의 의제별 훈령

-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가능한 한 당사국 간 합의 해결 원칙 지지
- 내륙국 통과권: 내륙국의 통과권 보장, 단 통과국의 합법적 이익 불가침 원칙 지지
- 경제수역 내의 허용 어획량 결정: 경제수역 내 자원의 최적 이용 보장, 연안국은 합리적 범위 내 결정
하되 타국의 입어에 불리한 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
- 준비위원회: 유보지역 개발 참가 조건 완화 노력, 개발청과 합작 개발추진 방안 원칙 지지
- 투자의 증진과 보호: 모델 협정안 기본 인정, 관계국 간 이익 최대한 보장 노력 필요성 주장
- 사법 공조: 폭넓은 사법 공조 추진 지지, 단 국가의 안전 및 기본적 이익 침해 시 공조 요청 거부 재량권
보유 입장 표명
수석대표 회의 의제별 훈령

- 한국의 분담금 과도 증가 회피 노력, 상사중재본부 경비 부담은 적의 대처, 사무총장 선거는 현 의장
유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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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4차.
Kathmandu(네팔) 1985.2.6-13. 전2권. V.2
회의결과 및 자료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5-60 / 13 / 1~205(205p)

1. 총회 참가 보고서
회의 개요

- 1985.2.6.~13. 네팔 카트만두 개최, 28개 회원국 및 26개 옵서버 참가
- 한국 대표로 주모로코대사 외 5명의 대표단 참가
- 주요 의제: 해양법 중 해양 경계, 내륙국의 통과권, 투자보호 및 증대에 관한 모델 협정안, 평화지대,
사법공조, 주권 면제, 거래법, 규약 개정 문제
회의 결과 (3개 보고서 채택)

한국 대표단 활동

- 훈령에 의거 각 의제별 수석대표 발언
회의 평가

-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의 상호 이해 심화 등 상당한 진전 시현
- 네팔은 인도의 영향력 탈피를 위해 평화지대 설치 선언에 역점을 둔 결과 다수국의 지지 확보
- 다수국이 현 사무총장의 장기 유임에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사무총장도 임기 전 사임 의사 표명
대표단 건의

- 외국 정부의 공적·사적 행위 증가 추세를 감안, 한국도 특별법인 주권 면제법(sovereign immunity
act) 조속 제정 추진 필요
- 현재 경비 부담이 많은 선진국 기관 이용에서 탈피, 경비 부담이 없는 말레이시아 상사중재센터 활용
방안 적극 검토 필요

2. 각종 회의 자료
각 소위원회 작업반 보고서, 한국 수석대표 의제별 발언문, 회의 참가자 명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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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계 및 내륙국의 통과권
- 거래법 소위 국제 상사중재 모델 협정
- 투자 증진 및 보장 관련 모델 협정안
- 기타 각 의제별 협의 지속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사법공조에 관한
국제회의. Hague, 1985.6.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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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5-60 / 14 / 1~90(90p)

1. 사법공조에 관한 국제기구 간 회의 개요
추진 경위

- 아아법률자문회위원회(AALCC) 제24차 총회(1985.2월) 시 회의 개최 결정
회의 개요 및 토의 의제

896

- 일시 및 장소: 1985.6.24.~29. 네덜란드 헤이그
- AALCC 회원국, 사무국, 아랍연맹 등 참가
- 의제: AALCC 모델 협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 검토, 기타 사법공조 증진 방안 검토
한국 대표단

- 주네덜란드 2등서기관 외 1명
훈령

- 기본 입장: 한국의 입장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적합한 사법공조에 대한 공정, 합리적인 기초 설정에
노력하는 AALCC의 입장과 일치
- 모델 협정안 입장: 사무국에서 제시한 2개 모델 협정안은 기본적으로 별 문제 없으므로 기존 입장을
기초로 적의 대처
- 제반 정보 및 자료 수집으로 향후 한국의 사법공조 특별법 제정 추진 작업에 활용
회의 주요 결과

- 민사 및 상사 사건 사법공조 모델안 심의 후 각 해당 회원국의 의견 청취 결정
- 형사사건 사법공조 모델안 계속 연구 검토

2. 기타 자료
한국 대표 발언문
민사 및 상사 사건, 형사 사건 모델 협정안 각 1부(번역문)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세미나. New York, 1985.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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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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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경제협력 세미나 개최(1985.12.12.~13. 미국 뉴욕)
개최 배경

- 1983년 AALCC 도쿄 총회 시 사무총장이 제안한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관련 총회
결의에 의거, 미국 국제법협회 협조하에 관련 세미나 개최
주제

