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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6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8호) (V.1 1970-77) ······················································································································ 839
0777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8호) (V.2 1981-82) ······················································································································ 840
0778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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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9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8호) (V.4 1983-88) ······················································································································ 842
0780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8호) (V.5 1989.1-7) ····················································································································· 843
0781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8호) (V.6 1989.8-10) ··················································································································· 844
0782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1989.11.9. 발효
(조약 제991호) (V.1 1976-88.5) ·························································································································· 845
0783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1989.11.9. 발효
(조약 제991호) (V.2 1988.6-89) ·························································································································· 846
0784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1989.11.9. 발효
(조약 제991호) (V.3 한･멕시코 항공회담 자료) ······································································································ 847
0785 한･미국 합동 수로측량 및 해도간행 약정서 ············································································································ 848
0786 한･프랑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의 개정. 전2권. 1989.9.22. 서울에서 각서 교환: 1989.10.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3호) (V.1 1980-88) ··················································································································· 849
0787 한･프랑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의 개정. 전2권. 1989.9.22. 서울에서 각서 교환: 1989.10.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3호) (V.2 1989) ························································································································· 850
0788 한･아일랜드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89.6.12. Dublin에서 각서교환: 7.12. 발효(조약 제983호) ········· 851
0789 한･방글라데시 문화교류 시행. 전2권 (V.1 1981-85) ···························································································· 852
0790 한･방글라데시 문화교류 시행. 전2권 (V.2 1987-89) ···························································································· 853
0791 한･이집트 간의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전3권. 1988.8.30. 서울에서 서명: 1989.6.13. 발효(조약 제978호)
(V.1 1963-69) ······················································································································································ 854
0792 한･이집트 간의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전3권. 1988.8.30. 서울에서 서명: 1989.6.13. 발효(조약 제978호)
(V.2 1970-87) ······················································································································································ 855
0793 한･이집트 간의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전3권. 1988.8.30. 서울에서 서명: 1989.6.13. 발효(조약 제978호)
(V.3 1988-89) ······················································································································································ 856
0794 한･헝가리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89.2.1. 서울에서 서명: 1989.3.29. 발효(조약 제972호) ······················ 857
0795 한･모리타니아 간의 문화협정, 1988.9.17. 서울에서 서명: 1989.6.10. 발효(조약 제980호) ·································· 858
0796 한･헝가리 관광협력 의정서, 1989.11.22. Budapest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178호) ·········································· 859
0797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9.3.27.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89.7.21. 발효(외무부고시 제171호) ·········································································································· 860
0798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1 1987.1-6) ····················································································································· 861
0799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2 1987.7-12) ··················································································································· 862
0800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3 1988.1-6) ····················································································································· 863

0801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4 1988.7-9) ····················································································································· 864
0802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5 1988.10-12) ················································································································· 865
0803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6 1989.1-5) ····················································································································· 866
0804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7 1989.6) ························································································································· 867
0805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8 1989.7) ························································································································· 868
0806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9 1989.8.1.-16.) ·············································································································· 869
0807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10 1989.8.18.-31.) ·········································································································· 870
0808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11 1989.9) ······················································································································· 871
0809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12 참고자료Ⅰ) ··················································································································· 872
0810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7호) (V.13 참고자료Ⅱ) ··················································································································· 873
0811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교섭 ···························································································································· 874
0812 한･미국 FTA(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검토 및 주변국 동향 ························································································ 875
0813 한･호주 간의 무역협정 부속의정서 체결교섭 ··········································································································· 876
0814 미국･카나다 FTA(자유무역협정) ······························································································································ 877
0815 한･헝가리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89.2.1.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69호) ····························· 878
0816 한･모리타니아 간의 무역협정, 1989.7.20. Nouakchott에서 서명: 잠정 발효 ························································ 879
0817 한･파나마 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 880
0818 한･우간다 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 881
0819 한･오스트리아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교섭 ······································································································ 882
0820 한･브라질 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1989.9.28. Brasilia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9호) ················· 883
0821 한･핀란드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9.5.24. 서울에서 서명: 1989.7.6. 발효(조약 제981호) ········· 884
0822 한･독일 간의 공구제작 기술자 훈련사업에 대한 약정, 1988.12.5. 및 1989.2.3. 서울에서 각서 교환: 1989.2.3.
발효(외무부고시 제165호) ······································································································································· 885
0823 한･독일 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약정 ······························································································ 886
0824 한･독일 간의 노동부에 대한 독일자문단 사업에 관한 약정 ····················································································· 887
0825 한･독일 간의 도량형 개발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1989.6.28. 및 10.13. 서울에서 각서 교환: 1989.10.13.
발효(외무부고시 제174호) ······································································································································· 888
0826 한･독일 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 889
0827 한･기네비소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1988.12.26. Dakar에서 서명: 1989.4.3. 발효
(조약 제973호) ······················································································································································· 890
0828 한･헝가리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9.3.29. Budapest에서 서명: 1989.7.7. 발효(조약 제982호) ·· 891
0829 한･레소토 간의 무역･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1.5.15. Maseru에서 서명: 1989.2.1. 발효
(조약 제970호) ······················································································································································· 892
0830 한･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간의 신탁기금설치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1989.12.15. Vienna에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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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자메이카 정세 ·························································································································································1472
1381 레바논 정세. 전3권 (V.1 1-8월) ····························································································································1474
1382 레바논 정세. 전3권 (V.2 9-10월) ·························································································································1475
1383 레바논 정세. 전3권 (V.3 11-12월) ·······················································································································1476
1384 라이베리아 정세 ······················································································································································1478
1385 룩셈부르크 정세 ······················································································································································1479
1386 리비아 정세 ····························································································································································1480
1387 모로코 정세 ····························································································································································1481
1388 모리타니아 정세 ······················································································································································1483
1389 나이지리아 정세 ······················································································································································1484
1390 노르웨이 정세 ·························································································································································1485
1391 뉴질랜드 정세 ·························································································································································1486
1392 파키스탄 정세 ·························································································································································1487
1393 필리핀 정세 ····························································································································································1488
1394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선언 ·······································································································································1489
1395 페루 정세 ·······························································································································································1490
1396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1491
1397 싱가포르 정세 ·························································································································································1492
1398 시에라리온 정세 ······················································································································································1493
1399 스리랑카의 타밀족 인종분규 문제 및 국내 정세 ······································································································1494
1400 세네갈 정세 ····························································································································································1495
1401 스페인 정세 ····························································································································································1497

1402 수단 쿠데타 ····························································································································································1498
1403 수리남 정세 ····························································································································································1499
1404 태국 정세 ·······························································································································································1500
1405 우간다 정세 ····························································································································································1501
1406 소련 대외관계. 전2권 (V.1 유럽) ···························································································································1503
1407 소련 대외관계. 전2권 (V.2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1504
1408 소련 정세 ·······························································································································································1506
1409 San Francisco 지진 발생 ·····································································································································1507
1410 Wright, Jim 미국 하원의장 의원 윤리규정 위반(비리혐의) 문제 ············································································1508
1411 미국 국내 정세일반 ················································································································································1509
1412 미국 의회 동향 일반 ···············································································································································1510
1413 미국 Bush 행정부 정권인수 동향 ···························································································································1511
1414 미국 Bush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직 임명 동향 ··································································································1512
1415 미국 정세 ·······························································································································································1513
1416 미국의 대외정책 일반 ·············································································································································1514
1417 태평양국가 협의체 창설추진 관련 미국 동향 ···········································································································1515
1418 부르키나파소 정세 ··················································································································································1516
1419 바누아투 정세 ·························································································································································1517
1420 베트남 정세 ····························································································································································1518
1421 EC(구주공동체) 정세 ···············································································································································1519
1422 동구권 국가 정세 및 대외관계 ································································································································1520
1423 중미지역 국가 정세 ················································································································································1521
1424 중남미지역 국가 외채문제 ·······································································································································1522
1425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523
1426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524
1427 자이르 정세 ····························································································································································1525
1428 교민청 신설 검토 ····················································································································································1526
1429 세계 한민족 대표자 회의, 제2차. Washington D.C., 1989.6.22.-25. ································································1527
1430 재일본동포 최선애 일본 재입국 불허 사건. 전2권 (V.2 최선애 청구 기각 판결문) ·················································1528
1431 재일본 민단 일반 ····················································································································································1529
1432 중국 교포 입국 절차 개선 ······································································································································1530
1433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1 1-3월) ······································································································1531
1434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2 4월) ··········································································································1533
1435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3 5월(대책회의)) ···························································································1534
1436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4 관련 규정) ································································································1535
1437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5 6월) ··········································································································1536
1438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6 외통위 사할린 방문 1) ··············································································1538
1439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7 외통위 사할린 방문 2) ··············································································1539
1440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8 7월(실무조사단 파견 1)) ···········································································1540
1441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9 8월(실무조사단 파견 2)) ···········································································1541
1442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10 8월(실무조사단 파견 3)) ·········································································1542
1443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11 9월) ········································································································1543
1444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12 9월(모국방문 1)) ·····················································································1544
1445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13 10월(모국방문 2)) ···················································································1545
1446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14 11-12월(모국방문 3)) ············································································1546
1447 미주지역 한인체전 관련 분규 ··································································································································1547

1448 세계 한민족 체육대회 ·············································································································································1549
1449 조총련계 동포 개별 입국 ········································································································································1550
1450 조총련 동향 ····························································································································································1551
1451 IOM(국제이민기구) 집행위원회, 제75차. Geneva, 1989.5.23.-24. ······································································1552
1452 Kottek, Alfred ICM(정부간이민위원회) 홍콩 지부장 방한 ·····················································································1554
1453 브라질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 ·························································································································1555
1454 칠레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 ·····························································································································1556
1455 재일본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117차, 1989.3.16. ································································································1557
1456 재일본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118차, 1989.8.2. ··································································································1558
1457 대한항공기(KAL) 803기 리비아 추락 사고 ·············································································································1559
1458 스리랑카 진출 경남기업(주) 한국 근로자 피습사건 ··································································································1560
1459 일본인 이또 나리히꼬(伊藤成彦) 입국 불허 사건 ·····································································································1561
1460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562
1461 주바레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전2권 (V.1 1979-82) ····················································································1563
1462 주바레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전2권 (V.2 1983-84) ····················································································1564
1463 주버마(미얀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교환 문제 ································································································1565
1464 주브루나이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검토 ··············································································································1566
1465 주가봉대사관 청사, 관저, 직원주택 신축. 전2권 (V.1 1984-86.8) ········································································1567
1466 주가봉대사관 청사, 관저, 직원주택 신축. 전2권 (V.2 1986.9월-1989) ·································································1568
1467 주로마교황청대사관 청사 및 관저 매입 ···················································································································1569
1468 주Bagdad(이라크)총영사관 부지 매입 ·····················································································································1570
1469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571
1470 주모리타니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검토 ···········································································································1572
1471 주프랑스대사관 청사 증･개축 검토 ·························································································································1573
1472 주홍콩총영사관 청사 매입. 전2권 (V.1 1986.1-4) ································································································1574
1473 주홍콩총영사관 청사 매입. 전2권 (V.2 1986.5-89.1) ···························································································1575
1474 주미국대사관 통합 청사 및 신축용 부지 매입 추진 ·································································································1576
1475 주카나다대사관 공사 관저 매각 검토 ······················································································································1577
1476 주휴스턴총영사관 관저 매입 ····································································································································1578
1477 재독 한국과학기술자협회 및 재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관 확보 ············································································1579
1478 주유엔대표부 관저 개축 검토 ··································································································································1580
1479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파키스탄 ····························································································································1581
1480 페루의 대한국 정책 ················································································································································1582
1481 한･인도 관계 ··························································································································································1583
1482 한･중공 관계 개선. 전2권 (V.1 1-6월) ·················································································································1584
1483 한･중공 관계 개선. 전2권 (V.2 7-12월) ···············································································································1585
1484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1차. 경주, 1979.5.7.-8. 전3권 (V.1 사전준비) ·································································1586
1485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7 정상회담 토의자료) ·········································1588
1486 Karamanlis 그리스 수상 방한 초청계획 ·················································································································1589
1487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 [유엔] 방문, 1979.9.24.-10.4. 전2권 (V.2 자료집) ···························································1590
1488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유엔] 방문, 1984.9.25.-10.9. 전3권 (V.2 기본문서 II: 활동 및 결과보고) ·······················1591
1489 Mohammed Saeed AL-BADIE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 특사(국군 참모총장) 방한, 1984.9.28.-10.6. ··············1592
1490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단 방한, 1979.1.12.-14. ·····························································································1593
1491 Sherman, William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1984.8.13.-23. ········································1594
1492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 ·············································································································································1595
1493 북한･인도 관계 ·······················································································································································1596

1494 북한･파키스탄 관계 ················································································································································1597
1495 북한･미국 관계 ·······················································································································································1598
1496 북한･중남미 관계 ····················································································································································1599
1497 북한 주요인사 방문 활동 ········································································································································1600
1498 북한 주요인사 인도 방문 ········································································································································1601
1499 3당국회의 [남북한･미국 고위당국자대표회의]. 전5권 (V.4 한･미국 실무협의회의. 서울, 10.22.-23.) ····················1602
1500 공산권국가 외교관 등 접촉 활동 지침 ····················································································································1603
1501 미국 FMS(대외군사판매) 차관에 의한 대여함정 기간연장 및 구매 ··········································································1605
1502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5권 (V.1 1월) ·····················································································································1606
1503 한･가봉 군사협력 ····················································································································································1607
1504 한･나이지리아 군사협력 ··········································································································································1608
1505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 제3차. 서울, 1984.9.28.-30. ··············································································1609
1506 한국의 대콜롬비아 원조(무상원조) ·························································································································1610
1507 한국의 대코스타리카 원조(무상원조) ······················································································································1611
1508 한국의 대그레나다 원조(무상원조) ···························································································································1612
1509 한국의 대코트디부아 원조(무상원조) ························································································································1613
1510 한국의 대몰디브 원조(무상원조) ····························································································································1614
1511 한국의 대말라위 원조(무상원조) ····························································································································1615
1512 한국의 대네팔 원조(무상원조) ·································································································································1616
1513 한국의 대파나마 원조(무상원조) ····························································································································1617
1514 한국의 대솔로몬아일란드 원조(무상원조) ·················································································································1618
1515 한국의 대시에라리온 원조(무상원조) ······················································································································1619
1516 한국의 대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원조(무상원조) ········································································································1620
1517 한･카나다 원자력 협력 ···········································································································································1621
1518 한·멕시코 구상무역 ·················································································································································1622
1519 서부사하라 문제 ······················································································································································1623
1520 중국·중공 관계 ·······················································································································································1624
89-152부 록 ·····································································································································································1625

89-0776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8호)
(V.1 1970-77)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조약과/통상2과

MF번호

2019-58 / 4 / 1-80

한･인도네시아 간의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교섭 추진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0.6월 한국 측은 주자카르타총영사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에 항공협정 체결을 제의함.

●

1970.7월 인도네시아 측은 홍콩이원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제3, 제4의 자유권에 국한된 협정
체결 용의를 시사하고 양국 항공사간 사전 협의를 제의함.
- 1971.3월 대한항공은 인도네시아 GARUDA 항공사와 비공식 교섭하였으나, GARUDA 측은
서울 취항 계획이 없다고 통보함.

●

1972.11월 외무부는 주자카르타총영사관에 항공협정 재교섭을 지시함.
- 1977.5월 현재 인도네시아 측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

2. 대한항공은 1977.3월 외무부 앞 공문으로 항공협정 체결 추진과 관련하여 대한항공 측이
인도네시아의 항공사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왔으나 인도네시아 항공사 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하고, 동 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직접 교섭을 시행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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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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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9-58 / 5 / 1-273

1. 외무부는 1981.7월 한･인도인네시아 간의 항공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주인도네시아
대사에게 동 협정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주재국 측에 제시하고 동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교섭하도록 지시함.
2. 1982.5.14.~15.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인도네시아 항공회담에서 양측은 항공협정문안을
협의한바, 동 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840

협정 본문
- 전문 및 본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 다만, 한국 측이 영토조항을 유보

●

협정부속서(annex)
- 구체적인 노선구조는 추후 협의하기로 함

3. 제2차 한･인도네시아 항공회담이 1982.11.9.~10. 서울에서 개최된 바, 동 회담에서 양측은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협정안에 가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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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가서명본 및 토의기록, 1982.11.10.)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조약과/통상2과

MF번호

2019-58 / 6 / 1-24

1982.11.9.~10.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인도네시아 항공회담의 회의록과 한･인도네시아
항공협정 가서명본(1982.11.10. 가서명)이 함께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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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79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8호)
(V.4 1983-88)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조약과/통상2과

MF번호

2019-58 / 7 / 1-120

1. 외무부는 1983.1.19.자로 한･인도네시아 항공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함.
●

인도네시아 측은 협정 서명전 양국 항공사 간 실무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2. 외무부는 1988.5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항공협정 체결을 주재국 측에 재촉구하도록 지시함.
●

1982.11월 양국간 항공협정이 가서명된 이래 수차례 양국 항공사 간 공급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 없이 현안으로 남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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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의 교역증대, 인적교류 확대, 경제협력 증진 추세 등에 비추어 항공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됨.

3.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1988.10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앞 공한으로 항공협정문안 중 영토조항을
수정하고 협정문안에 안전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의함.

89-0780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8호)
(V.5 1989.1-7)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조약과/통상2과

MF번호

2019-58 / 8 / 1-186

1. 한국의 대한항공과 인도네시아의 GARUDA 항공은 1989.5.19. 서울에서 상호 취항에 합의함.
●

취항개시일: 1989.9.1.

●

운항횟수:양측 각각 주3편까지

●

중간지점 운수권
- 한국 측: 싱가포르 경유
- 인도네시아 측: 대만(구 중화민국) 경유

2. 1989.7.10.~12.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인도네시아 항공회담에서 한･인도네시아 양측은
1989.7.12. 한･인도네시아 항공협정문에 가서명함.
●

동 회담 시 1982.11월 가서명 이후 새로이 제기된 영토조항의 수정 및 안전조항의 추가에 합의,
재차 가서명함.

3. 외무부는 동 협정안이 1982.12월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으므로 상기 수정사항에 한하여 국무회의
심의없이 대통령 재가만으로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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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81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8호)
(V.6 1989.8-10)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조약과/통상2과

MF번호

2019-58 / 9 / 1-192

1.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1989.9.27. 서울에서
신동원 외무부장관대리와 카피 수리야디레쟈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88호).
2. 동 협정은 전문과 본문 15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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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항공 운수권 상호 부여

●

항공기 부품, 연료 등 상호면세

●

영업소득 송금권 상호인정

●

민간항공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89-0782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1989.11.9. 발효(조약 제991호)
(V.1 1976-88.5)
생산연도

1976-1989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2019-58 / 10 / 1-382

1976~88년 중 한국과 멕시코 간의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76.8월 한국 측이 항공협정 체결 제의

●

1976.9월 멕시코 측이 부정적 반응 회보

●

1977.10월 양국 항공사가 멕시코시티에서 회담 개최

●

1988.2월 주한 멕시코대사가 외무부차관 예방 시 4월 항공회담 서울 개최 제의

●

1988.4월 양측이 1988.5.26.~27. 멕시코시티에서 회담 개최 합의

●

1988.5.13. 멕시코 측이 회담 일자를 6월초로 연기 요청

●

1988.5.19. 국내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1988.5.25. 양측이 회담일자(1988.6.7.~8.)에 합의

●

1988.5.27. 정부대표 임명 및 통보

2. 한･멕시코 항공회담 개최 준비
●

외무부는 1988.5.20. 정부의 기본입장을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
- 희망노선 구조: 서울-중간제지점-멕시코시티-이원제지점
- 기본 입장: 즉시 취항은 아니며 중간 및 이원지점 관련 여타국과의 노선권 협상 등 고려,
장기적 차원에서 불특정지점 설정

●

외무부는 5.27. 주멕시코대사관에 대표단 명단 및 훈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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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83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1989.11.9. 발효(조약 제991호)
(V.2 1988.6-89)
생산연도

1976-1989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2019-59 / 1 / 1-467

한국과 멕시코 간의 항공협정을 체결함.
1. 한･멕시코 항공회담(1988.6.7.~8., 멕시코시티)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멕시코 측: Fernandez 교통체신성 민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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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협정문안 합의 및 가서명

●

주요 합의내용
- 양국간 상호 취항권 허용: 상대국 영토 내 불특정 3개지점 간 운항허용
- 제3국 취항 관련 사항: 중간지점 및 이원권 문제 관련 향후 협의 결정
- 항공안전 및 항공사 지사 설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모델에 기초한 항공안전 협력, 상대국
영토 내 지사 설치권 부여

●

평가
- 대중남미 취항의 교두보 확보
- 우리의 태평양권에서의 위치 고양 및 진출 기대

2. 항공협정 내용
●

구성
- 전문,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

●

주요 내용
- 양국 지정항공사는 양국간 여객, 화물, 우편물 운수권을 보유
- 양국 지정항공사는 과실의 환금 및 송금권을 보유
- 항공기, 부품, 연료에 대하여 상호면세

3. 항공협정 체결
●

동 협정은 1988.7.21.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Bernardo Amor 멕시코 외무장관 간 서명되고
1989.11.9. 신동원 외무부장관대리와 Andres Rozental 멕시코 외무차관 간 각서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91호).

89-0784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1989.11.9. 발효(조약 제991호)
(V.3 한･멕시코 항공회담 자료)
생산연도

1976-1989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2019-59 / 2 / 1-157

한국과 멕시코 간의 항공회담 자료임.
1. 회담 개요
●

일정, 대표단 명단, 회담 경위

●

훈령, 양측 기본입장

2. 양측 초안 비교
●

개관

●

한국 측 안에만 규정된 조항

●

멕시코 측 안에만 규정된 조항

●

주요 조항별 비교

●

조항별 양측 초안 비교 및 한국 측 대안

3. 기타
●

연설문

●

참고자료
- 공간의 자유 개념, 양국간 항공수요 자료, 멕시코 항공사 현황
- 멕시코 개황, 시카고협약, 한･캐나다 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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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85

한･미국 합동 수로측량 및 해도간행 약정서
생산연도

1979-1989

생 산 과

조약1과

MF번호

2019-59 / 3 / 1-110

1. 외무부는 1979~89년 중 한･미국 합동 수로측량 및 해도제작에 관한 약정안에 대한 의견을 미국
교통부 수로국에 회보함.
2. 미국 교통부 수로국은 1989.2월 한･미국 합동 수로측량 및 해도제작에 관한 약정이 3월 미국에서
양국대표 간에 서명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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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86

한･프랑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의 개정. 전2권.
1989.9.22. 서울에서 각서 교환: 1989.10.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3호) (V.1 1980-88)
생산연도

1980-1989

생 산 과

조약과/서구1과/영사과

MF번호

2019-59 / 4 / 1-223

1980~88년 중 한국과 프랑스 간의 사증면제협정 개정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한･프랑스 단기사증면제협정 폐기 통보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1.12.2.자 구상서를 통해 1982.1.1.자로 한･프랑스 단기사증면제
협정의 일방적 폐기를 통보

●

통보 내용
- 불법이민에 의한 실업자 증가 및 외국인에 의한 국내테러의 방지 도모
- EC(구주공동체)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국가와의 사증면제
협정의 폐기

2. 한･프랑스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6.9.16. 프랑스 정부의 한･프랑스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를 외무부에
통보

●

통보 내용
- 적용국가: EC 및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
- 적용대상: 외교관, 관용, 관광 등 모든 사증
- 10.1.부터 무사증 입국 불가

3. 프랑스의 사증면제협정 효력정지 조치에 대한 각국의 대응
●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강력히 반발

●

정부는 주프랑스대사관 등을 통하여 사증면제협정 정지의 해제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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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87

한･프랑스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의 개정. 전2권.
1989.9.22. 서울에서 각서 교환: 1989.10.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3호) (V.2 1989)
생산연도

1980-1989

생 산 과

조약과/서구1과/영사과

MF번호

2019-59 / 5 / 1-157

1989년 중 한국과 프랑스 간의 사증면제협정 개정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한･프랑스 사증면제협정 정지 및 원상회복
●

협정 정지
- 프랑스 측이 1986.10.1. 프랑스 내 테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협정 정지

●

원상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
- 1989.1.5. 주프랑스대사, Stirn 프랑스 관광장관 면담 시 협정의 원상회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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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1.12.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Fortelle 주한 프랑스대사 초치, 원상회복 촉구
- 1989.4.5. 주프랑스대사, Andreani 프랑스 외무성 관방실장 면담 시 원상회복 촉구
- 1989.4.11. 홍순영 제2차관보, Fortelle 대사 초치, 국민여론에 따른 상응조치 언급
●

원상회복 결정
- 1989.9.11. Stirn 장관 방한 시 협정의 10.1.자 정상화 통보 및 동 협정개정 제의

2. 한･프랑스 사증면제협정 개정
●

경위
- 1989.9.11.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협정개정 제의 공한 외무부에 송부
- 1989.9.22. 서울에서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와 Fortelle 주한 프랑스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동 협정 개정
- 동 협정은 1989.10.1.자로 발효(외무부고시 제173호)

●

협정요지
- 기존 무사증 체류기간(30일)을 90일로 상호 연장
-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 30일간 무사증 체류허용

89-0788

한･아일랜드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89.6.12.
Dublin에서 각서교환: 7.12. 발효(조약 제983호)
생산연도

1977-1989

생 산 과

서구1과/조약과/영사과

MF번호

2019-59 / 6 / 1-266

1977~89년 중 한국과 아일랜드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86.10월 주영국대사가 협정 체결을 외무부에 건의

●

1986.11월 외무부가 주영국대사에게 협정 체결 추진을 지시

●

1988.7월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아일랜드 상공장관 간 협정 체결 합의

●

1988.8월 한국 측이 초안 제시

●

1988.11월 아일랜드 측이 대안 제시

●

1988.12월 한국 측이 최종안 제시

●

1989.2월 양측이 최종 합의

2. 협정 주요 내용
●

한국 국민이 사증없이 아일랜드에 입국, 체류가능

●

아일랜드 국민이 사증없이 한국에 입국, 90일간 체류가능

●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행선지 국가의 이민에 관한 법령에 기속

●

각서 교환일로부터 30일 후 발효

3.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

1989.3.21. 법제처 심사

●

1989.4.28. 국무회의 심의

4. 동 협정은 1989.4.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9.6.12. 더블린에서 이기주 주아일랜드대사와
Noel Dorr 아일랜드 외무차관 간 각서교환으로 체결, 1989.7.12.자로 발효됨(조약 제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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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89

한･방글라데시 문화교류 시행. 전2권 (V.1 1981-85)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조약과/문화과

MF번호

2019-59 / 7 / 1-213

1. 1981.8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1976.6.14. 체결된 한･방글라데시 문화협정에 의거, 1981.7
~82.6월 시행할 세부 문화교류 계획안을 마련하여 한국 측 의견을 문의함.
2. 정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1981.12월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을 통하여
방글라데시 측에 전달함.
3. 방글라데시 측은 1982.5.21.자 공한을 통해 한국 측 수정안에 이의가 없음을 알려왔으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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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이 되지 않음.
4. 방글라데시 측은 1984.7.31.자 공한을 통해 1982년 논의했던 문화교류계획안의 실시를
요청해 옴.
●

정부는 1982년도 계획안을 1985~86년도 계획안으로 변경하고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방글라데시
측에 제의

5. 1985.6.17.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계기에 1985~86 한･방글라데시 문화교류 시행
계획안이 외무부 이승근 정보문화국장과 Ahmed 주한 방글라데시대사(일본 상주) 간에 서명됨.
6. 동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 협력

●

예술 및 문화 분야 협력

●

신문, 방송, 텔레비전분야 협력

●

체육분야 협력

- 인적(3~4명 교육자, 과학자), 자료, 출판물 교류

- 스포츠 팀 교환, 권투 및 체조코치 방글라데시 파견

89-0790

한･방글라데시 문화교류 시행. 전2권 (V.2 1987-89)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조약과/문화과

MF번호

2019-59 / 8 / 1-110

1. Kham 방글라데시 교육성 문화차관보는 1987.4.11. 주방글라데시대사 면담 시 1987~88년도
한･방글라데시 문화교류 시행안을 전달하면서 검토를 의뢰함.
2. 방글라데시 측은 1989.2월 추진 중인 문화교류 시행안의 연도를 1989~90년으로 수정하여
서명하기를 요청하여, 1989~90 한･방글라데시 문화교류 시행 계획안이 1989.6.18. 다카에서
Ahmed 방글라데시 문화부차관과 장만순 주방글라데시대사 간에 서명됨.
3. 동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3~4년간 교수, 교사, 기술자 교환

●

예술전문가 3인 2주간 상호방문

●

국가발전 시찰을 위한 언론인 등 교환장려

●

한국 복싱, 탁구코치 1명 3개월 파견

4. 상기 계획서에 따라, 한국 측은 1989.10월 국립 민속무용단을 파견하고, 방글라데시 측은 1990.7월에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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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91

한･이집트 간의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전3권. 1988.8.30.
서울에서 서명: 1989.6.13. 발효(조약 제978호) (V.1 1963-69)
생산연도

1963-1989

생 산 과

조약과/문화과/중근동과

MF번호

2019-59 / 9 / 1-287

1. 외무부는 1963.7.2. 주카이로총영사관에 이집트와의 문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안을 전달하면서
이집트 정부와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1967.10월 중동지역을 방문한 친선사절단(단장: 이성가 주터키대사)은 이집트 방문시 El Fiky
이집트 외무장관 서리를 면담하고 문화협정 및 무역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3. 1968.2.27. 정부는 한･이집트 간 문화협정 초안을 마련하여 이집트 측에 제시하고, 이집트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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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수정안을 제시해온데 대해 한국 정부가 수락함에 따라, 협정문안이 합의됨.
4. 한･이집트 간 문화협정이 박준규 특별사절과 Bolbol 이집트 외무성차관 간 1968.8.21. 카이로에서
서명됨.

89-0792

한･이집트 간의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전3권. 1988.8.30.
서울에서 서명: 1989.6.13. 발효(조약 제978호) (V.2 1970-87)
생산연도

1963-1989

생 산 과

조약과/문화과/중근동과

MF번호

2019-59 / 10 / 1-259

1. 1968.8.21. 서명된 한･이집트 문화협정에 대한 이집트 측의 국내 발효절차가 지연되어 양측이
지속적으로 교섭 협의함.
●

정치적 이유(북한 영향)로 이집트 외무성이 국내 절차 추진을 보류함.

2. 1974년 한국 측은 이집트의 지연으로 문화협정 발효가 지연되자,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포함된
문화교류계획 의정서를 이집트 측과 협의하기 위해 국내 유관부처의 의견을 조율함.
3. 1986.6.15. 이집트 측은 양국간 새로운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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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93

한･이집트 간의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전3권. 1988.8.30.
서울에서 서명: 1989.6.13. 발효(조약 제978호) (V.3 1988-89)
생산연도

1963-1989

생 산 과

조약과/문화과/중근동과

MF번호

2019-59 / 11 / 1-207

1. 1988.3.17. Meguid 이집트 외무장관은 주카이로총영사 면담시 한･이집트간 문화･과학･기술협력
협정 서명을 위한 이집트 측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림.
●

Meguid 장관은 동 협정서명을 위해 이집트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할 것을 희망함.

2. 1988.3.31. 양측이 협정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한･이집트 간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이 1988.8.30.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이집트 Hegazy 이집트 외무차관 간에 서명됨.
●

856

동 협정은 본문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과학 및 기술교류의 촉진을 위한 교수, 과학자,
전문가의 교환, 장학금 및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한 상호협력, 대학, 연구소, 일반 및 기술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과정 교환을 위한 특별협정 체결 등이 주요 내용임.

3. 동 협정은 양국 정부가 동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1989.6.13.자로
발효됨(조약 제978호).

89-0794

한･헝가리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89.2.1. 서울에서
서명: 1989.3.29. 발효(조약 제972호)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조약과/문화과

MF번호

2019-60 / 1 / 1-221

1. 교섭 경위
●

1988.11.29. 한국 정부는 체육부장관 헝가리 방문 계기 헝가리 측에 학술･문화･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헝가리 측도 협정 체결에 동의함.

●
●

1988.12.28.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한 한국 측 초안을 헝가리 측에 제시
1989.1.10. 헝가리 측은 문화･교육협력 부문과 과학･기술협력 부문을 통합한 ‘문화, 교육,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안을 제의함.

●

1989.1.18. 한국 정부는 헝가리 측이 제시한 단일 협상안에 동의하면서, 일부 문구 수정안 제시

●

1989.2.1.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Gyula 헝가리 외무담당국무비서 간 서울에서 서명

- 1.20. 헝가리 측과 문화협정 문안합의

2. 주요 내용
●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력 장려

●

자국 내 상대국의 문화기관 설치 장려

●

학위, 자격증 등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 검토

●

각종 출판물에 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 존중

3. 동 협정 체결의의
●

동구권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문화협정으로 양국간 이해 증진을 통한 관계강화

4. 한･헝가리 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양국 정부가 동 협정의 발표를 위한 헌법상 요건의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1989.3.29.자로 발효됨(조약 제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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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95

한･모리타니아 간의 문화협정, 1988.9.17. 서울에서 서명:
1989.6.10. 발효(조약 제980호)
생산연도

1980-1989

생 산 과

조약과/문화과

MF번호

2019-60 / 2 / 1-290

1. 교섭 경위
●

1980.6월 정부는 한･모리타니아 간 문화협정 초안을 모리타니아 측에 전달

●

1981.5월 모리타니아 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양측간 몇 차례 문안수정 협의 후 1983.7월
협정문안 합의

●

1983.9.17. 서울에서 이범석 외무부장관과 Youssouf 모리타니아 문화･청년･체육성장관 간 서명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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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문화분야의 교류 확대

●

교육분야 교류(학위 인정 등)

●

방송, 스포츠분야 교류 확대

●

의료진 교류 등 보건 및 사회분야 경험 교류

3. 한･모리타니아 간 문화협정은 모리타니아 측 국내절차 진행의 지연으로 지체되었다가 모리타니아
외무성이 1989.6.10.자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80호).
●
●

한국 정부는 1983.9.8.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후 9.15.자로 국내절차 완료
모리타니아 측은 국내 비준을 이유로 기 서명된 문안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측은 국제법 원칙상
접수 불가함을 통보함.

89-0796

한･헝가리 관광협력 의정서, 1989.11.22. Budapest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178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조약과/홍보과

MF번호

2019-60 / 3 / 1-189

1989.3.29. 발효된 한･헝가리 간 문화협정 중 관광분야 시행을 위하여 한･헝가리 간 관광협력
의정서를 1989.11.22.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89.2.1. Gombacz 헝가리 무역부차관은 교통부차관을 예방하고 한･헝가리 간 관광협정 체결
희망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정문 초안을 제시함.

●

1989.4.28 외무부는 주한헝가리대사관을 통해 정부 입장 통보
- 관광분야 협력은 한･헝가리 문화협정 및 투자보장 협정 일부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
협정만을 체결한 선례가 없음.
- 헝가리 측 초안의 내용상 정부간 협정보다는 기관 간 약정 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1989.5월 헝가리 측은 정부간 관광협정 또는 부처 간 관광협정 체결을 희망함을 알려옴.
- 의정서 형식으로 하되 주체를 정부기관으로 합의

●
●

1989.10.27. 주한 헝가리대사관을 통해 협정문안 합의
1989.11.22.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Beck 헝가리 무역장관 간 부다페스트에서 서명, 동일자로
발효(외무부고시 제178호)

2. 주요 내용
●

관광개발(단체관광 및 호텔분야의 합작 투자) 촉진

●

관광관계 국제회의, 전시회, 박람회, 세미나 상호 참가

●

관관정보 상호 교환, 여행절차 간소화

●

상대국 내 관광사무소 설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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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97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9.3.27.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89.7.21. 발효(외무부고시 제171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조약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9-60 / 6 / 1-55

1982.7.26. 체결되고 1987.5.11. 및 5.20.자 각서교환으로 개정･연장된 한･미국 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협정에 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1989.3.27. 한･미국 간 각서를 교환함.
1. 1989.2.17. 미국은 7.1.자로 효력이 만료되는 한･미국 어업협정을 내용 수정 없이 2년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각서를 전달해 옴.
2. 1989.3.27. 한국 정부는 유관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측 제안을 수락하는 회답각서를
860

주미국대사 명의로 송부함.
3. 1989.7.21. 양국간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주미국대사관과 미 국무부 간 각서교환을 통하여
동 협정은 1991.7.1.까지 연장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71호).

89-0798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1 1987.1-6)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0 / 7 / 1-257

1. 한･미국 간 어업협정 연장 개정안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1987.2.3. 자국 기원 소하성
어족보호를 위해 미국 경제수역 이원 공해상에서의 한국 유자망 어선 조업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양국간 각서를 교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각서 초안을 전달함.
2. 양측은 상호안을 교환했으나, 양측 간 아래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미국 측은 협의 중인 한･미 어업협정 갱신과 각서를 연계시키고, 공해에서의 미국 주권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추진함.

●

한국 측은 어업협정 갱신과 각서의 비연계와 미국주권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관련 조업국과의
다자간 협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둠.

3. 1987.5.11. 미국은 각서안 협의 진전을 위하여 양국대표단 간 회담을 Washington D.C.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4. 1987.5.26.~28. 한국교섭단(단장: 이종휘 수산청차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회담을 진행 하였으나,
상호 입장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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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99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2 1987.7-12)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0 / 8 / 1-334

한･미국 간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 관련 각서교환을 위한 실무협의가 1987.9.28.~30.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862

●

한국 측: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

●

미국 측: Edward Wolfe 국무부 해양어업담당 부차관보

2. 토의 내용
●

유자망 조업규제 각서교환

●

베랑해 어업자료 각서교환

3. 회의 결과
●

조업위치에 관한 자료제공 원칙 합의

●

미과학자 한국어선 승선 원칙 합의

●

조업수역 및 수온문제에 관한 실무회의 개최 합의

●

베링해 어업자료 제공 원칙적 합의

89-0800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3 1988.1-6)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0 / 9 / 1-179

1. 1988.1.9. 주일본대사관은 미국이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에 관한 다자간 워크숍(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이 참여)을 1988.4월 중 하와이에서 개최할 것을 국립수산진흥원에
제의하여 왔음을 보고함.
2.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제의한 워크숍은 한･미국 간 유자망 각서교환 문제의 우회적 타결을 위해
미국 측이 자국에 유리한 자료 및 정보 입수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참을 결정함.
●

미국 측에는 일본, 대만의 참가가 전제되어야만 동 워크숍 개최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국립수산진흥원 측을 통해 전달함.