참가자

- AALCC 임원, 미국 국제협학회 회원, 세계은행 및 유엔 기관, 미국 국무부, 기업 등
회의 결과

- 해외 투자가 야기하는 문제 중점 토의
- 외국인 투자 보호와 관련한 국내 투자도 보호하는 방안 강구 필요, 외국과의 합작 투자 시 효과적인
기술이전 문제, 동 투자보장기구 설립 협약의 서명 또는 비준을 독려하는 문제 등을 지적

2. 세미나 관련 자료
다자 투자보증기구 설립 협정(초안) 및 설명 자료
다자 투자보증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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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후원 다자간 투자보장기구
- 투자 규범(Framework of Investments)
- 개발도상국 개발에 있어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유통증권
실무위원회, 제13-14차,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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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5-61 / 2 / 1~207(207p)

1. 제13차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유통증권 실무위 (1985.1.7.~18. 미국 뉴욕)
회의 개최 경위

- UNCITRAL 제17차 총회 결의에 의거 개최
참가 필요성

- 한국의 대외 무역 확대와 다변화 추세에 따라 국제 금융거래의 중요성 점증
- 향후 국제 금융거래 전반을 규율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 협약안 검토에 적극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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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

-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대한 통일 협약 초안 검토
- 특히 소지인 및 협약상 보호받을 소지인(holder and protected holder), 위조 배서(forged endorsements),
단순 교부에 의한 어음 양도인의 책임, 악의(knowledge) 등 집중 협의

2. 제14차 UNCITRAL 국제유통증권 실무위 (1985.12.9.~20.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국의 기본 입장

- 통일적인 국제거래 관계법 체계 확립이 국제경제 질서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 견지
- 한국의 대외경제 통상 관계 발전을 위해 동 위원회 적극 참여, 한국의 입장 적극 반영 노력
훈령

- 어음 항변 및 보호받는 소지인의 개념: 한국법 체계상 원 협약안 유지
- 악의(knowledge)의 개념: 사무국 제시 3개 안 중 제3안 지지
- 위조 배서: 사무국 제시 수정안 지지
- 단순 교부에 의한 어음 양도인의 책임: 협약안 제41조 삭제
주요 회의 결과

- 소지인 또는 보호받는 소지인: 제기 가능한 항변 범위 확정, 직접적 당사자 인정 여부 계속 검토
- 악의의 정의: 실무위 원안 유지키로 결정
- 위조 배서: 배상될 수 있는 손해는 제66 및 제67조에 언급된 손해에 한정, 이자나 거절 증서 작성비용
등 부수적 비용 불포함 결정
- 단수 교부에 의한 어음 양도인의 책임: 제41조의 취지에 따른 규정 존치, 책임의 성격과 범위 명확화
- 배서인에 대한 제41조의 적용 확장 문제: 배서인의 권한은 초안상 표현 채택
- 국제성 및 형식적 요건, 서명의 정의, 변동 이자율을 갖는 증권, 미완성 증권, 양도 금지 규정 등 기타
사항은 계속 검토
한국 대표단 발언

- 제5조 악의(knowledge)의 정의, 제26조 보호받는 소지인, 제3조 선의(good faith)의 준수 조항에 대해 언급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8차.
Vienna, 1985.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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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MF번호

2015-61 / 3 / 1~165(165p)

1985.6.3.~21.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18차 총회
결과임.
참가국: 31개 회원국, 26개 옵서버 및 16개 국제기구
대표단 세부 훈령

회의 주요 결과

- 국제상사중재 법안 표준안(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수정 채택
- 유엔 총회가 각국 정부에게 자국의 중재법 개정 시 상기 표준안 고려하도록 권고
- 국제 지불수단 중 국제어음 협력안은 제14차 국제유통증권 위원회에서 조속 검토, 제19차 회의 시 상정,
논의
- 신국제경제질서는 제8차 작업반 회의를 1986.3월 비엔나에서 개최하여 논의키로 결정
- 제9차 국제 계약관행 관련 작업반 회의를 1986.1월 뉴욕에서 개최하여 통일규칙 예비 초안 검토
- 컴퓨터 기록의 증거 가치 관련, 사무국 권고안 채택
대표단 건의