3. 미국은 1988.7월 중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 조업규제 협의를 위한 회담을 Washington D.C.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1987.11.29. 미국 의회는 유자망의 영향에 대한 감시, 평가 및 통제법(1987.12.29. 발효)을
마련함.
- 미국 행정부로 하여금 유자망 조업국과의 즉각 교섭 의무 부과 및 법 시행 18개월 이내
조업국과 합의 불가 시, 대통령은 수산물 수입금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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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01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4 1988.7-9)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0 / 10 / 1-171

미국 측 제안으로 1988.7.25.~27. 한･미국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어업회담이 Washington
D.C.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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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

●

미국 측: L. Snead 국무부 어업담당과장

2. 주요의제
●

옵서버 승선 조사

●

시기별 조업수역 제한

●

조업단속

●

자료 제공 등

3. 기본 입장(훈령)
●

공해에서의 정당한 어로권 보장

●

양측간 합의사항은 다자간 협의에 앞선 잠정적인 조치임.

●

유자망 지도는 자율적으로 조치함.

●

한국어선 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업시기 및 수역제한은 수용 불가하며, 양국 과학자
회의를 통해 협의함.

4. 미국의 주요입장 및 발언내용
●

규제입법 상 협상기한 이후에는 대미국 수산물 수출금지조치가 예상됨.

●

특정 지역에 대한 조업활동 제한

●

유자망 어선관리를 위한 한국 국내입법, 체제정비 요청

89-0802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5 1988.10-12)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0 / 11 / 1-173

1988.11.28. 한･미국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어업회담이 Washington D.C.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

●

미국 측: L. Snead 국무부 수산국장

2. 훈령 요지
●

공해상 어업관리는 국제법에 의거 다자간 협의체제를 통해 처리함이 바람직

●

미국 기원 소하성 어류 및 해양 포유동물, 바닷새 등의 보호조치에는 적극 협력

●

미국 측 제의 공해상의 시기별 조업수역 제한조치는 과학적 조사 후 검토용의

3.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1989.6.29.까지는 어떤 형식이든 합의문서가 작성되어야 함을 강조

●

한국 측은 공해의 정당한 조업권 보장 등에는 협조할 것이나 한국 어업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

1989년도 옵서버 승선 관련, 미국 측 요구에 대해 승선 수락은 하지만, 1988년 수준으로 검토

●

미국 측은 한국의 자율 지도 단속 방침에 동의하고, 한국의 연어 및 해양포유동물 보호 지침

안될 것임을 언급하며 다자간 협의의 필요성을 설명

보완 개정의 조속 시행을 요청
●

시기별 조업수역제한 관련, 미국 측은 일본과 대만(구 중화민국)이 이미 일부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도 조속히 시기별 조업수역 제한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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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03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6 1989.1-5)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0 / 12 / 1-234

1. 1989.3.30. 미 국무부는 한국 오징어 유자망 어선에 자동 위치측정 장치를 시범설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함.
●

위치측정기 설치사업은 미국의 외국 오징어 유자망 규제방안으로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에도
제안하였으나 거절한 바 있음.

2. 한･미국 양측은 한･미국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회담을 1989.6.1.~2. Washington D.C.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함.
866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하성환 국립수산진흥원장
- 미국: Wolfe 국무부 수산담당 부차관보

●

주요 쟁점
- 시기별 조업수역 제한
- 위치 자동측정기 설치
- 미국 옵서버의 한국어선 승선
- 미국 단속관에 의한 한국어선 승선검색

●

한국 기본 입장
- 미국 단속관의 승선검색은 주권 제한사항으로 수용불가
- 한･미국 합동으로 단순한 조업수역 순시지도는 가능

3. 미국 측은 미국관리의 승선검색을 주장하고, 동일한 요구를 일본 및 대만에도 제시하였으나, 양국
모두 불가입장을 표명함.

89-0804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7 1989.6)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1 / 1 / 1-329

1. 한･미국 유자망 회담이 1989.6.1.~2.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었으나, 미국 측의 한국어선
승선검색 주장으로 결렬됨.
●

수석대표
- 한국: 하성환 국립수산진흥원장
- 미국: Wolfe 국무부 해양수산담당 부차관보

●

주요 쟁점
- 시기별 조업수역 제한
- 위치 자동측정기 설치
- 미국 옵서버의 한국어선 승선
- 미국 단속관에 의한 한국어선 승선검색

●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승선검색권에 대한 합의 없이는 타협 불가함을 확인함.
- 한국 측은 검색권은 주권사항이므로 양보할 수 없는 상항임을 설명함.

2. 미국 관련법에 의해 1989.8.29.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한국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는 대책을 추진함.
●

미국 제재 조치 확정 시한인 8.29. 이전 재교섭 추진

●

미국･일본 합의 수준에서 미국 측 요구 수용

●

장기적으로 자율규제 입장 견지, 교섭 타개를 위해 순시선 2척 건조 및 파견 검토

3. 한국은 1989.6.22.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미 단속관 한국어선 승선검색권 요구철회를
전제로 1989.6.26.~28.간 서울에서 회의를 재개할 것을 제의함.
●

Wolfe 부차관보는 회담 재개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관계부처 협의 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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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05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8 1989.7)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1 / 2 / 1-251

1. 일본과 대만(구 중화민국)이 미국과의 유자망 교섭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협상의 관건이었던 승선
검색권에 대한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본(1989.5.2.)
- 옵서버자격의 미국 단속관 1명을 일본 순시선에 승선, 옵서버자격의 일본 단속관 1명을 미국
해안경비대 정찰기에 탑승, 미국 단속 옵서버의 일본어선 탑승 허용

●

대만(1989.6.30.)
- 미국 조사관의 승선검색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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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9.7.5. 미국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Mosbacher 미국 상무장관이 유자망법에 따라 1989.
6.29. 한국 및 대만에 유자망 합의 실패 사실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을 전달함.
●

대만과는 6.30.자로 합의가 이루어져 사실상 보복 조치 대상은 한국만 남았음.

3. 한국 정부는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승선과 검색을 분리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1989.7.19.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

한국관리가 승선검색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미국관리가 검색권이 없는
단순한 옵서버자격으로 한국관리와 함께 한국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용의가 있음.
(증거물 수거활동 불가, 단순 입회 가능)

●

미국 측이 위반 사항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한국관리가 승선검색할 것임.
- 미국 측이 제시한 증거내용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미국관리의 옵서버자격, 동행 승선을 허용

89-0806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9 1989.8.1.-16.)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1 / 3 / 1-263

1. 한･미국 양측은 유자망 회담을 1989.8월 Washington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한국 측은
핵심 의제인 어선 승선검색 문제에 대해 아래입장을 정리함.
●

1안: 단속 옵서버 상호 교환, 공동 순시, 자국 단속관이 검색하고, 타방 단속 옵서버는 검색집행
사항 협의 통해 참여

●

2안: 단속관 상호 교환, 공동순시, 공동검색 허용
- 미국･일본 협의방식과 같이 묵시적 단독검색 허용 문제도 협의

●

한국 안으로 타결 불가 시 6개월 후 재협상할 것을 제의하고 회담 종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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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회담 준비자료 등이 첨부됨.

89-0807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10 1989.8.18.-31.)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1 / 4 / 1-212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 협상이 1989.8.18.~9.8. Washington D.C.에서 진행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희수 수산청차장

●

미국 측: Wolfe 국무부 해양수산담당 부차관보

2. 1989.8.19. 동 협상에서 양측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승선검색 문제(단속권), 조업수역제한
870

문제, 자동위치발신기 설치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최대 쟁점인 단속권 문제에서도 아래와
같이 이견을 노정함.
●

한국은 한미 단속관 공동검색 방안을 제시함.

●

미국은 미국 단속선의 업무 성격 및 특성을 감안할 때, 공동검색 방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3. 한국 측은 1989.8.30. 아래와 같은 기본입장을 명백히하고 교섭에 임할 것을 대표단에 지시함.
●

미국 측의 문서상 합의로 미국 순시선이 조우하는 모든 한국 유자망 어선의 방문 허용

●

한국의 유자망 조업 경제성을 보장할 수 없는 월별 조업수역 제한 요구는 수락 불가

89-0808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11 1989.9)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1 / 5 / 1-341

한･미국 간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 관련 협상이 1989.9.8. 타결됨.
1. 합의 요지
●

공해조업 관련 문제는 관련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회의를 통해 협의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태평양 유자망 조업 관련 다자협의체가 구성되기 전 양국이 우선 잠정적으로 1990년
말까지 유자망 어업에 관해 서로 협조

●

공동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우선 일방의 관계관이 타방의 어선을 방문, 확인하고
기국 관계관이 도착하면 공동방문 확인

●

시기별 조업수역 관련, 주어장의 5월 조업을 확보하고 연어, 숭어 등 북미계 소하성 어족을
보호하는 선에서 한국 수산청이 자율 규제
- 1990년부터 어장에 한국 지도선 1척 파견, 주어기에 1척 추가 파견

2. 합의 형식
●

미국･일본 형식과 같이 협정 형식이 아닌 자율적협력 형식인 각서교환 형식으로 추진

●

미 국무장관와 주미국대사 간 각서교환, 한국 수석대표(수산청 차장) 명의 서한으로 수산청
자율규제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

3. 한･미국 간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이 1989.9.13.자 Baker 미 국무장관
제안각서에 대해 1989.9.26.자 박동진 주미국대사의 회답각서를 통하여 동일자로 발효됨
(조약 제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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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09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12 참고자료Ⅰ)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1 / 6 / 1-332

1987~89년 중 한･미국 간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 관련 협상 관련자료임.
1. 미국 측 제의 각서(1987.1~88.5월)
●

letter, note 등 형식

2. 교섭대책(1987.5~89.7월)
●

검토의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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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 결과
●

출장보고서 등

4. 기타 자료(1988~89년)

89-0810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7호) (V.13 참고자료Ⅱ)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1 / 7 / 1-155

1987~89년 중 한･미국 간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 관련 협상 관련 참고자료임.
●

한･미국 어업협정 관련자료

●

유엔 유관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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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11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61 / 8 / 1-138

한국과 헝가리 간의 가축위생협정 체결에 관한 교섭내용임.
1. 주한 헝가리대표부는 1988.12.14. 외무부에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협정안을
제시함.
2. S. Csanyi 주한 헝가리대표부 상무참사관은 1989.1.10. 안효승 외무부 기술협력과장을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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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은 가축위생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설명
- 한국은 외국과 가축위생협정을 체결한 사례 전무
- 헝가리가 기타 많은 유럽국가와 함께 우제류 축산물 수입금지지역으로 분류
- 금지품목이 아닌 기타 축산물 수출입은 협정 없이도 가능

●

헝가리 측은 모든 축산품의 대한국 수출을 희망, 특히 소고기 등 가공육류의 수출에 관심표명
- 아울러 축산물 교역추진을 위해 한국 측 전문가의 헝가리 파견과 축산물 수입절차에 관한
한국 측 자료를 요청

3. F. Szabo 헝가리 농업식품부차관은 1989.3.3. 농림수산부차관을 면담,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 문제에 관해 협의함.
●

헝가리 측은 자국산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을 요청
- 아울러 헝가리 육가공장 등의 위생상태 현지조사를 요청

●

한국 측은 동 협정 체결 불가입장을 설명
- 양국간 동물 생태계 상이
- 헝가리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우제류의 생축 및 도축의 수입
금지 지역임.
- 기타 완전멸균된 가공품의 경우 협정 없이도 교역 가능
- 가축위생협정이 일반적 가축위생 협력만을 규정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소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정 체결 무의미
- 가축위생협정 체결을 통한 축산물 교역추진은 한국의 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상충될 가능성
- 헝가리 측이 협정 체결 없이 축산물의 대한국 수출을 추진할 경우 방역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차원의 협력제공 용의

89-0812

한･미국 FTA(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검토 및 주변국 동향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61 / 9 / 1-156

1. 1987~88년간 미국이 다발적으로 일본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한 FTA 제안 가능성도 부상됨.
●

Baker 재무부장관, Byrd 상원의원 등 미국 인사들은 일본, 아시아 NICs(신흥공업국), 아세안
주요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거론

●

1988.7.15. 상원 재무위는 ITC(국제무역위원회)에 한･미국 FTA 체결 가능성 조사를 요청하는
Bentsen 재무위 위원장 명의의 서한 발송

2. 한국이 파악한 FTA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동향은 아래와 같음.
●

미국 행정부는 UR(우루과이라운드)와 동시 두 국가 간 협정을 캐나다와의 협정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신중한 자세 표명

●

양자협정으로 지역무역주의를 무원칙으로 확대할 경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다국간주의와 대립하여 UR 참가국으로부터 반발 가능성 우려

●

EC(구주공동체)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UR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적극적인 검토
움직임도 존재

3.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아래 기본입장을 취함.
●

GATT 다자주의 보완측면에서 접근하되, 관계국과의 공동대처 방안모색(미국･일본 동향 예의 주시)

●

대응논리 개발 및 FTA 추진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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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13

한･호주 간의 무역협정 부속의정서 체결교섭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61 / 10 / 1-135

1. 호주 정부는 1988.8.17.~18.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6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시 무역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1975년 체결된 한･호주 무역협정을 보완하는 의정서
체결을 제안하고, 1989.10월 부속의정서(안) 초안을 한국 측에 전달함.
●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 호주 방문 및 1989.2월 호크 수상 방한 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동 의정서 조속 추진을 합의함.

2. 호주 측 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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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체결된 무역협정 취지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원칙 재확인

●

호주 관심분야인 농산물, 광물자원 및 서비스분야 교역, 투자확대 희망

●

동 분야를 망라한 별도의 스케줄을 의정서 부속서로 채택

3. 정부는 유관부처 간 협의를 통한 아래 검토의견이 반영된 한국 측 대안을 마련하고 1989.5월
주한 호주대사관을 통해 호주 측에 전달함.
●

한국이 수용하기 곤란한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를 본문 및 스케줄에서 제외

●

한국의 교역확대 관심분야(섬유, 신발,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화학)를 스케줄에 추가 포함

89-0814

미국･카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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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1. 미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의 캐나다 동향임.
1. Crosbie 캐나다 통상장관은 1989.1월 미국･캐나다 FTA에 의거, 금융서비스,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제외한 양국간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패널리스트 15명을 임명함.
●

패널리스트에는 전직 주정부수상, 전검찰총장, 학자 등 통상전문가이며, 한국무역협회 현지
컨설턴트가 포함됨.

2. 1989.1.26. 토론토 무역관 주재로 미국･캐나다 FTA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미나가 개최된바,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섬유, 의류, 직물) 캐나다의 관세율이 25%로 높은 수준임에 비추어, 미국산의 대캐나다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며, 역외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됨.

●

(전자제품) 캐나다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역외산품이 미국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

●

(자동차) 직접 생산비를 원산지 판정의 기준으로 적용, 조립승용차의 경우 북미산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해야함. 수입부품으로 조립된 자동차의 경우 동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동차 및 수입부품은 경쟁력 저하

3. 미국･캐나다 FTA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4조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단이 1989.2월 GATT 이사회 결정에 의해 설치되어, 12.8.까지 각국의 검토의견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해야하는바, 한국 정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미･캐나다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은 제3국의 대미국, 대캐나다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임.

●

동 협정상 관세는 10년 이내 철폐하기로 되어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UR 관세 및 농산물 그룹에서
제안하였는바, 양자간 합의내용을 다자간 무역협상에 강요해서는 안될 것임.

●

동 협정의 자동차협정 미가입 기업에 대한 특례적용 배제, 캐나다의 생산기준 관세 환급제도
폐지 규정 등은 미국 및 캐나다의 UR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 협상의 국산부품 사용 규정
폐지 입장과 상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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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15

한･헝가리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89.2.1.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69호)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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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헝가리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1989.2.1. 체결함.
1. 상공부는 1984.12월 한･헝가리 상공회의소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의정서 체결을 추진함.
●

김우중 대우회장 및 상공회의소 국제이사 등의 헝가리 방문(1984.12.2.~5.) 계기 이용

2. 교섭 경위
●

878

한국 측이 아래 요지의 초안을 헝가리 측에 제시(1988.12.13.)
- 무역 및 경제관계 모든 방면에서의 최혜국 대우 부여
-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구체방안 규정: 관계기관 등 교류, 합작기업 설치･운영, 전문가 및
훈련생 교류, 자문용역 제공,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 개최 등
- 공동위원회 설치: 매년 양국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
- 상호 협상에 의한 분쟁의 해결

●

이후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문안교섭 진행
- 1989.1.18. 양측이 문안에 합의

3. 동 협정은 1989.2.1.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Z. Gombocz 헝가리 무역차관 간에 서명되고,
서명직후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69호).
●

협정 주요내용(전문 및 12조)
- 양국간 무역에 있어서의 GATT 규정 준수 및 최혜국대우 부여
-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서 최혜국대우 부여 및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 견본 및 수선도구 등에 관한 관세, 부과금 면제
- 박람회 및 전람회 개최지원
- 공동위원회 설치 및 개최
- 중재재판에 의한 상사분쟁 해결
- 협정은 5년간 유효, 이후 자동연장

89-0816

한･모리타니아 간의 무역협정, 1989.7.20. Nouakchott에서
서명: 잠정 발효
생산연도

1980-1989

생 산 과

조약과/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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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모리타니아 간의 무역협정을 1989.7.20. 체결함.
1. 체결 의의
●

동 협정은 한국이 모리타니아와 1963.7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문화협정과 어업협정에 이어
3번째로 체결된 협정으로 양국간 우호협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교섭 경위
●

1980.5월 주모리타니아대사는 모리타니아 측에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

●

1985.3월 한국 측이 협정초안 제시
- 이후 양측 간 외교경로를 통해 문안교섭 진행

●

1989.3월 양측이 문안에 합의

3. 한･모리타니아 간 무역협정은 1989.7.20. 모리타니아 누악쇼트에서 이해순 주모리타니아대사와
D. Abdellani 모리타니아 내무체신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잠정 발효됨.
●

주요내용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따른 양국간 교역의 증진 도모
- 부표에 열거된 상품의 최저관세율에 의한 교역
- 상품의 수출입에 필요한 상호 편의제공
- 거래결제는 양국이 합의하는 자유태환성 화폐로 시행
- 잠정통관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면제
- 협정의 시행 및 교역의 증진을 위한 상호 협의

●

협정 최종발효
- 양국이 현행 헌법절차에 따른 비준완료 통보 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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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17

한･파나마 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73-1982

생 산 과

통상정책과/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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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파나마 양국은 무역협정 체결 교섭을 진행함.
●

1973.3월 중남미 친선사절단(단장: 윤석헌 외무부차관)의 파나마 방문시 협정체결 제의
- 파나마 측은 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4월 주한 파나마대사의 방한 시 동 협정을 정식 조인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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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2월 한국 측이 무역협정 초안을 파나마 측에 제시

●

1975.6월 파나마 측이 대안을 제시

●

1976.5월 한국 측이 수정안을 파나마 측에 제시

●

1979.5월 파나마 측이 대안을 제시

●

1979.10월 한국 측이 최종안을 제시

2. 동 협정 체결에 대한 파나마 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

파나마는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자유무역정책을 추구, 특정국가에 무역상 특혜를 줄 만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격의 무역협정 체결에 회의적

●

파나마는 아시아국가와의 교역 특히 자국의 농산물 수출(바나나, 설탕 등)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원거리 아시아국가들과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무용한 것으로 인식

3. 주파나마대사는 1982.3.17. 양국간 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

파나마 상공부 고위층이 한국과의 무역역조(약 206백만 달러 적자) 시정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 협정 체결에 집착할 경우, 파나마는 여사한 협정의 양국 교역상 상호주의
정신을 원용, 매년 바나나 및 설탕 등 수입을 강력 요청할 것이며,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

현재 한국의 수출은 대부분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재수출(파나마는 이를 자국에 대한 수출로
간주)이고 파나마 국내시장 진출에도 하등 문제점이 없는바, 한국이 상기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동 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고할 것을 건의
- 특히 일본 및 대만(구 중화민국)도 여사한 무역협정 체결을 불원

4. 외무부는 1982.3.23. 주파나마대사의 건의를 감안, 동 협정 체결 교섭 추진을 보류하도록 훈령함.

89-0818

한･우간다 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74-1982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9-62 / 5 / 1-178

1. 한국과 우간다 양국은 무역협정 체결 교섭을 추진함.
●

1974.11월 한국 경제사절단의 우간다 방문 시 우간다 측이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
- 무역협정 초안을 제시

●

1975.2월 한국 측이 대안을 제시

●

1977.2월 우간다 측이 수정안을 제시

●

1981.9월 우간다 측이 한국 측 협정안에 동의
- Omara 상무장관이 방한하여 동 협정에 서명할 것을 희망

●

1981.12월 Omara 장관은 1982.2~3월경 방한희망 의사를 표명

2. 외무부는 1981.12월 상기 한･우간다 무역협정 부속서B(우간다의 대한국 수출가능 품목리스트)에
관해 상공부, 농수산부 등과 의견을 조정함.
●

품목리스트
- 원면, 면사, 커피, 차, 원목 및 목재, 담배, 상아, 동(銅), 주석, 고추, 야채 및 채소류 등 총 16개

●

관계부처 의견
- 면사, 차, 담배, 상아, 고추 등 일부 품목은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삭제를 요망

●

외무부 의견조정
- 동 품목리스트가 한국에 수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우간다 측의 대한국 교역
관심품목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임을 고려, 우간다 측 요구대로 전부 수락하기로 결정

3. 주우간다대사는 1982.3.16. 상기 무역협정 체결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Omara 우간다 상무장관과 담당자는 한･우간다 무역협정안에 이의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나,
상금 문서로 불통보

●

동 장관의 방한이 실현될 경우에 한하여 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동 장관 방한을
계속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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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19

한･오스트리아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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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89년 중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관련 협의내용임.
1. 1984.9.26. 이종오 과기처장관은 Fisher 오스트리아 과학성장관을 방문하여,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에 대해 제안하고 12월 Fisher 방한 초청과 함께 한국 측 MOU 초안을 송부함.
●

오스트리아 측은 예산이 동반되는 실질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바, 예산상 제약을 감안할 때 우선 연구기관 간의 접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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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7.11.16.~17. 서울에서 개최된 한･오스트리아 공동위에서 한국은 동 협정의 조기체결을
제의하고, 오스트리아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바, 한국 정부는 1989.1월 협력
희망분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에너지, 자원, 금속, 기계, 생물공학, 정밀화학분야의 공동연구

●

연구기관간 협력

●

과학기술정보 자료 교류

3. 1989.2월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오스트리아 방문 시 Graf 오스트리아 경제상에게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촉구함.

89-0820

한･브라질 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1989.9.28. Brasilia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9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조약과/남미과

MF번호

2019-62 / 8 / 1-281

한국과 브라질 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1989.9.28. 체결함.
1. 추진 경위
●

1988.7.8. 브라질 외무성은 한･브라질 상설 합동위원회 설립을 제의

●

1988.12.19. 한국 정부대표단(단장: 문창화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의 브라질 방문 시
브라질 측이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초안을 제시

●

1989.3.1.~3. F. Reis 브라질 외무성 아주국장이 방한, 동 양해각서의 조속한 서명과 1989년
상반기 중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를 촉구

●

1989.4.10. 한국 측이 대안 제시

●

1989.5.2. 양측이 가서명

2. 한･브라질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는 1989.9.28. 브라질리아에서 권태웅 주브라질대사와
P. de Lima 브라질 외무장관대리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89호).
●

각서 전문
- 한국과 브라질 정부는 경제, 통상, 농업, 공업, 기능, 기술, 과학 및 문화분야에서 양국관계를
증진하고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여 합의

●

각서 본문 주요내용(7개조)
- 호혜원칙에 입각한 양국간 제반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단체와 기업 간의 접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2년마다 정례회의 개최 및 필요시 특별회의 개최
- 상호협력계획과 사업의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

●

기대효과
-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우호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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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21

한･핀란드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9.5.24.
서울에서 서명: 1989.7.6. 발효(조약 제981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2 / 9 / 1-210

한국과 핀란드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1. 체결 의의
●

한･핀란드 간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양국간 우호증진도 도모

2. 체결 경위
884

●

1988.9.7. 핀란드 측 초안 제시

●

1988.9.21. 핀란드 측은 초안 일부수정안을 송부하면서 동 협정이 가급적 조속 체결되기를 요망

●

1988.12.21. 한국 측 대안 제시

●

1989.3.15. 양측이 최종문안에 합의

3. 동 협정은 1989.5.24.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J. Puromies 주한 핀란드대사 간에 서명되고,
국내절차를 거쳐 1989.7.6.자로 발효됨(조약 제981호).
●

주요 내용
- 자국 법령에 따라 평등, 호혜의 기초 위에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증진
- 양국 정부기관, 연구센터, 대학 및 기업 간 직접적인 유대와 협력강화
- 체약당사국 또는 정부기관은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 체결 가능
- 상호 관심분야에 관한 양국의 연구센터, 대학 및 기업 간에 특별합의 가능
- 협정 및 협력활동의 시행에 관한 제반 문제의 토의 및 검토를 위한 회의 수시개최
- 협력활동과 관련된 인원, 장비에 대한 출입국 협조 등

89-0822

한･독일 간의 공구제작 기술자 훈련사업에 대한 약정,
1988.12.5. 및 1989.2.3. 서울에서 각서 교환: 1989.2.3.
발효(외무부고시 제165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조약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9-63 / 1 / 1-71

1. 한･독일 간의 공구제작 기술자 훈련사업에 관한 약정이 1989.2.3. 양국간 각서교환을 통하여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65호).
●

1988.12.5.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 명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1989.2.3.자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 회답각서 송부로 동 약정이 체결됨.

●

동 약정은 한･독일 기술협력협정(1967.2.13. 발효)의 시행약정으로 한국 공구제작 기술자의
훈련을 위한 독일 전문가의 한국 파견 및 한국 기술자의 독일 파견 훈련을 주요내용으로 함.

2. 주한 독일대사관은 1990.4.12.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한국 측 수행기관인 기업기술센터가 생산기술
연구원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상기 교환각서(1988.12.5.자 독일각서 및 1989.2.3.자 한국각서)에
기술된 기관명이 변경되어야 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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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23

한･독일 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약정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조약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9-62 / 12 / 1-76

1.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8.3.22. 외무부에 한･독일 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개발에 관한 약정체결을
제의하고 약정문안을 송부함.
●

약정문 주요내용
- 기초보건사업 모형개발을 위해 GTZ(독일기술협력재단)는 고려대, 순천향대, 한림대에 총 111만여
달러를 지원
- 단기전문가 매월 12인을 파견
- 한국 측은 동 사업수행과 관련, GTZ에 면세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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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에 지원되는 공급품 및 용역은 공개입찰 실시
- 기타사항은 한･독일 기술협력협정(1966.9.28. 체결) 적용

2. 1988.3.22.자 Jürgen Kleiner 주한 독일대사의 독일 측 제안각서에 대해 1988.9.23.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동 약정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63호).
3. Jürgen Kleiner 대사는 1989.4.4. 외무부에 한･독일 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개발에 관한 약정의
일부 개정을 제의함.
●

재정 수혜대상 대학 중 순천향대학교를 서울대학교로 교체

4. 1989.4.4.자 Jürgen Kleiner 주한 독일대사의 상기 제안각서에 대해 1989.6.2.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의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동 약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68호).

89-0824

한･독일 간의 노동부에 대한 독일자문단 사업에 관한 약정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조약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9-62 / 10 / 1-99

한국과 독일 양국은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986년 노동부에 대한 독일자문단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1989년 연장 약정을 체결함.
1. 1986.8.20.자로 발효된 독일자문단 사업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외무부고시 제120호).
●

독일 측은 4명의 자문관과 3명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125만 마르크 상당의 부품 및 장비를
공급하며, 훈련사업 및 동 분야에 대한 노동부 자문을 수행함.

●

한국 측은 행정인원 및 필요작업장 지원, 운영자금 및 독일전문가 국내활동 경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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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9.6.8.자로 발효된 상기 사업연장에 관한 각서교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외무부고시
제169호).
●

사업 자금 370만 마르크 제공(독일전무가 파견, 한국전문가 파독 훈련 등)

●

작업장 제공 등 1986년 약정과 동일

89-0825

한･독일 간의 도량형 개발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1989.6.28. 및 10.13. 서울에서 각서 교환: 1989.10.13. 발효
(외무부고시 제174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조약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9-63 / 2 / 1-37

1. 한･독일 간의 도량형 개발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이 1989.10.13. 양국간 각서교환을 통하여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74호).
●

1989.6.28.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 명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1989.10.13.자 최호중 외무장관
명의 회답각서 송부로 동 약정이 체결됨.

●

독일 측의 전문가 한국 파견 및 기자재 제공, 한국 측의 사무실･연구실 및 작업장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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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약정은 한･독일 기술협력협정(1967.2.13. 발효)의 시행 약정으로 1985.4.30. 발효된 약정을 연장함.

89-0826

한･독일 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조약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9-62 / 11 / 1-134

1. 한･독일 간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이 1987.7.2. 양국간 각서교환을 통하여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37호).
●

1987.5.25.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 명의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1987.7.2.자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 회답각서 송부로 동 약정이 체결됨.

●

동 약정은 한･독일 기술협력협정(1967.2.13. 발효)의 시행 약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국 용접기술자 양성을 위한 독일 전문가의 한국 파견과 한국 강사요원의 독일 파견 연수

2. 한･독일 간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수정약정)이 1989.1.6. 양국간 각서교환을 통하여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64호).
●

1988.12.5.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 명의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1989.1.6.자 신동원 외무차관
명의 회답각서 송부로 동 약정이 체결됨.

●

동 약정은 상기 1987년 약정 내용 중 한국 강사요원의 독일 파견 연수 및 물자의 공여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변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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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27

한･기네비소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1988.12.26. Dakar에서 서명: 1989.4.3. 발효(조약 제973호)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9-63 / 3 / 1-336

1. 한･기니비사우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일반협정이 1988.12.26. 세네갈 다카르에서
세네갈 주재 양국대사 간에 서명됨.
●

동 협정은 양국 정부가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고함으로써 1989.4.3.
발효됨(조약 제973호).

2. 동 협정의 구성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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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전문 및 본문 8개조

●

주요 내용
- 경제협력 증진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타방국 국민에 대한 공평한 대우 보장
- 전문가 방문 및 연수, 과학자 교환
-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 설치

3. 동 협정 체결 교섭 경위은 아래와 같음.
●

1981.8월 한국 측이 동 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초안을 제시

●

1986.3월 기니비사우 측이 대안을 제시

●

1986.6월 양측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89-0828

한･헝가리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9.3.29.
Budapest에서 서명: 1989.7.7. 발효(조약 제982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9-63 / 4 / 1-303

한국과 헝가리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1988.11.30. 헝가리 측이 양국간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 용의표명

●

1988.12.27. 한-헝가리 외무차관 회담 시, 헝가리 측은 동 협정 체결 검토를 요망

●

1989.1.9. 헝가리 측이 초안 제시

●

1989.1.24. 한국 측이 대안 제시

●

1989.3.1. 양측이 문안에 합의

2. 동 협정은 1989.3.29. 부다페스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바르코니 피터 헝가리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89.7.7. 발효됨(조약 제982호).
●

협정 주요내용
- 양국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한 과학기술협력 촉진
-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 자국에 체류하는 타방국 국민에게 협력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자국법령 범위
내에서 제공
-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지식을 상대국 동의없이 제3국에 공개 불가

3. 한･헝가리 간 여타 협정 체결현황
●

투자보장협정(1988.12.28.서명, 1989.1.1.발효)

●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1989.2.1.서명 및 발효)

●

문화협력협정(1989.2.1.서명, 1989.3.29.발효)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1989.2.1.서명, 1989.4.1.발효)

891

89-0829

한･레소토 간의 무역･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1.5.15. Maseru에서 서명: 1989.2.1. 발효(조약 제970호)
생산연도

1980-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63 / 5 / 1-266

1. 한･레소토 간의 무역･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981.5.15.서명)이 1989.2.1.자로 발효됨
(조약 제970호).
●

동 협정은 무역･투자 등에 있어 상호 최혜국 대우 부여, 수입산품의 제3국에의 수출가능, 공동위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2. 한･레소토 외교관계가 1983.6~86.2월간 정지됨으로써 동 협정의 발효가 지연되었으나 레소토 측이
1989.2.1.자 공한으로 동 협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요건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동 협정이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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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은 1981.5.28. 법적요건 완료를 통보함.

89-0830

한･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간의 신탁기금설치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1989.12.15. Vienna에서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제179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9-62 / 6 / 1-209

1. 한･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간 신탁기금설치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가 1989.12.15. 비엔나에서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와 D. Siazon UNIDO 사무총장 간에 교환되고, 동일자로 발효됨
(외무부고시 제179호).
●

각서내용
-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 간 경제기술협력분야에서의 기술지원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기금으로서 30만 달러를 UNIDO에 기여
- UNIDO는 헌장상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상기 기여금을 접수, 관리

●

신탁기금 개요
- 목적: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증진
- 규모: 30만 달러
- 기금 집행시기: 1990년 중
- 용도: 한국의 대개도국 진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대개도국 기술공여(타당성 조사,
투자환경 조사, 투자협의회 조사, 교역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기술전문가 파견 등)

2. 외무부는 1989.12.21. 상기 기금설치에 관해 보도자료를 배포함.
●

정부는 UNIDO를 통한 대개도국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UNIDO에 신탁기금 30만 달러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1989.12.15. UNIDO와 신탁기금 설치협정을 체결

●

UNIDO는 개도국 공업개발을 위한 유엔전문기구로서 회원국 정부 또는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신탁 받아 개도국 공업개발 노력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제도를 1986년부터 운영 중

●

한국은 현재까지 주로 양자관계에 의한 대개도국 경제기술협력을 제공해 왔으나, 1987년
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 연간 30만 달러 규모로 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아･태지역
개도국과 경제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방식의 효율성이 입증되어
UNIDO에도 신탁기금을 설치

●

동 신탁기금은 한국기업의 대개도국 진출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서 타당성 조사, 워크숍 개최,
전문가 파견 등 사업발굴 단계의 활용에 우선적으로 활용

●

UNIDO에 설치된 신탁기금은 UNIDO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산업기술정보, 기술이전에 관한
노하우 등을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대개도국 기술협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한국기업의
대개도국 진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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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31

국제이민기구 헌장 개정 한국 가입, 1989.11.1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63 / 6 / 1-119

1. Purcell ICM(국제이민위원회) 사무총장은 1988.12.16. 주제네바대사에게 제55차 ICM 특별총회에서
ICM 헌장개정안이 채택된 사실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 개정 헌장 수락을 요청함.
●

제55차 총회(1987.5.20.) 시 IOM(국제이민기구)로 명칭변경 등을 포함한 전반적 헌장 개정
- 동 개정헌장은 회원국(현재 35개국)중 2/3이상의 수락으로 발효

●

IOM의 목적
- 수민(受民)국 및 송출국의 특정수요에 응해 질서 있는 계획이주(해외취업 포함) 추진
- 난민 정착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난민의 송출 및 정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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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과 난민문제에 관해 제국가들과 국제기구 간 협력증진

2. 주제네바대사는 외무부 훈령에 따라 1989.6.15. ICM 사무총장 앞으로 한국이 IOM 헌장 개정안을
수락한다는 서한을 송부함.
3. ICM 사무국은 1989.11.14. 주제네바대사에게 ICM 개정헌장이 발효했으며, 이에 따라 ICM이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국제이민기구)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함.
4. 외무부는 1989.11.14. 국제이민기구 개정헌장이 발효되었음을 고시함(외무부고시 제177호)
●

헌장 주요내용
- 정부간 이민위원회 명칭이 국제이민기구로 변경
- 기구의 인도적 목표 및 방향 등의 강화
- 헌장 당사자를 정부에서 국가로 수정
- 회원국이 헌장의 제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로서의 회원자격 박탈을 자격정지로 완화
- 이사회 회합 시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옵서버자격 인정 및 집행위원회의 역할강화 등

89-0832

AFDF(아프리카개발기금) 설립협정 한국 가입, 1980.2.27.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조약2과

MF번호

2019-63 / 7 / 1-261

1. 한국 정부는 AFDF(아프리카개발기금) 설립협정에 대한 가입을 추진함.
●

AFDF 개요
- 1973.7월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구성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및 역내 협력과 무역증진을
위해 AFDB를 보조하고 장기저리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역외 선진 19개국 및 AFDB가 가입)
- 자본금은 4억 39백만 달러 규모

●

한국의 가입추진
-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경제관계증진 및 진출기반확대를 위해 AFDF 가입을 추진
- 1979.3.20. AFDF 가입 신청
- 1979.3월 AFDF와 가입조건(출자) 합의
- 1979.5월 제6차 정기총회에서 한국의 가입결의가 채택될 예정
- 1차적으로 AFDF 가입 후 AFDB 가입을 추진(동 가입이 선행조건)

●

AFDF 및 AFDB 가입목적
- 기금 및 은행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한국 기업체가 참여(가입국에만 사업참여자격 인정)
- 기금 및 은행과 공동융자를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및 연불수출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분산
- 대아프리카 경제진출을 통한 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강화