- 국내의 국제 상거래법(거래법) 연구 활동 실적이 미비한 상태
- 각 분야별 작업반 회의 및 UNCITRAL의 전반적 작업 대비, 정부 관계 부처 및 학계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하에 한국 입장을 정립하고 국제 상거래 질서의 법전화 작업에 적극 참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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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상사중재에 관한 표준 법안: 중재법의 결정, 국제 상사중재의 개념 등 각 조항별로 한국 의견 개진
- 국제 지불수단: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협약 초안에 대한 한국 입장 반영 노력
- 신국제경제질서: 산업설비 계약 체결 시 유의하여야 할 광범위한 법적 문제점의 이해 득실 파악에 중점
- 운송 터미널 업자의 책임 문제: 통일규칙 성안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하에 현 상황상 계약적 성격
보다는 협약 또는 표준법 성격 선호 입장 표명
- 컴퓨터 기록의 법적 가치: 독자적 입장 표명은 유보, 단 사무국 제시 권고안 수용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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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국제금융
리스 및 국제팩토링 협약 준비 정부 전문가회의,
제1차. Rome, 1985.4.15-26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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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4.15.~26.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제1차 정부
전문가 회의 결과임.
개최 경위

- 제63차 UNIDROIT 이사회(1984.5월) 시 결정에 의거 개최
세부 회의
900

- 국제 금융리스(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에 관한 협약 준비(4.15.~19.)
- 국제 위탁매매(international factoring) 협약 준비(4.22.~26.)
한국 대표단 훈령

- 국제 금융리스 회의: 협약 규제 대상으로 양자간 계약 포함 여부에 관한 각국 입장 파악, 계약 당사자간
또는 계약 당사자와 제3자 간 관계에서 일방이 불공정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유념, 제9조(상당 기간)와
제12조 3항(상당 기회) 용어의 구체화 필요
- 국제 위탁매매 회의: 제4조 위탁매매 업자 과보호 조항 유보
- 제1조 1항(계속적 거래), 제2조 2항(무역상 또는 전문 구매자에 대한 재화 매매) 개념 명확화 필요
회의 결과

- 국제 금융리스 회의 시 선·개도국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사무국이 개정안 작성, 차기 회의 시 재협의
키로 결정
- 국제 위탁매매 회의는 사무국 작성 2차 개정안을 1986년 봄 집중 토의키로 결정
주이탈리아대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 금번 협약은 한국의 수출증진 정책과 관련, 국제 리스를 이용한 항공기, 선박, 컴퓨터, 건설 중장비
임차 이용과 국제 위탁매매를 활용한 수출 증가 추세에 비추어 중요성 다대
- 회의 참가국이 선진 제국과 후진국으로 대별되고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의 이익 대표국은 전무
- 한국의 입장을 협약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법 검토와 관련 기관, 상사·건설·제조·
수송업계 등 민간회사의 종합 검토 요망
- 사무국 작성 협약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 1985년 말까지 제출, 1986.3월경 개최 예정인 차기 회의 대비
필요

중공 및 중국의 국호, 국기, 국가 사용문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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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행사 시 대만(구 자유중국) 국기 게양 문제
체육부는 1984.10.18. 제2회 아시아 대학생 연식정구 대회(1984.11.2.~5. 대구) 개회식에서의 대만 국기 게양
가능 여부에 관해 외교부의 의견 문의

외무부는
10.19.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

- 국제 스포츠대회는 관계 국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으며, IOC의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아시아 대학생 연식정구 대회는 국제 연식정구연맹 규정에 따라 대만 국기 게양이 가능
- 국호도 국제 연식정구연맹 규정에 등록된 호칭 사용 필요

주대만대사는 1985.6.11. 주재국이 한국이 주최하는 단일 종목 경기 시 대만 국기 사용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고

- 주대만대사는 주재국 정책 당국자 간에 한국이 주최하는 88 서울올림픽, 86 아시안게임 및 각종 운동 경기
시 주재국의 국기 사용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대처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감지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 외무부는 6.20. 체육부에 단일 종목 경기 시 대만 국기 사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문의
대한체육회는 7.4.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

- 국제대회 국내 개최 시 대만(구 자유중국), 중국(구 중공) 동시 참가의 경우는 물론 대만 단독 참가 시에도
국기 게양, 국가 연주를 가급적 지양
- 꼭 필요한 경우 IOC에서 지정한 NOC기와 NOC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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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의 자국기 사용 특별 배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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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 V.4 기타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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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발생 및 한국 정부의 조치
사건 발생

- 한국 대흑산도 부근에서 유류 부족으로 표류 중이던 중국(주 중공) 어뢰정 1척을 예인, 보호(1985.3.22.)
외무부 대변인 성명 발표(3.23.)