2. 1979.5월 제6차 AFDF 정기총회 참가 한국대표단의 종합평가 및 건의임.
●

한국의 AFDF 가입은 아프리카 경제개발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진출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대한 새로운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한국의 비동맹 외교에 도움

●

AFDB 대리이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AFDB/AFDF 연락업무, 아프리카지역 진출 한국인에 대한
재정, 금융, 세제 자문, 효율적인 자료 정보수집 등 업무수행을 위해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재무관을 파견 조치할 것을 건의

3. 외무부는 AFDF 설립협정 가입을 위한 조치를 시행함.
●

1979.4월 국무회의 심의

●

1979.5.16 제6차 총회 시 정인용 재무부 차관보(한국 측 수석대표)가 동 협정에 서명
- 출자금은 약 1,110만 달러(현금 25%, 증권 75%) 규모

●

1979.12.3. 국회에서 동 협정 가입 비준동의안 통과

●

1980.2.27. 한국의 가입 비준서 기탁
- 동일자로 한국에 대해 동 협정 발효(조약 제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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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33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
(조약 제1399호) 전3권 (V.1 공동기금 설치회의)
생산연도

1976-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9-63 / 8 / 1-18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공동기금 설치를 위한 각종 협상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개최 배경
●

개도국 77그룹이 제4차 UNCTAD 총회(1976.5월, 나이로비) 시 1차산품 IPC(통합상품계획)의
핵심인 공동기금 설립을 주장, 동 기금설립 결의안 채택
- 동 협상회의를 1977.3월 이내 개최, 그 이전에 예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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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준비회의(1976.11.29.~12.4., 제네바)
●

공동기금의 기본목적이 1차 산품 생산 개도국의 수출소득 제고에 있는바, 한국은 순 수입국으로서
공동기금 설립에 소극적 입장 견지

3. 제2차 준비회의(1977.1.24.~29., 제네바)
●

동 기금의 목적 및 운영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참가그룹 간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없이 종료

4. 제3차 준비회의(1977.2.21.~3.1., 제네바)
●

77그룹이 동 기금의 재원 및 국별 부담방안을 제시
- 제2차 회의 시 제시된 동 기금의 목적 및 운영방안과 함께 토의

●

차기 협상회의 의사진행 규칙과 3차 준비회의 보고서 안을 채택

5. UNCTAD/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 공동주관 공동기금 지역세미나(1977.9.19.~22., 방콕,
한국은 김현곤 외무부 경제기구과장 참석)
●

공동기금 협상회의(1977.11.7.~12.2., 제네바)에 대비한 제반문제 토의 및 입장정립 도모
- 동 기금설치에 관한 선후진국 입장 및 공동기금 설립안 검토, 제2차 협상회의 전망 등

6. 공동기금에 관한 77그룹회의(1977.10.19.~21., 제네바)
●

제2차 협상회의에 대비, 77그룹의 공동입장 검토
- 기금의 목적, 기여금 지불기준, 공동기금과 개별 상품협정과의 관계 등

89-0834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
(조약 제1399호) 전3권 (V.2 공동기금 협상회의)
생산연도

1976-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9-63 / 9 / 1-269

제1~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공동기금 설치를 위한 각종 협상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협상회의(1977.3.7.~4.1.)
●

수석대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

●

공동기금 설치에 필요한 협약안, 각국의 분담금 문제 등 논의
- 공동기금 설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선진･후진국 간 이견으로 결론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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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속개회의(1977.11.7.~12.2.)
●

수석대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

●

77그룹, B그룹 등 각 그룹별로 협상진전 상황을 평가

●

77그룹은 협상진전의 부진을 이유로 협상중단을 제의, 협상 중단

3. 제2차 협상회의(1978.11.14.~30.)
●

수석대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

●

공동기금의 자금원 등 일부 쟁점에 합의
- 그러나 자금의 규모, 기금 염출방법, 정부 직접갹출 등 주요쟁점에 미합의

●

미합의사항 검토를 위한 차기회의가 제5차 UNCTAD 총회(1979.2월) 이전 개최될 예정

4. 제3차 협상회의(1979.3.12.~16.)
●

수석대표: 박노수 주제네바 공사

●

공동기금의 규모 및 각국 분담, 투표권배분 등 주요쟁점에 합의
- 기금규모: First Window(완충재고 융자목적) 4억 달러, Second Window(연구, 개발 등
목적) 3억 5천만 달러
- 정부 직접기여금: 3억 7천만 달러(각국 최소 공동납입액 1억 5천만 달러, 그룹별 배정액 2억
2천만 달러)
- 투표권 배분: 77그룹 47%, B그룹(선진국) 42%, D그룹(동구권) 8%, 중국 3%

●

대표단 평가
- 공동기금 납입방식이 구체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국은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질 전망(최소
157만 달러 이상)

5. 제4차 협상회의(1980.6.5.~18.)
●

수석대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

●

공동기금협정안 최종 채택
- 정부 직접기여금(4억 7천만 달러) 확정
- 직접 기여금 및 주식의 배당: 최소 분담금과 각국의 1차산품 무역비중에 따라 배당(한국은
주식 176, 기여금 176만 달러 배당)
- 자본 기여금 납입단계, 투표권 배당 등 결정(한국은 기본투표권 150개, 추가 340개, 총 490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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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35

상품공동기금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89.6.19. 발효
(조약 제1399호) 전3권 (V.3 한국 가입)
생산연도

1976-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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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상품공동기금 설립협정에 가입함.
1. 협정 개요(1981년 외무부 작성)
●

설립목적
- 개도국의 주요 수출소득원인 1차산품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IPC(통합상품계획)
목표 실현
- 개도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18개 대상 1차산품에 대한 ICA(국제상품협정) 체결 및
기능 촉진

●

기능
- 1차산품의 국제 완충재고 및 국제적으로 조정된 개발국가의 재고에 대한 금융지원
- 상품개발 등에 대한 금융지원

●

재원
- 직접출자 자본금 4억 7천만 달러, 자발적 출연금 2억 8천만 달러(목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금 등

●

한국의 동 기금 가입 필요성
- 동 기금이 개도국의 1차산품의 수출입 안정을 통해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도국과의 유대강화 기대
- 1차산품 수입국인 한국은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물가안정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
- 상품공동기금을 통해 세계 1차산품 시장정보의 조기 입수 및 활용 기대

●

한국의 동 기금 출자 및 출연 예정액
- 직접 출자금 176만 달러, 자발적 출연금 20~50만 달러(예정)

2. 한국은 상품공동기금 설립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조치를 시행함.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1981.4.13.)

●

국무회의 심의(1981.10.16.)

●

박수길 주유엔대표부 공사가 특명전권위원으로서 동 협정에 서명(1981.11.27.)

●

국회 동의(1981.12.14.)

3. 주유엔대사는 1982.3.30. 유엔사무국에 한국의 상품공동기금 설립협정 비준서를 기탁함.
●

협정상 직접출자금 주식납입방법에 대한 한국입장도 통보

4. 동 협정은 90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된 1989.6.19.자로 발효됨(조약 제1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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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36

관세율표상의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의 및
동 협약 수정의정서 한국 탈퇴, 1989.1.5.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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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1950.12.15. 작성, 1955.7.1. 수정)이
1968.10.2. 한국에 대해 발효된 바 있음.
2. 한국은 1988.1.1.부터 동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87.12.28. 주벨기에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
-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서 탈퇴한다는 구술서를 작성,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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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에 전달

3. 주벨기에대사는 1988.1.5. 벨기에 외무성에 한국의 상기 협약 탈퇴서를 기탁함.
●

벨기에 외무성은 한국의 동 협약 탈퇴 발효일자를 통고일로부터 1년 후인 1989.1.5.로 확정

4. 외무부는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이 1989.1.5.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고시함.

89-0837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9.6.11. 발효(조약 제977호)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9-64 / 1 / 1-330

한국의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가입 추진 내용임.
1. 협정 개요
협정 경위
- 1976.9월 제1차 ECDC(개도국간 경제협력)회의에서 GSTP 수립 필요성 강조
- 1982.10월 GSTP에 대한 77그룹 각료선언 채택
- 1985.7~86.5월 제1~2차 GSTP 각료회의 개최
- 1988.1~2월 제1~2차 협상 개최(제네바)
- 1988.4.6.~11. 제3차 GSTP 각료회의(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GSTP 협정 채택(88.4.13.)
- 1989.4.19. 동 협정 발효
● 협정 의의
- 개도국이 집단자조 정신 아래 상호간 관세, 비관세 장벽완화를 통한 무역, 생산 및 고용의
증진 도모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선진국 중심체제에 대한 개도국 간 실효성 있는 무역제도 확립
● 협정 주요내용(서문, 34개 조문 및 4개 부속서로 구성)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시행
- 협정의 운영 및 협상의 이행담당을 위한 참가국위원회 설치
- 기본규정: 양허 품목에는 최혜국 원칙 적용, 세이프가드 및 최빈국 특별대우
- 15개국의 비준 후 30일 경과 시 발효
●

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협정 채택 이후 GSTP 협정 참가 개도국 중 세계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희망함.
3. 외무부는 1989.6.9. GSTP 협정 비준에 관해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한국 정부는 1989.5.12. GSTP 협정 비준서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수탁자인 유고슬라비아
정부에 기탁
- 동 협정은 협정 제26조 2항에 따라 비준서 기탁 후 30일인 1989.6.11.자로 한국에 대해 발효
(조약 제977호)
● 한국이 동 협정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개도국과의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발개도국으로서의 한국과 개도국 간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 협정의 주요골자는 77그룹 개도국 회원국만이 참여하는 GSTP를 설립, 협정참가국 간에
협상되고 교환된 관세, 유사관세 및 비관세 양허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
- 참가국은 GSTP 확대를 위해 수시로 협상을 개최
- 참가국 정부대표로 설립된 참가국위원회가 협정의 운영과 협상을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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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38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9.6.11. 발효(조약 제977호) 전3권 (V.2 후속조치 I (1989))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9-64 / 2 / 1-160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가입 관련 후속조치임.
1. 한국은 GSTP 협정이 1989.6.11.자로 한국에 대해 발효됨으로써 동 협정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를 취함.
●

상공부는 6.14.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개정 고시(1989.6.26. 시행)
- GSTP 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 품목
- 원산지 기준 설정: 수출국 부가가치를 FOB 가격의 50% 이상 부가 등
- GSTP 협정 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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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에 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조사기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관인 및 서명 통보

2. 관세정보지는 GSTP가 1989.6.11. 한국에 대해 발효되었다고 밝히고 아래와 같이 보도함.
●

한국은 GSTP 48개 회원국에 대해 사탕수수당 등 26개 품목의 관세율을 평균 10% 인하
- 이들 회원국으로부터 1,415개 품목에 관해 관세 양허 혜택 수혜

●

한국이 GSTP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이 양허한 26개 품목은 국내생산이 거의 없는 비경쟁원료와
열대산품인 반면, 48개 회원국으로부터 양허 혜택을 받는 품목은 1,415개
- 선진국 중심의 수출시장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하는 계기

●

정치외교적으로는 남남협력과 개도국 간 협력증진을 통한 개도국 내에서의 영향력 증진과 한국의
위상증진에 기여

3. UNCTAD 사무국은 1989.11.15. 현재 GSTP 협정 비준국이 한국을 포함한 29개국임을 통보함.

89-0839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9.6.11. 발효(조약 제977호) 전3권 (V.3 후속조치 II (1990-91))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9-64 / 3 / 1-155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가입 관련 후속조치임.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90년 GSTP 협정에 따른 각국의 원산지증명 발급 및 문의 처리기관, 동 증명
발급용 관인, GSTP 협정 비준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함.
2. GSTP 협정 사무국은 1990.2.5. 제2차 GSTP 협정 참가국위원회(1989.11.22.)의 결정에 따라
동 사무국이 마련한 무역통계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한국의 수입통계를 작성,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세관번호, 품목명, 1989년도 수입실적(GSTP 회원국과 전세계를 구분), 주요 수입국 등

●

GSTP 협정 사무국은 1990.5.2. 한국의 수입통계자료를 각 회원국에 배포

3. 외무부는 1990.4.10. GSTP 제1라운드 협상을 평가하고 제2라운드 협상을 전망함.
●

제1라운드 협상평가
- GSTP 출범을 통해 단기적인 경제통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개도국 간 무역증진을
위한 최초의 개도국만의 다자간 법적체제를 마련했다는 정치적 의의 존재
- 선발개도국으로서 한국은 협정에 적극 참여하여 GSTP 출범에 기여
- GSTP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로 한국의 수출증진 효과 기대
- 선발개도국으로서 한국의 지위에 상응한 양허 공여는 미흡: 현 수준 2배 이상의 양허제공품목
확보 필요, 특히 남남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의지표명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하여는
특별한 양허 제공이 요망

●

제2라운드 협상출범 전망
- 당초 베오그라드 회의에서 제1라운드 협상타결 직후 바로 제2라운드 협상출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시간부족으로 협정발효 후 설치될 참가국위원회에서 후속협상 개시문제를 논의
결정하도록 합의
- 제2라운드 출범 시에는 협상대상의 확대(관세 이외 비관세분야 등), 양허 품목의 확대
(20~30% 관세인하), 양허 품목 수의 증가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인도는 1990년도 중 제2라운드 출범을 위하여 각국 입장 타진 중
-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종료 후 제2라운드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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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40

IMO(국제해사기구) 협약 개정, 제5차
생산연도

1977-197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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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차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1977.11.17., 런던)에서 제5차 IMCO 협약개정안이 채택됨.
●

개정 주요내용
- 기구의 목적 추가: 기술협력 촉진을 추가
- 총회 및 이사회의 기능 확대: 기술협력위원회 증설에 따른 총회기능 확대
- 기술협력위원회 신설: 1년에 1회 이상 회합하여 기구의 범위 내의 모든 기술협력문제 협의
- 협약 개정조항 개정: 총회는 개정발효 1년 후 개정 불수락국가에 대해 당사국으로서의 지위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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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 IMCO 협약개정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동 수락서를 1979.5.18.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기 위해 IMCO 사무총장에게 송부함.
●

동 협약개정안 수락 의의
- 해사문제 전반에 관한 국제협조 체제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동 기구 협약개정을 수락함으로써
동 기구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향상 도모
-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관심표명

●

유엔은 5.31. 동 수락서를 공식 접수
- 6.18. 현재 한국을 포함한 총 20개국의 수락서 접수

89-0841

IMO(국제해사기구) 협약 개정, 제6차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9-64 / 5 / 1-115

1. 제11차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1979.12.15., 런던)에서 제6차 IMCO 협약 개정안이 채택됨.
●

개정 주요내용
- 동 기구 회원국수의 증가에 따른 이사회 회원국수 확대 조정
- 이사회 회원국수: 24→32개국으로 증가
- 이사회 의결정족수 증가: 16→21개국으로 증가
- 개정조항의 개정: 개정조항 내에 개정을 이유로 한 탈퇴규정 삽입

2. 한국은 IMCO 협약 개정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동 수락서를 1980.3.20.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기 위해 IMCO 사무총장에게 송부함.
●

개정수락의 의의
- 해사문제 전반에 관한 국제협조 체제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동 기구 협약의 개정을 수락함
으로써 동 기구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향상을 도모
- 한국의 이사국 피선 가능성 증대

3. 동 IMCO 협약 개정안은 1984.11.10. 한국에 대해 발효됨(고시 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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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42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국내적용 및 이행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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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부는 1989.6.23. 외무부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1949.9.19. 채택, 1952.3.26. 발효, 한국은
1971.6.14. 가입, 1971.7.14. 한국에 대해 발효(조약 제389호)) 이행방안에 관해 아래 의견을
문의함.
●

한국은 자동차관리법 및 동 특례규정에 의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체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한국
내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동 협약의 내용과 정신에 따라 특례를 인정
- 최근 한국민이 승용차를 일시 반출하여 동 협약체약국에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협약준수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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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문의내용
- 한국의 식별기호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식별기호를 88 서울올림픽 당시 사용한 한국의 약칭인 “KOR"로 하는데 대한 의견과 세부
통보절차 여부 등

2. 주유엔대사는 1989.7.10.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유엔사무국에 확인한 바, 한국 식별기호는 ROK로 기 통보

●

동 식별기호 변경가능 여부
- 동 식별기호는 변경될 수 있으며, 문서에 의한 통보로서 가능
- 변경절차는 당초 식별기호를 다른 기호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외무부 서한을 유엔사무국에
직접 송부
- 유엔사무국은 동 서한접수 후 상기 내용을 회원국에 통보

3. 외무부는 1989.9.25. 교통부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협약 제20조 상의 식별기호

●

협약 제20조 상의 “모든 자동차”의 정의

- 한국은 식별기호로 ROK로 통보, 유엔사무국은 동 협약가입국에 이를 통보
- 제20조 상의 모든 자동차라고 함은 국제도로 교통상의 자동차를 의미하므로, 부속서 4의
식별기호는 외국에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부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89-0843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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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WTO(세계관광기구) 사무국은 1983.12.22. 외무부에 제5차 UNWTO 총회(1983.10월, 뉴델리)
시 채택된 동 규정 제14조 및 제15조 개정에 대한 한국의 동의여부를 문의함.
●

개정내용
- 제14조: 제1항b로 UNWTO 본부 유치국은 집행이사회에서 추가로 영구적인 1석을 부여
한다는 내용 추가
- 제15조: 이사회 회원국의 임기종료 시 공정하고 공평한 지리적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갱신될 수 없으며, 동 갱신 요청은 참석회원국 과반수 동의로
승인한다는 내용 추가

●

규정 개정요건
- 회원국의 2/3가 기탁국 정부에 그 개정의 승인을 통고한 때에 전회원국에 대해 효력 발생

2. UNWTO 사무국은 1986.2.28. 외무부에 상기 UNWTO 규정 개정에 대한 회원국의 조속한
동의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함.
3. 교통부는 1986.6.14. 외무부에 UNWTO 규정 중 한국의 미승인 규정에 대한 승인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규정 제14조 및 제15조 승인여부가 대상

4. 주스페인대사는 1989.1월 현재 UNWTO 회원국(108개국)의 규정 개정 승인현황(1987.12.31.
작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제14조: 19개국

●

제15조: 1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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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44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1 1969-81)
생산연도

1969-198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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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네스코 사무국은 1969.8.12. 외무부에 제15차 총회 시 결의에 따라 문화재의 불법수출입금지에
관한 협약 초안 및 검토보고서를 송부함.
2. 문화재의 불법수출입, 소유권 이동방지 및 금지협약 전문가 회의가 1970.4.13.~24. 파리에서
개최됨. (한국은 윤하정 주프랑스공사 등 대표단 참석)
●

동 협약 최종안 가결
- 아울러 문화재 불법반출에 관해 각국 외교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총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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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는 1981.8.5.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가입을
검토하면서 문화공보부, 문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

동 협약은 제16차 유네스코 총회(1970.11.14., 파리) 시 채택, 1972.4.24. 발효
- 1981.8월 현재 50개국이 가입

●

가입 이유
- 한국이 문화재의 불법 해외반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 협약에 가입 필요

4. 문교부와 문화공보부는 1981.8~9월 상기 유네스코 협약가입에 관해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각각
회신함.
●

문교부
- 유네스코 채택 국제협약 중 회원국 상당수가 가입되어 있고 국가적 이익이 되는 협약에
가입하여 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한국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
-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가입 희망

●

문화공보부
- 한국의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과 대외적으로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협력증진 가능
- 특히 일본 등에 부당하게 반출된 한국 문화재의 반환을 촉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 보유
- 대북한 관계에서도 한국이 먼저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통성을 대외에 과시 가능
- 동 협약 가입을 적극 찬성

89-0845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2 1982)
생산연도

1969-198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9-64 / 9 / 1-235

외무부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함.
1. 국무회의 의결(1982.9.23.)
●

제안이유
- 도굴, 도난, 불법반출 등으로부터 한국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
-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국제적 문화교류와 협력증진 기회 마련
- 대북한 관계에 있어 한국의 한반도에서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통성을 대외에 과시
- 밀반출된 한국 문화재 반환촉구의 근거 마련

●

협약 주요내용
- 국제협력을 통한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방지
- 협약당사국은 문화재 반출을 인정하는 적절한 반출증명서 발급
-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취득방지를 위한 국내 입법조치 및 불법반입 문화재의 회수, 반환에 협조
-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입자에게 형벌 및 행정적 제재부과
- 협약 발효 이전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하여는 관계국 간의 개별약정에 의해 해결
- 유네스코의 자문 및 기술지원

2. 국회동의 여부 검토(1982.10월)
●

법무부 및 법제처 의견
- 문화재의 불법반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무에 관해 한국 문화재보호법 개정 필요(입법사항에
관한 협약으로 국회동의 필요)

●

문화공보부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상정(위반자 처벌내용 포함)
- 1982년 정기국회 중 통과예상

●

따라서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본 협약가입을 위한 국회 회부는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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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46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3 1983)
생산연도

1969-198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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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1983.2.14. 주프랑스대사를 통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수락서를 기탁함.
2. 외무부는 1983.2.14. 상기 협약 수락에 관해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

한국 정부는 제5공화국의 광범위한 문호개방정책과 국제문화교류증진 노력에 발맞추어 문화재의
보존, 보호 및 교류에 관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동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동
협약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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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협약은 유네스코가 국제적 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채택한 25개 협약 중 하나로 한국이
당사국이 되는 최초의 유네스코 협약임.
●

제16차 유네스코 총회(1970.11.14.)에서 채택된 동 협약은 전문과 본문 26개조로 구성
- 인류문명과 국민문화의 기본 유산인 문화재의 보호는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조직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하에 한 영토안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굴, 도난 및 불법
반출로부터 보호하고 적법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데 의의

●

한국은 동 협약을 수락함으로써 한국 소장의 문화재를 국제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그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유네스코의 자문 및 기술지원을 얻을 수 있으며, 차후 밀반출되는 한국 문화재에
대해 협약당사국 간에 반환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 등 주로 과거의 문화재 피탈(被奪)국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동 협약은
1983.5.14. 한국에 대해 발효하게 되며, 한국은 51번째 협약당사국임.

3.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은 동 협약 제21조에 의거,
1983.5.14. 한국에 대해 발효됨(조약 제809호).

89-0847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9.9.29. 전2권 (V.1 1982-84)
생산연도

1982-1990

생 산 과

국제협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2019-64 / 11 / 1-328

한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대책 및 조치사항임.
1. 조선제 문교부 학술진흥과장이 1982.12.6.~16. 파리에서 개최된 아･태지역의 고등교육 학위인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 참가함.
●

주요 협의결과
- 아태지역 국가 간에 고등교육 교류를 위한 학위인정 문제를 집중 논의
- 모든 참가국이 동 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

2. 정태범 문교부 교직국제국장 등이 1983.12.12.~16. 방콕에서 개최된 아･태지역의 고등교육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지역협정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가함.
●

주요 회의결과

●

한국대표 발표내용

- 고등교육 학위인정에 관한 최종의정서(Final Act) 및 협약안(Convention) 채택, 서명
- 동 협약의 기본취지 및 내용에 찬성, 지역국가 간 교육교류 사업 협조의사 표시
- 아･태지역의 교육,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실천방안 모색의 중요성 강조
- 한국의 개방정책 홍보
●

대표단 건의사항
- 본 협약의 내용 및 취지로 보아 한국의 동 협약에 가입,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
- 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에는 외무부 또는 현지 대사관 직원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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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48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9.9.29. 전2권 (V.2 1988-90)
생산연도

1982-1990

생 산 과

국제협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2019-64 / 12 / 1-241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
1. 1989.8.29. 아･태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협약에 대한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수락서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이 1989.9.29.
자로 한국에 대해 발효됨(조약 제990호).
●

912

협정 취지
- 각국 간 교육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당사국 간에 학위를 상호 인정
- 유네스코 주관하에 아태, 남미, 카리브, 지중해연안, 아랍, 유럽, 아프리카지역별로 각각 협정안
작성 추진

●

협약 주요내용(전문 및 본문 23개조)
- 체약국은 모든 체약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용 가능한 교육 및 연구자원의 효과적 이용 허용
- 수학과 학문적 자격의 비교, 인정에 관한 지역적 및 세계적인 협력증진
- 체약국은 아래 가능한 필요한 조치 시행
- 타방국에서 발급된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
- 타방국 고등교육기관에서 행한 수학 및 중도수료 인정에 적용 가능한 절차의 규정
- 체약국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구, 각국대표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 및 양자간
또는 소지역 기구를 통해 최대한 노력
- 체약국은 고등교육의 수학,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학위 및 기타 학문적 자격에 관련된 정보 교환

2. 1989.8.29. 현재 동 협약당사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호주, 중국, 스리랑카, 터키, 북한 등 총 6개국임.

89-0849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외교회의. Washington D.C., 1989.5.8.-2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9-65 / 2 / 1-185

정부는 1989.5.8.~26.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C(집적회로)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WIPO
(세계지적 재산권기구) 외교회의에 박홍식 특허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주요결과
●

참가국의 96% 찬성으로 IC 보호조약 채택
- 개도국 및 EC(구주공동체) 등 선진국과 사회주의국가는 찬성
- 미국과 일본은 반대
- 캐나다 등 5개국은 기권

2. 한국대표단 활동(기본입장 발표)
●

반도체 기술의 보호 필요성 강조

●

반도체 기술개발 노력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기술공개

●

보호의 엄격한 적용으로 세계 전기, 전자시장에서의 선의의 운영 제한 불가

●

기술수준과 이익균형을 도모하는 다자협약 필요

3. 대표단 건의사항
●

배치설계의 창의성 한계불명과 보호설계의 기능이 상품에까지 미치는 보호효과의 증폭 때문에
동 조약 내용에 대한 법리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

●

동 조약 내용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존 국내법 수준에는 미달된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참여하에 제정된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호기준이므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동 조약 가입에 대비 필요

●

조약상 의무가 국내법 시행절차에까지 적용되는 지적재산권조약의 특성상 조약가입을 전제로
국내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국내법 위임범위를 최대한 규정하여 국제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소비자와 국내산업 보호에 적절한 대안 준비 필요

●

국제간 분쟁 발생에 대비한 주무관청의 조약이행 책임 부여와 IC 지적재산권의 국제간 분쟁해결에
참여할 전문가 양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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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50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개정, 1985.1.2.
생산연도

1982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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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T(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개정안이 1981.11.13.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APT
총회에서 채택됨.
●

개정 내용
- 헌장 제11조 2항(a)의 부담등급수 증가

●

개정 사유
- 회원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등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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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이 유엔사무국에 APT 헌장 개정안 수락서를 기탁하여 동 개정안이 1985.1.2.자로 한국에 대해
발효함(외무부고시 제306호).
●

1982.7.2. 유엔사무국에 수락서 기탁

●

1985.1.2. 한국에 대해 발효

89-0851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제네바의정서) 한국 가입, 1989.1.4.
(조약 제968호)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9-65 / 3 / 1-272

1. 한국 정부는 1988.12.29.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한 바, 동 의정서는 1989.1.4.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968호).
●

한국 정부는 동 가입서 기탁 시 ‘의정서 비당사국 및 위반국가에 대한 적용배제’를 유보함.

2. 외무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상기 의정서 가입이 한국의 평화지향적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군축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3. 동 의정서는 1925.6.17. 제네바에서 채택되었으며, 1928.2.8.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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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52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계속 연장을 위한 1983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3.7.1.
생산연도

1982-1983

생 산 과

조약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9-65 / 4 / 1-446

한국의 1983.7.1.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계속 연장을 위한 1983년 의정서 가입 관련 내용임.
1. 1971년 소맥무역협약 연장 경위
●

1971년 체결 이후 1986년까지 연장 의정서를 통해 7차례 연장됨.

●

국제소맥가격 안정과 소맥무역 확장이 연장 목적임.

●

1979년 신소맥무역협약 채택 교섭에서 실패하여 기존 협약 연장을 추진함.

●

1982.12.1 국제소맥이사회 총회에서 제7차 연장의정서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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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계속 연장을 위한 1983년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1983.6.17.
미국 정부에 기탁한바, 동 의정서는 1983.7.1.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외무부고시 제89호).
●

동 의정서는 1983.7.1.효력 발생 이후 1986.6.30.까지 3년간 유효함.

89-0853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7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9.2.27.-3.2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9-65 / 6 / 1-134

정부는 1989.2.27.~3.23. 자메이카 킹스톤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7회기 회의에 문기열 주자메이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성격
●

유엔해양법협약(1982.4.30. 채택) 발효 시 출범하게 될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 준비를 위해 제1차 회의(1983년, 자메이카 킹스톤)이래 매년 2차례(본회의 및 속개회의)
개최
- 한국도 매 회기 참가 중

2. 회의참가 목적
●

한국의 심해저개발 참여모색(선발투자가 지위획득 또는 유보지역개발 참여)

●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규칙, 절차 결정에 한국입장 반영

3. 회의 결과 평가 및 건의사항
●

평가
-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를 앞두고 각국의 동 협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심해저
개발문제를 둘러싼 선진･개도국 간의 이해대립 계속
- 이미 심해저 개발투자실적을 보유함으로써 선발투자가(pioneer investor)로 등록한 국가들이
국제해저기구에 대해 지게 될 의무의 이행문제, 기술이전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었으나
결론에 미도달
-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운영을 위한 각종 규칙 및 절차 제정문제 진척

●

건의
- 1989.3월 현재 41개국이 유엔해양법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향후 3~4년 내 동 협약의 발효가
예상되는바, 한국도 서명국으로서 국내법 정비 등 비준대책 수립 필요
- 선진개도국인 한국이 광물자원의 장기적 확보차원에서 선발투자가 자격취득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해양법 관계업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해양법대책반을 설치하여 협약비준문제,
심해저개발 참여문제, 일본･중국 등 인접국가의 해양경계문제 및 어업문제 등 주요 해양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
- 외교안보연구원에 국제법 전문교수를 임명, 평소 해양법에 관한 연구 결과를 축적하도록 하여
이론적인 뒷받침 수행

917

89-0854

해양법 연구소 회의(민간)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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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7.3.~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아시아 해양법 세미나가 서울에서 개최됨.
●

11개국 대표 30명이 참석

●

주요 의제
- 유엔 해양법협약과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각국대표 발표)
- 남극의 정치적, 법적 환경

2. 1987.3.6. 한국 과학기술원 해양연구소 주관으로 ‘제3회 신해양질서와 국가대책 세미나’가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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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됨.
●

학계 및 정부 인사 참석

●

주요 의제
- 경제수역의 경제적 효과
- 해양법 협약
- 신해양질서와 남북한 관계
- 한국과 남극조약

3. 1989.6.19.~20. 동서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서해안시대 개막: 한, 중국 시각에서 본 황해의 제문제’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
●

주요 협의 내용
- 한･중국 간 해결해야할 해양법 문제
- 외교관계 부재에도 불구하고 해양법 규약을 원용한 한･중국 간 협력가능
- 황해 대륙붕 경계획정에 지리학적, 지질학적 고려 필요
- 해양오염방지 협력 필요

89-0855

ATCM(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제14차. Rio de
Janeiro(브라질), 1987.10.5.-16.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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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10.15.~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14차 ATCM(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에 오윤경 외무부 국제법규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비협의당사국)을
파견함.
1. 참가국
●

33개국(20개 협의당사국,13개 비협의당사국),4개 국제기구

2. 주요 토의결과
●

남극조약체제 운영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10개 권고문 채택

3. 한국대표단의 활동
●

한국의 남극기지 설치 및 협의당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 및 향후 협조관계증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 소련, 브라질을 포함한 관계국 대표단 접촉

4. 한국대표단의 관찰 및 평가
●
●

환경보호 및 권고문 채택 이외의 토의사항은 합의미달로 차기회의로 이관
1983년부터 비협의대상국에게도 토의과정 참여 등 문호개방이 이루어졌으나, 20개 협의
대상국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비협의대상국은 대체로 관망하는 자세

5. 상기 ATCM 준비회의가 1987.5.4.~8.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바 있음.
●

참가국: 32개국
- 한국 측: 박부열 외무부 조약심의관(수석대표)

●

주요 토의결과
- 제14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본회의 의제 채택
- 남극조약 사무국 설치 문제 등 토의(미합의)

●

한국대표단의 관찰 및 평가
- 동 준비회의는 본회의에서의 컨센서스 형성을 위한 예비접촉 성격의 회의
- 협의당사국들이 회의를 주도, 남극조약의 배타성 상존(비협의당사국 참여는 극히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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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56

ATCM(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준비회의, 제15차. Paris,
1989.5.9.-13.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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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5.9.~13.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5차 ATCM(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준비회의에 최종무 외무부 국제법규과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박석범 주프랑스대사관
서기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22개국 및 비협의당사국 16개국 등 총 38개국
- 한국은 비협의당사국으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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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3명의 대표단을 최초로 파견

2. 훈령 요지
●

각국의 남극정책 등에 관한 정보수집

●

한국의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을 위한 외교활동 수행

●

남극기지 운영 관련,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

3. 회의 목적 및 결과
●

이번 회의는 1989.10.9.~19. 개최예정인 제15차 ATCM을 위한 준비회의 성격임.

●

제14차 ATCM에서 제의된 7개 항목과 각국으로부터 제안된 8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을 제15차
ATCM에서 다룰 것을 합의하고 폐막함.

4. 정부대표단 활동 내용
●

미국대표가 한국 ATCP 지위 신청을 공식 발표하도록 함.
- 미국대표는 한국이 1989.5.2. 신청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보하였음을 밝힘.

●

주프랑스대사 주최 리셉션을 개최함.
- 북한대표를 제외한 회의참가국 대표 전원이 참석함.
- 슬라이드를 통해 한국의 남극 과학활동에 대해 홍보함.

●

주요국 대표와의 교섭
- 미국, 영국, 중국, 남아공, 호주대표와의 개별 접촉을 통해 ATCP 지위 획득을 교섭함.

89-0857

한국의 ATCP(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 전2권
(V.1 1988.9-89.7)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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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9.5월 남극조약 수탁국인 미국 정부에 한국의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을
정식으로 신청함.
●

동 지위는 남극조약 당사국 중 남극기지 설치, 남극탐사대 파견 등과 같은 탐사활동을 행한 국가가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한국은 1988.2월 남극세종기지 건설 및 1978년 이래 11차례의 탐사대 파견 등 실적에 비추어
조약상 동 지위 취득을 위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됨.

2. 한국은 동 지위 취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지 확보 활동을 전개함.
●

1989.5월 제15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준비회의 기간 중 지지 확보 활동 및 한국의
남극활동에 관한 슬라이드 상영, 참고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 시행

●

1989.6월 우방 협의당사국 14개국에 대하여 지지 및 협조 요청

●

1989.6월 미국(남극조약수탁국)에 측면지원 요청

●

1989.6월 프랑스(1989.10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개최국)에 한국의 신청심의 시 긴밀
협조 요청

3. 1989.7월 현재 한국의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 신청에 대한 기존 협의당사국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13개 당사국 접촉결과, 대부분이 한국이 지위취득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함.

●

협의당사국들의 반응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 적극 지지국(4개국): 미국, 영국, 호주, 벨기에
- 지지국(6개국): 아르헨티나, 칠레, 독일, 우루과이, 이탈리아, 일본
- 견해 유보국(3개국): 노르웨이, 인도,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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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58

한국의 ATCP(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 전2권
(V.2 1989.8-11)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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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1989.10.18. 파리에서 개최된 제15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22개 기존 협의
당사국의 전원합의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를 취득함.
2. 동 협의당사국 취득 경위는 아래와 같음.
●

남극에 관한 모든 문제는 남극조약 내 일종의 이사국인 22개 협의당사국이 배타적으로 협의,
결정함.
- 남극조약 가입국은 39개국이나 22개 협의당사국 이외의 국가는 협의당사국 회의에 옵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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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으로만 참가
●

한국은 1986.11월 남극조약 가입 이후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을 추진함.
- 동 지위는 기존 협의당사국의 전원합의(consensus)에 의하여 실질 탐사활동을 수행한
국가에게만 부여되며, 그간 중국, 동독, 브라질 등 10개국만이 동 지위 취득
-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남극조약 12개 원 서명국은 조약에 의거, 자동적으로 동 지위를
인정받음.

3. 1989.9월 현재 한국의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 신청에 대한 기존 협의당사국의 반응은 아래와
같았음.
●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22개국 중 5개 미수교국을 제외한 17개 협의당사국을 접촉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이 지위취득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으나, 최종입장 표명은
유보하는 경향을 보임.

●

외무부의 일차적 반응분류는 아래와 같음.
- 지지표명국(15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독일 등
- 입장표명 유보국(2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89-0859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협상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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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국무부는 1988.12.14.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의 실질문제에 관한 대화를 갖기로 결정
했다고 발표함.
●

Fuller 영국 외무부 중동과장은 미국의 대PLO 대화가 시작됨으로써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평가함.

2. 주미국대사관이 1989.1월 보고한 미국의 중동 외교정책 전망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미국은 중동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동정세를 관망하면서 기회를 보는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과거보다는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

부시 미국 행정부가 초당외교를 표방하고 있음에 비추어 대의회 설득에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임.

●

소련의 대중동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소련 간 협력증대 가능성이 높아짐.

3. 중동 3국 정상(이집트 대통령, 이스라엘 수상, 요르단 국왕)이 1989.4월 각각 미국을 방문,미국
대통령과 회담함.
●

중동 3국 정상의 워싱턴 방문 일정
- 이집트 대통령(1989.4.1.~4.), 이스라엘 수상(1989.4.5.~7.), 요르단 국왕(1989.4.19.~20.)