902

- 중국 군함 수척이 실종 어뢰정 수색차 한국 영해를 침범한 사실에 엄중 항의하며, 중국 당국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 요구
- 한국 정부의 항의는 홍콩 소재 중국 기관을 통해 전달 예정
문화공보부장관 성명 발표(3.26.)

- 동 사건은 정치적 기도와 무관하며, 생존자 전원 귀국 희망 표시
- 어뢰정은 연료 재공급과 수리 완료 즉시 생존자와 함께 귀환 예정
- 한국은 중국 군함의 영해 침입에 대해 강력히 항의, 중국은 영해 침입 사실을 시인

2. 사건 처리에 대한 각국 반응 (1985.4.2. 외무부의 내부 보고 요지)
미국

- 국무부: 양국이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책임 있게 대처한 점을 환영
- 언론: 양국 간 직접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은 1983년 민항기 사건 이후 개선된 양국 관계 반영
일본

- 정부: 최종적 당사국 간 직접 접촉을 통해 해결된 것 환영
- 언론: 한·중 양국의 접근 태도가 향후 유익한 선례로 작용
홍콩: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며, 금후 양국 간 비공식 접촉 지속 전망
유럽

- 영국: 사건의 신속한 해결은 민항기 사건 이후 양국 관계 개선도 표현
- 독일: 중국의 공식 사과는 중국이 한국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중국의 사과와 해명은 ‘사실상 한국 정부 승인’ 의미
대만(구 자유중국)

- 정부: 한국 조치에 유감과 불만 표명, 단 한·중 양국 관계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현 단계에서 외교
관계 단절 언급은 불필요
- 언론: 한국의 기회주의적 이익 추구 및 반인도주의 처사 규탄, 대만의 외교는 현실에 기초해야 하며,
감정적 반응은 자제하고 금후 대한 관계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 반성 필요
평가

- 사건 종결 후 미, 일 등 주요 우방국 정부 및 여론은 한·중 양국 간 직접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에 환영
표명 (주요 유럽국은 ‘중국의 사실상 한국정부 승인’으로 평가)

- 금번 성사된 한·중 양국 간 대화 채널은 금후 양국 간 관계개선 촉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
- 중국이 동 건 언론에 크게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동 사건이 망명 사실로서 알려질 경우 자국민에 대한
영향 및 대북한 관계 등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
- 대만은 한국의 조치에 강한 반발과 불만을 표시했으나, 금번 반응은 지난 농구대회 사건과 비교 시 다소
완화된 태도로 분석되며, 금후 대만의 외교가 보다 현실에 기초하여야 하고 대한 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반응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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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은 5.10.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 내용과 국제법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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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정부는 1985.4.18. 중국 어뢰정 사건 처리와 관련한 법적 의견 전달

미국 선박의 카나다 북극항로 항해관련 논쟁,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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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선박의 캐나다 북극항로 항해 사건
사건 개요

- 미 국 선박이 1985.8.1. 그린란드를 출발, 8.15. 알래스카 항행 중 캐나다 북극항로인 북서통로
(northwest passage) 통과 시 캐나다 정부의 통항 허가 미신청으로 미·캐나다 간에 주권 논쟁 발생
양측 입장

904

- 캐나다: 북극지방 영해를 1969년 확대(3마일→12마일)함에 따라 북서통로는 캐나다 내수로서 주권
지역임을 주장
- 미국: 캐나다의 영해 선포를 불인정하고 공해임을 주장
진전 사항

- 캐나다 측이 최종적으로 항해를 허가하였으나 캐나다 내 야당과 학계의 격심한 비난 야기
근본 문제점

- 동 항해는 양국 간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실시되었으므로 항해의 사전허가 신청 여부 등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캐나다 영해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귀결

2. 캐나다 정부의 후속조치
캐나다 외상은 1985.8.21,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

- 제소 시 오히려 캐나다 주장에 대한 의심 야기
- 북극의 자국 주권 강화 조치로 군대 주둔 강화와 극지 쇄빙선 건조 검토 예정
캐나다 정부는 9.10. 다음 내용의 주권 강화 조치 발표

- 북극지역 직선 기선 기명(1986.1.1. 발효)
- 초대형 쇄빙선 건조 계획
- 북극해 군사정찰 비행 횟수 증가
- 북극 및 동서해안에 캐나다 관할권 확대 입법 제정 등
미국의 반응

- 주캐나다 미국대사는 해운 및 상업운항 분야 협력을 위한 캐나다 측 협의 제의 환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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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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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뉴델리총영사는 1971.5.5. 제7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외국 축하사절단 초청계획을 통보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

- 사토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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