●

각 정상의 평화안
- 부시 미국 대통령: 유엔 결의안에 의거 당사자 간 직접협상
-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이스라엘･PLO 직접협상 및 유엔 주관하에 국제평화회의 개최
- 샤미르 이스라엘 수상: 중동평화 4개항 제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반대

●

평가
- 상기 미국･중동 정상 간 접촉 시 획기적인 중동평화안이 제시되지 않아 당장의 성과를 기대
하기 곤란하나, 이스라엘･PLO 간접접촉의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

4. 이스라엘 Likud･노동당 연립내각은 1989.5.14.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최종지위를 협상할 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협상대표 선거안을 승인함.
●

이스라엘의 라이벌 정당인 Likud와 노동당이 평화안에 대하여 처음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5. 이집트는 1989.9.15. 10개항의 중동평화안을 제의하고,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Rabin 이스라엘
국방장관(9.18.) 및 Arafat PLO 의장(9.19.)과 각각 회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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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60

콜롬비아･니카라과 영토분쟁
생산연도

1979-1981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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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81년 중 콜롬비아･니카라과 간의 영토분쟁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콜롬비아･니카라과 영토분쟁
●

분쟁 개요
- 대상 지역 및 위치: 카리브해의 도서인 시안드레스 및 프로비덴시아

●

관련 국제법

●

분쟁 경위

- Barcenas Meneses-Esguerra 조약(1930년 비준)
924

- 1980.2.4. 니카라과, 조약의 무효 주장 및 영토권 선언
- 1980.2.5. 콜롬비아, 반박 및 대사 소환
●

양국의 주장 내용
- 니카라과: 지리적 근접성, 스페인의 과테말라 통치 시 니카라과는 과테말라의 일부라는 역사적
연유, 조약의 니카라과 헌법 위배성
- 콜롬비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조약 체결, 1928년 이전부터 콜롬비아의 주권행사

2. 영유권 분쟁과 협상
●

니카라과 정부는 1979.12.19.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동 수역 내 시안드레스 섬에 대한

●

콜롬비아 외무장관은 1979.12.24.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자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재판에 응할

영유권을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사를 표명함.
이유가 없다고 밝힘.
●

니카라과 정부는 1980.2.4. 시안드레스 섬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정식으로 선언함.

●

양국 외무장관은 1980.5.21. 회담에서 협상에 의한 해결을 강조함.

89-0861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일반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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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86년 작성된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관련 일반 참고자료임.
1. AALCC 사무총장 보고서(1983.2.25.)
●

1983.1월 유엔사무총장과 유엔 관계자 면담
- 유엔총회 채택 결의안과 관련 협력방안 논의

●

세계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한 법적분야 협의

●

해양법 협약 준비기구 관련 협의

●

경제와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투자 보호와 증진의 AALCC 계획 논의

2. AALCC 사무국 연구분야 검토 서한(1984.3.2.)
●

사무국은 네팔 정부가 AALCC에서 검토되길 바라는 3개 분야를 통보해 왔음을 알리면서 한국
정부가 동 분야 연구에 있어 고려되길 희망하는 사항을 문의해 옴.
- 국제법에서 평화지대 개념
- 육지국가의 해양 항해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권

3. 다자조약의 비준 및 시행에 관한 AALCC의 조회에 대한 정부 회신(1986.5.17.)
●

조약의 체결,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 공포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 유엔해양법 협약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내적 효력을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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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62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분담금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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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사무국이 작성한 AALCC의 1986~89년 중 예산
개요와 분담금에 관한 사항임.
1. 1986년도 분담금
●

한국분담금 7,473달러를 주인도대사관을 통해 납부

2. 1987년도 예산
926

●
●

한국분담금은 8,903달러 할당
사무총장의 봉급 계상 및 인도 정부의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사무직원 급료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 증액
- 총 32만 달러 계상

●

1987.3.30.~31. AALCC 임시총회에서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분담급 체납현황을 발표

3. 1988년도 예산
●

사무국 직원현황 등에 관한 1988년도 예산안 보충자료
- 사무처 직원의 봉급 개요 등

4. 1989년도 예산
●

한국분담금 9,242달러 할당

●

총 31만 4천 달러 계상

89-0863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 회의,
제213-217차. New Delhi, 1989.2.1.-11.2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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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13~217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213차 회의(1989.2.1.)
25개국 연락관 참석
- 김성환 주인도대사관 서기관 참석
● 협의 내용
- 1989년도 예산안 채택
- 제28차 총회 준비상황 보고
- 이집트 측이 제시한 AALCC 규칙 수정안 검토
●

2. 제214차 회의(1989.4.13.)
●
●

20개국 연락관 참석
협의 내용
- 나이로비 총회 보고
- AALCC 본부 건축협정 진행사항 보고 및 라고스 국제상사중재센터 개소식 참석 보고

3. 제215차 회의(1989.5.17.)
●
●

24개국 연락관 참석
협의 내용
- 1990년 베이징 개최 예정인 제29차 총회 잠정의제
- AALCC 본부 건축협정 진선사항 보고
- 지역사무소에 대한 예산 배분
- 개도국 경제발전 법제연구소 설립에 관한 보고

4. 제216차 회의(1989.8.23.)
●
●

19개국 연락관 참석
협의 내용
- AALCC 자문관 회의
- AALCC 주관 국제통상법 세미나 개최
- AALCC 재정문제

5. 제217차 회의(1989.11.29.)
●

22개국 연락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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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64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정관 개정. 전3권
(V.1 1985)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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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5.9.2.~5.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AALCC(아사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정관개정 회의에 신동원 주인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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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년 뉴델리 제1차 회의에서 총 8개조로 구성된 AALCC 규정을 5년간 시한부로 채택함.

●

1962년 랑군회의에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1972년 라고스회의에서 일부 규정이 수정됨.

●

1978년 도하회의에서 개정문제를 긴급사항으로 취급, 연락관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함.

●

1983년 도쿄회의에서 9개 핵심회원국으로 구성된 특위가 개정사항을 검토하기로 결정함.

●

1985년 카투만두회의에서 개정문제를 토의하였으나 미처리되어 금번 회의에서 구체적 토의를
하기로 함.

2. 회의 개요
●

참가국: 한국, 북한 등 24개국 대표

●

회의 진행: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 규정을 토대로 조항별 검토

3. 회의 결과
●

1962년 이래 논의되어 오던 정관개정 문제를 일단락 지음.

●

규칙 11개 조항 중 제1~3조를 제외한 잔여규칙은 차기 총회 시 다룰 예정임.

●

정관 개정안이 발효하려면 모든 회원국 정부가 승인하여야 하므로 모든 정관조항이 개정안대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확실함.

4. AALCC 연락관회의가 1985.12.16.~20. 뉴델리 AALCC 사무국에서 개최되어 정관 개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함.
●

참석자
- 의장단: 주탄자니아대사관 공사(의장) 등 3명
- 연락관: 한국 등 17개국 연락관(주인도 각국대사관 직원)
- 사무국 직원: 사무차장 등 3명

●

규칙 제3~17항과 개정 규정안 제6조의 본부 협정안을 심의 채택
- 잔여부분에 관해서는 1985.12.23.~24. 연락관 회의를 속개하여 심의 예정

89-0865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정관 개정. 전3권
(V.2 1986-89)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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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89년 중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정관 개정과 관련된 동향임.
1. 1986.9월 한국 정부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AALCC 정관개정회의(1985.9.2.~5)에서 채택된
AALCC 정관 개정안 수락을 AALCC 사무총장에게 통보함.
●

1956년 창설된 이래 회원국의 확대 및 토의내용의 질적, 양적 발전에 따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한 규칙의 개정과 관행화된 여러가지 제도를 개정안에 신설한 것이 대부분임을
감안,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추가 검토의견으로 아래 사항을 사무총장에 통보함.
- 제4조: 위원회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가입 결정 시 원회원국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상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제22조: 연락관이 회의기간 중 위원회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자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AALCC 규정의 근거없이 여사한 대표기능을 연락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 제6조 및 제26조에 대한 사무총장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2. AALCC 사무총장은 1987.2.4. 회람 등을 통해 1985.9월 채택된 정관 개정안이 1987.1.12.자로
발효되었음을 관련국들에게 통보함.
●

개정안 내용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시 가능한 지역안배를 고려해야 함: 위원회의 범위가 아프리카까지 추가
되어 지역안배원칙을 추가함.
- 원회원국과 여타회원국의 차별적 지위를 인정함.
- 위원회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기능 수행방법을 그간의 관행에 따라 규정하고,
법률사항 심의 회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 총회의제 준비 규정 신설에 따라 사무총장은 정기총회의 잠정 의제를 총회 개시 60일 전까지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송부하여야 함.
- 분과위원회 및 실무그룹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신설 규정함.
- 옵서버참석 가능 국제기구 종류를 상세히 나열함.
-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 연락관의 역할, 임기 등을 상세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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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66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정관 개정. 전3권
(V.3 자료, 1985-88)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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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철에는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정관 개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수록됨.
1. AALCC 사무국 발간자료 책자 목차(1985년 발간)
●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 Statutes And Statutory Rules
- Note On The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 Statutes Of The Committee
- Statutory Rules Of The Committee

930

- Articles On The Immunities And Privileges Of The Committee
- Member Countries Of The Committee

2. AALCC 정관 개정안 검토(1985년 실무검토 의견표)
●

제3조 의장의 선출 및 기능
- 위원회의 범위가 아프리카까지 확대되었으므로 지역안배원칙을 추가함.

●

제4조 회원국의 가입
- 원회원국과 여타회원국의 차별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

제8조 위원회의 기능 : 현행 규정에 비해 포괄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
- 사무총장은 매년 사업계획 작성 책임을 지도록 규정
- 회원국의 위원회에 대한 법률사항 심의 회부 절차를 현행규칙보다 상세히 규정

●

제9조 총회 및 회기간 회의
- 현행 규칙은 총회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안은 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포괄적
으로 규정함.

●

제13조 총회 의사규칙
- 현행 규칙은 다수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실질적 문제에 관한 결정은 컨센서스
방식에 의하도록 개정함.

●

제25조 분담금
-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상세 규정하고 준회원국의 분담금은 정회원의 1/2로 함.

3. 제27차 AALCC 배포자료
●

1988.3.14.~19.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7차 AALCC 배포자료(영문)

89-0867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8차.
Nairobi(케냐), 1989.2.13.-18.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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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2.13.~18.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28차 AALCC(아사아･아프리카법률
자문위원회) 총회에 노재원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국제테러리즘과 민족해방투쟁 간의 구분

●

팔레스타인인의 추방문제

●

난민의 지위 및 처우

●

해양법, 사법공조, 개도국의 외채부담, 무역법 문제

2. 훈령 요지
●

기본지침
- 주요 국제법 현안문제의 토의과정에 적극 참여
- 세부지침에 따라 정부입장을 적극 반영
-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의 공동입장 수립에 기여

●

세부지침
- 국제테러리즘과 민족해방운동투쟁을 동일시하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회피하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팔레스타인인의 유일대표로서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를 인정하는 팔레스타인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천명함.
- 난민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중요함을 강조하되 지나친 개입은 자제하기 바람.
- 개도국의 외채부담 관련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적용하는 법률 및 제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센터의 창설을 제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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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68

AALCC(아사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8차.
Nairobi(케냐), 1989.2.13.-18. 전3권 (V.2 회의결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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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AALCC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결과임.
1. 총회 개요
●

회의 참석자
- AALCC 38개 정회원국 중 29개국 대표 103명
- 26개 옵서버국 대표 31명, 국제기구 대표 16명
- 북한에서는 2명 참석

932

2. 정부대표단 활동 내용
●

대표단은 침체된 AALCC 활성화 도모 및 회원국 상호간의 실질적 교역, 경협증진을 위하여
경제관계 법률제도 연구센타 설립을 제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됨.

●

탄자니아, 몽고, 시리아, 중국 등 미수교국 대표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 냄.

●

해양법 관련 소수 선진국의 심해저 독점 방지,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지역상설소위원회의 창설을 지지하고 해양선진국의 유엔해양법 협약 가입을 촉구함.

●

난민 입증문제에 있어 난민 개인의 입증의무를 완화할 것과 일부 선진국의 난민 규제법안의
강화 경향 시정을 촉구함.

3. 북한대표단 동향
●

개도국 외채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다자 및 양자교섭을 통한 부채해결 촉구와 외채지불의
동결이 필요함을 언급함.

●

민족해방운동은 테러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4. 참가보고서
●

본 문서철에는 1989.4월 외무부가 발간한 제28차 AALCC 총회 참가보고서가 수록됨.

89-0869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8차.
Nairobi(케냐), 1989.2.13.-18.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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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관련자료임.
1. 의제 및 훈령(안)
●

기본지침

●

세부지침
- 테러리즘과 민족해방투쟁 간의 법적구별 기준
- 팔레스타인인의 추방문제
- 난민의 지위 및 처우
- 평화지대의 개념 및 기본구조
- 해양법
- 사법공조
- 개도국 외채부담
- 무역법 문제

2. 정부대표 인사말 영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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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70

각국의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가입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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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의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회원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임.
1. 사우디아라비아
●

1989.4월 AALCC 사무총장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앞 서한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를 문의해 옴.
- AALCC 규정은 사무총장이 특정국가가 정회원국이 되고자 함을 공한을 통해 고지한 지

934

6주 내에 이에 반대하는 회신이 없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가입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함.
●

4월 외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원가입에 동의하는 입장을 통보함.

2. 팔레스타인
●

1989.12.14. AALCC 사무총장은 주인도대사 앞 서한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를 문의해 옴.

●

12.19. 외무부는 팔레스타인의 회원가입을 묵인하는 입장을 통보함.
- 1988.12월 유엔결의로 확인된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및 독립국가 창설권 존중 원칙에 따라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는 기본 방침에 의거하여 통보함.

89-0871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21-22차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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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제21~22차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1. 정부는 1988.4.11.~22. 뉴욕에서 개최된 제21차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에 김규칠
외무부 조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주요 협의의제
- 국제지불수단, 국제계약관행 및 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실무위원회 작업결과 검토
- 국제상거래에서의 운송터미널업자 책임에 관한 협약, 전자식 자금이체, 구상무역 등 신규 작업분야

●

의제별 주요 협의결과
- 전자식 자금이체: 순수 국내거래에 관한 규정 제외 합의
- 국제 환어음 및 약속어음 협약안: 제4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
- 국제운송터미널업자 책임 협약안: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의견청취 후 제22차 회의에서 검토
- 향후 작업일정: 제22차 회의(1989.5월, 비엔나), 각종 작업반회의(국제지불수단, 신국제경제질서,
국제계약관행) 일정 등

●

대표단 건의
- UNCITRAL 채택 협약에의 가입 및 표준법의 국내법 체계로의 수용 등 문제검토를 위한 부내
전문가 양성 및 관계기관･학계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확립 필요
- 각 분야별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회의 참석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전문가 양성 필요
- 협조체제 활성화를 위한 UNCITRAL 관련자료 배포, 세미나 개최, 관계기관 및 학계 등의
회의 공동참가 필요

2. 정부는 1989.5.16.~6.2.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2차 UNCITRAL 회의에 정정검 외무부 조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주요 협의의제
- 국제무역 운송터미널업자 책임에 관한 협약안 심의
- 국제지불수단, 신국제경제질서, 국제계약관행, 구상무역 등 각 실무위원회 보고서 검토

●

주요 협의결과
- 국제운송터미널 업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 채택 및 동 협약의 정식 채택을 위한 회의 추후
별도개최 합의
- 3개 분과위(국제지불, 신국제경제질서, 국제계약관행) 보고서 검토
- 구상무역제도, 국제상거래 제반 협약 검토
- 차기 제23차 회의를 1990.6.18.~7.6.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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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72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무역법 회의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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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상거래법에 관한 회의가 수시로 개최됨.
1. 아태지역 국제상거래법 세미나(1984.11.22.~27., 호주 캔버라)
●

참석자(정부대표): 김우상 주호주대사관대사대리

●

호주 법무성 주최로 아태지역 내 국가 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국제상거래법상의 주요문제
검토 및 의견교환
- 국제상거래법상 각 주제별 발표 및 토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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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무역관계법 및 투자관계법 등 상거래법 소개
●

국제상거래법에 관한 역내 첫 세미나로서 지역 내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의 기회

2. 제13차 국제상거래법 회의(1986.11.1.~3., 호주 캔버라)
●

참석자(정부대표): 서대원 외무부 조약과장

●

국제상거래법 및 관행의 통일과 조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한 문제점 검토 및 의견교환
- 신탁의 승인과 효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등 각 주제별로 발표 및 토의진행

3. 제14차 국제상거래법 회의(1987.10.15.~16., 호주 캔버라)
●

참석자(정부대표): 신연성 외무부 조약과 외무서기관

●

국제연합해상물건운송조약 가입 관련 문제, 특히 해상운송의 책임문제 집중 토의

4. 국제통상법 세미나(1989.10.17.~20., 인도 뉴델리)
●

한국은 불참

●

국제상품 교역, 해상 및 각종 운송, 국제금융, 국제상사 중재 등 분야별로 주제발표 및 토의 진행

89-0873

제62차 ILA(국제법협회) 총회 서울 유치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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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8.26.~9.1.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61차 ILA(국제법협회) 총회에서 1986년 제62차
ILA 총회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됨.
1. ILA 유치 경위
●

제60차 ILA 총회(1982.8.29.~9.4., 몬트리올)에서 한국 측이 유치희망 표명

●

1982.9.22. ILA 한국지부, 외무부에 유치사업 지원요청

●

1982.10.16. 외무부, ILA 한국지부에 외교적 지원약속

●

1982.11.16. 주영국대사관, ILA 사무국에 한국 측의 유치의사 서한전달

●

1983.2.7. ILA 의장, 제61차 총회 프랑스 개최 결정통보

●

1984.5월 ILA 사무국, 한국 측의 유치의사 표명을 요청

2. ILA 개요
●

소재지: 영국

●

역사
- 188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법의 개혁 및 법전화를 위한 협회"로 발족
- 1895년 현 명칭으로 변경

●

목표

●

조직

- 국제법 및 국제사법의 연구 및 발전, 비교법 연구, 법의 통일 등 국제적 이해 및 선린관계의 증진
- 2년마다 총회 개최
- 총회기간 외에는 집행이사회가 권한 행사
- 미주지역 등 42개 지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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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74

구 러시아공사관 부지문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특전담당관실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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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9.12월 한･소련 간 영사관계수립과 관련 구 러시아 공관부지에 관한 법적지위를
검토함.
1. 문제의 제기
●

한･소련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소련이 과거 구 러시아 재산이었던 러시아 공관부지의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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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위 및 현황
●

한･러시아는 1884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

●

1890년 러시아영사관 신축(정동 15번지 소재 약 6,190평)

●

1925년 경성부 토지대장에 토지 소유자를 러시아국으로 등재

●

1970.5월 한국 정부는 구 러시아 정부 소유 공사관 부지를 한국 민법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귀속

●

1972년부터 일부는 민간에 매각, 나머지는 공원과 도로로 사용 중

3. 법적 검토
●

외교공관에 대한 국내법 적용가능 여부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5조상의 외교관계 단절시 접수국의 외교공관 보호의무는 추후
외교관계 재개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장기간 방기된 구 러시아 공사관은
외교공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판례도 이를 뒷받침

●

공사관 부지 처리에 대한 준거법으로 한국 민법적용의 적법 여부
-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법을 적용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상의 원칙

4. 결론
●

외교특권과 면제를 상실한 구 러시아공사관 부지에 대해 한국 민법 제252조 및 부칙 제10조를
적용하여 무주(無主)의 부동산으로서 국유재산에 귀속시킨 것은 국제법상 적법한 조치

●

다만, 법적차원을 떠나 국가 간 우의나 예양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며 국제적으로 유사한 처리 사례도 발견

89-0875

북극지역 문제 검토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9-67 / 15 / 1-65

1. 북극지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문의하는 1985.2.25.자 주한 미국대사관의 서한에 대해 외무부는
3.5. 아래 요지로 한국의 잠정적인 입장을 통보함.
●

한국은 북극에 근접하지도 않고 북극 관련 협정당사국은 아니지만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북극을
보존하고 국제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하여
북극문제를 예의 관찰하고 있음.

●

한국은 북극의 환경보존 및 생태계의 원상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현재 어떠한 체계가
국제협력에 보다 바람직할 것인가를 검토 중임.

●

유엔 등 적절한 국제기구가 북극지역에 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방안 및 필요시 본
건 토의를 위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2. 외무부 국제법규과가 1987.4월 작성한 북극의 법적지위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북극
- 북극은 남극과는 달리 얼음바다(북극해)로 되어 있음.

●

주변국의 영유권 주장
- 소련,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주변국은 기본적으로 sector 이론(자국 영토가
존재하는 경도에서 북극점까지의 부채모양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
- 미국은 sector 이론을 부인하고 일반해양법(영해, 경제수역, 대륙붕 등)에 의하여 북극해의
법적지위를 결정할 것을 주장
- 일반 해양법에 의하면, 북극해에는 북극점을 중심으로 상당부분의 공해(公海)대 존재

●

남극과 북극의 법적 지위상 차이
- 영유권 문제가 미해결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일치
- 남극은 일반조약(남극조약)에 의하여 그 법적지위가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북극에 관한
일반조약은 존재하지 않음.

939

89-0876

침몰 선박 소유권 등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생산연도

1981-198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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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러･일전쟁 중 침몰한 제정러시아군함의 인양 등의 법적 해석에 관한 내용임.
1. 선박소유권 문제
●

해운항만청 질의(1981.7.3.)
- 러･일전쟁 시 침몰한 러시아군함 및 군함 내 재산에 대한 소유권 관련 국제적인 문제

●

외무부 회신
- 영해에 관한 주권에 의거, 침몰 군함 및 적재물의 처분권이 한국에 있음을 주장 가능

940

2. 러시아선박 인양 관련 문제
●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된 진정서 질의(1983.5.18)

●

외무부의 법적 검토(1983.6.10)

- 울진군 앞바다에서 침몰된 제정러시아 선박의 인양작업과 관련된 문제
- 선박소유권: 제정러시아의 소멸로 선박소유권은 승계국에 승계
- 한국영해 내 외국 정부 선박: 한국의 동의없이 선박소유국이 인양 등 작업을 할 수 없음.
- 선박 내 유해처리: 제네바협약 등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리가능

3. 침몰선박 인양 관련 문의
●

서한을 통한 질의(1983.6월)
- 1894.7.25. 침몰된 선박 인양을 위한 법적의견을 요청

●

외무부 법적 검토
- 선박 소유권: 선주였던 The Indo-China S. N. Co. 측이 제시한 기록에 의하면 청나라에
대한 배상청구, 중재재판, 배상교섭 등을 거쳤으며, 침몰 후 90년간 선박의 구조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 시 선박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선박 인양상의 문제: 선박소유주의 소유권 포기로 무주물이 된 경우 한국의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국내법에 따른 인양가능

89-0877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법적지위 문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서구1과/문화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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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관 한국문화원에 대한 외교공관으로서의 면세특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프랑스대사관 공한에 대해 1986.10.10.자 공한으로 아래 입장을 통보함.
●

프랑스 주재 외국문화원은 외교관이 운영하더라도 외국공관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음.

●

외국문화원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를 규정하는 별도의 협정이 프랑스와 상대국 간에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동 문화원 지위에 관한 별도의 협정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한국문화원은
거주세 및 고용원 임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941

2. 주프랑스대사관은 1987.1.13.자 프랑스 외무부 앞 공한으로 한･프랑스 문화협정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국문화원에 부과된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함.
3. 프랑스 외무부는 1988.6.21.자 공한으로 한국문화원에 대한 과세문제 해결을 위해 한･프랑스
조세협약(이중과세방지협약) 일부개정 및 추가조항 삽입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함.
4. 한국과 프랑스는 1989.3.15. 파리에서 개최된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회의에서
주프랑스대사관 한국문화원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한･프랑스 문화협정에 의거, 문화기관 및 동 고용원에 대한 주민세, 급여세를 면제함.

●

한국문화원 소유 부동산은 과세하지 않음.

- 주프랑스대사관 한국문화원 문제와 관련하여 동 면세를 1980.1.부터 소급적용

89-0878

한･호주 문화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9.5.22.-23.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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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호주 문화공동위원회가 1989.5.22.~23.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삼훈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호주 측: L. Rowe 외무무역성 대외문화국장

2. 회의 결과
942

●

문화공동위를 3년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여 문화교류계획을 수립할 것에 합의함.

●

1989~91년간 아래와 같은 문화교류계획서가 포함된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 교육 및 연구기관 간 협력: 교육, 학술기관 간 교류확대, 한국학 및 호주학의 장려, 장학생 교환
- 문화, 예술협력: 문화, 예술행사 개최 지원, 문화기관 간 유대증진, 인적교류 증진
- 매체, 도서, 출판교류 증진: 단체 간 협력, 인적･물적 교류 증진
- 문화원 설립지원
- 체육 및 청소년분야 인적교류 증진

3. 양측 합의사항 중 특기사항
●

한국 측은 1989.9월 국립무용단을 호주에 파견하고, 호주 측은 1990년도 하반기에 서울에서
대규모 호주문화예술제를 개최함.

●

호주 정부는 호주 내 한국학 진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Key Center의 한국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드니대학의 한국학 강좌개설도 재개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

호주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 호주문화원을 설립하여 한국유학생의 호주유학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호주문화의 한국 내 보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호주 측은 1991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세계잼버리의 성공을 위하여 대규모 대표단 파견은
물론 관련 경험 및 자료지원 등 가능한 모든지원을 약속함.

●

호주 측은 유능한 젊은 음악인들의 기량개발을 위해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악
캠프의 한국 내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을 한국 측에 제공하겠다고 제의함.

89-0879

한･벨기에 문화공동위원회, 제3차. Brussels,
1989.2.13.-17.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2019-67 / 20 / 1-247

제3차 한･벨기에 문화공동위원회(상설혼성위원회)가 1989.2.13.~17.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1. 동 회의는 한･프랑스어지역 회의와 한･플랜더스지역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벨기에 중앙정부
대표가 동 회의 합의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2. 한･프랑스어지역 회의 개최 결과(1989.2.13.(2.15.실무협의 및 초안 작성))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양세훈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프랑스어지역 측: Pierre Tonneou 대외협력청 제1참사관

●

주요 협의내용
- 한국 측은 프랑스어지역 내 한국학 연구원 1명에게 매년 10개월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프랑스어지역 측은 농업,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한국연구원 1명에게 장학금을 제공
- 관련 정보 및 전문가 교류, 관련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한 자연과학분야 증진
- 구체적 협력사업으로 초전도체 및 금속분야, 당뇨병분야 등에서의 관련기관 간 협력
- 성인교육, 시청각교육 통신강좌에 관한 자료교환
- 언어전문가 교환 및 한국학 연구자에 대한 세미나 초청
- 문화단체, 방송국, 박물관 간의 협력
- 병원학분야 인사 및 정보교류, 중독성 의약품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협력

3. 한･플랜더스지역 회의 개최결과(1989.2.14.(2.16.실무협의 및 초안 작성))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양세훈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플랜더스지역 측: Ernest Van Buynder 대외협력부청장

●

주요 협의내용
- 공동연구 및 출판물, 교수, 연구원교류 또는 관련기관 간 약정 체결을 통한 과학분야협력
- 한국 농업진흥청과 벨기에 원자력연구소 간 협력
- 교육관계 자료, 세미나 등 행사관련 자료교환
- 매년 2명의 학자에 대해 장학금 지급
- 한국 교육개발원과 벨기에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간의 교육방송관련 협력
- 예술제, 경연대회에 관한 정보교환, 예술관계 인사, 연주단 등 교환
- 청소년, 성인교육 관련분야 협력
- 행사참가, 인사교류 등을 통한 체육분야 교류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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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80

한･벨기에 문화공동위원회, 제3차. Brussels,
1989.2.13.-17.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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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2.13.~17.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3차 한･벨기에 문화공동위원회(상설혼성위원회)
관련자료임.
1. 한･벨기에 문화공동위 의제

944

●

한･프랑스어지역 회의

●

한･플랜더스지역 회의

2. 제3차 한･벨기에(플랜더스지역) 문화공동위 자료
3. 제3차 한･벨기에(프랑스어지역) 문화공동위 자료

89-0881

한･그리스 문화공동위원회, 제1차. Athens, 1989.2.7.-1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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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그리스 문화공동위원회가 1989.2.7.~10. 아테네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양세훈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그리스 측: Valsamas-Rallis 외무부 문화국 부국장

2. 주요 협의내용
●

한국 측은 서울올림픽대회 및 관련행사에 대한 그리스 측의 협조에 사의표명

●

대학간 자매결연 및 학술회의, 교육관련 자료교환 등을 통한 교육학문분야 협력

●

대학 및 교육전문가, 초･중･고등 및 전문대학의 교원교류

●

문화 및 예술관계 인사교류

●

한국학 연구 그리스 학자 및 그리스학 연구 한국학자에게 매년 1명씩 장학금 지급

●

문화･체육･청소년부문의 상호협력 강화

●

전시회 상호 개최 및 참가

3. 본 문서철에는 외무부 정보문화국이 작성한 문화공동위 자료가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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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82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 제5차. New Delhi,
1989.11.27.-2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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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가 1989.11.27.~29. 뉴델리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삼훈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인도 측: 싱 인력개발부 문화국장

2. 동 문화공동위는 한･인도 문화교류 시행계획서(1990~92년)와 합의의정서를 채택한 바, 동 시행
946

계획서와 합의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교육･학술교류
- 대학･고등교육기관 간 교류장려, 인적교류 확대(장학생, 교수, 학자), 한국학 및 인도학 연구
장려, 자국 교과서 내 상대국 소개 오류･왜곡 기술 시정 노력

●

예술･문화
- 공연단･전시회 상호파견, 도서･출판･기타 자료 교환

●

체육
- 체육행사 참가 및 친선･시범경기 교환 개최 확대, 체육과학･코치파견･체육학술회의분야 교류
확대, 청소년 교류확대 및 제17차 잼버리대회 지원

●

정보 및 대중매체
- 양국 방송기관 간 직접협력 장려, TV･라디오 프로그램 교환, 언론인 교류 확대(특파원 교환,
정부초청 및 친선방문 장려)

3. 양측 합의사항 중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인도대학 내에 독립된 한국어문학과 설치

●

인도 내 한국학(정치, 경제중심의 지역연구과정) 장려

●

인도교과서 내 한국관계 오류･왜곡기술 시정노력

●

양국간 특파원 교류

●

시행계획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비자발급 편의제공

89-0883

1989-91년 한･터키 문화･과학 교류계획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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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9~91년 중 한･터키 간 문화･과학 교류계획서가 1989.5.23. 앙카라에서 김내성 주터키
대사와 Pulattacar 터키 외무부 문화국장 간에 서명됨.
2. 한･터키 문화･과학 교류계획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교육 및 과학
- 대학 간 협력증진 및 교수･교육전문가 교환
- 학술관계 국제회의 개최 상호 통보 및 자료제공
- 교육분야 자료 교환 장려
- 장학금 지급(각각 상대국 측 박사과정 등에 제공)
- 양국대학 내 상대국 언어강좌 개설 장려 및 상호 필요한 지원 제공

●

문화 및 예술
- 문화 및 예술분야 전문가 교환
- 국제문화행사에 상호 초청 노력
- 문화 및 예술분야 자료 교환
- 예술전시회 교환 장려
- 민속학술연구소간의 과학자･전문가 교환 장려 및 민속학 관계 국제회의에 상호 초청
- 고고학 등 보존･복원분야 전문가 및 자료 교환
- 독주자･관현악 지휘자 및 음악자료 교환 장려
- 오페라 및 발레 교환공연 장려, 연극분야 자료 교환

●

정보
- 라디오 및 TV분야 협력 장려

●

스포츠 및 청소년
- 스포츠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 교환 및 동 분야 국제회의에 상호 초청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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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84

이준 열사 묘적지 관리 및 나무 이식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문화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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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에 소재한 이준 열사 묘적지의 나무가 1988.4.5. 독립기념관의 광복의 동산에 이식됨.
1. 경위
●

1987.9월 사단법인 광복회는 헤이그 시장 앞 서한을 통해 이준 열사 묘적지가 위치한 공동묘지의
나무를 독립기념관에 이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함.

●

1988.2월 주네덜란드대사는 헤이그시 공동묘지 관리인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2개 수종을
기증받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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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3월 Havermans 헤이그 시장과 주네덜란드대사는 이준 열사 묘적지 앞에서 기증식을 거행함.
- 기증 나무: 로소니아 화백 3그루(각 1미터 미만 높이)와 유사종류 소형 3그루

2. 이준 열사 묘적지 나무 기념식수행사 개최
●

일자 및 장소
- 1988.4.5., 독립기념관 앞 광복의 동산

●

기념식수
- 로소니아 화백 1그루 이식
- 잔여 5그루는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활착 상태 및 병충해 발생 여부 등을 관찰한 후 이식 예정

●

행사 참석인사
- 안충생 독립기념관장, 주한 네덜란드대사, 광복회 사무국장, 이준 열사 기념사업회장 등

89-0885

한･중국 민간문화교류단 중국 방문 검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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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국 우호교류협회 회장은 1989.3월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에게 동 협회가 추진 중인 중국
교민 위문공연사업과 관련하여 중국 방문허가 등 협조를 요청함.
●

동 협회는 중앙일보 후원, KBS 협찬으로 1989.6.15.~7.1. 중국 베이징, 지린 등 주요도시에서
재중국 교민 위문공연 및 의상발표회를 갖기 위해 경제계 인사 등 일반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음.

2. 외무부는 1989.4.3. 상기 한･중국 우호교류협회의 중국 교민 위문공연사업과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
●

고려사항
- 한･중국 간 균형된 문화교류 추진은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나, 규모, 성격 및 한･중국 관계
전반에 대한 고려하에 추진 필요
- 중국교포 지원 및 교류문제는 한･중국 간 미수교 상황하에서 중국 정부와의 마찰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3. 한･중국 우호교류협회의 1989.5월 중국 교포 위문공연예술단 방중 신청 관련, 외무부는 1989.6월
중국 내부의 최근 사태를 감안하여 추후에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추진하도록 권유함.
4. 한･중국 우호교류협회는 1989.7월 중국 내부가 상당히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외무부(정보문화국)에
다시 중국 교포 위문공연을 위한 방중 허가를 신청한바, 동 건과 관련하여 외무부 아주국이
정보문화국에 회보한 의견은 아래와 같음.
●

한･중국 우호교류협회에 방중 일정을 7월 말로 조정, 시행하도록 조치하여 주기바람.

●

서방국가가 계속 중국 여행을 자제하고 대중국 제재조치를 시행중임에 비추어, 동 협회 측에
행사를 조용히 추진하도록 당부바람.
- 언론에 대한 홍보지양, 방중 결과의 언론보도를 가능한 한 자제, 방중 시 공식행사 이외의
활동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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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86

대구시-Milan(이탈리아)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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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llitteri 이탈리아 밀라노시장이 1988.8.21.~26. 대구시장 초청으로 방한, 대구시와 밀라노시
간 자매결연 추진 등 양 도시 간 협력증진방안에 관해 협의함.
2. 박성달 대구시장은 1989.4월 밀라노를 방문, 대구-밀라노시 간 자매결연추진 원칙 합의 공동
성명서에 서명함(198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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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87

한･일본 [민간] 문화교류기금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홍보문화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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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본 문화교류기금이 1983년 설립됨.
●

경위
- 1981.9월 제9차 한･일본 의련 합동총회에서 공동 발의
- 1982.3월 양국 의련에서 설립안 승인
- 1982.10월 일본 측 기금설립위원회 설치(기금 10억 엔)
- 1983.5월 한국 측 기금설립위원회 설치(기금 10억 원)

●

운영방침
- 양국 공히 민간주도에 의한 운영
- 기금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사업은 상호 협의 선정

●

사업내용
- 직능별 전문가, 문화･예술인, 청소년의 상호 교류
- 문화･역사 연구, 자료조사, 책자 발간, 전시회 개최 등

2. 하나무라 일･한 문화교류기금 회장이 1984.5.31.~6.3. 방한함.
●

방한 목적
- 양국 문화교류기금 간 협조 강화
- 한･일본 관계에 대한 이해 심화

●

방한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회의장, 한･일본 의원연맹 회장, 전경련 회장 등 예방

3. 본 문서철에는 한･일본 문화교류기금이 작성한 ‘85년도 사업실적 및 단체현황 보고’, ’86년도
사업계획 및 이사회 결과보고‘, ’87년도 정기보고서‘, ’8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등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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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88

한･일본 도시 간 자매결연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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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한･일본 도시 간 교류 추진 동향임.
1. 외무부는 4월 부산시청과 후쿠오카시청 간의 행정교류협정 체결을 승인함.
●

양 시의 대학교, 상공회의소, 방송국, 봉사단체 등 20여개의 단체가 자매결연 교류 중이어서
양 시의 행정지도 필요성이 커짐.

●

952

양 시는 1989.10월 양시 간 행정교류합의서에 서명함.

2. 경상북도와 일본 시마네현은 10월 양측 간의 자매결연서에 서명함.
3.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는 4월 경기도지사에게 자매결연 제의 서한을 송부함.
●

경기도 대표단이 8월 가나가와현을 방문,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함.

4. 경기도 의정부시와 일본 니가타 시바타시 간의 우호도시협정 서명식이 11.2. 일본 시바타시에서
개최됨.
5. 경기도 수원시와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간의 자매결연 서명식이 10.17. 일본 아사히카와시에서
개최됨.

89-0889

당진군(충청남도)-Snohomish군(Washington주, 미국) 간
자매결연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68 / 10 / 1-52

1. 충청남도 당진군과 미국 Washington주 Snohomish 카운티 간의 자매결연식이 1989.5.10.
에버렛에서 거행됨.
●

구장회 당진군 군수와 Tucker Snohomish 카운티장이 자매결연서에 서명함.

2. 동 자매결연식에는 당진군 출신인 김현욱 국회외무위원장이 참석하여 연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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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90

인천시-Tshkent(소련) 간 자매결연 추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68 / 11 / 1-32

1. 1989.6.2.~10.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소련 방문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장은 한국이
지정하는 도시와 타슈켄트시 간의 자매결연을 제의함.
2.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도쿄 주재 소련대사관 관계관에게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타슈켄트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인지 문의한바, 1989.9월 소련대사관 관계관의 언급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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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에 문의하였으나 아직 회답이 없음.

●

근래 동 업무가 외무부에서 대외문화교류연맹으로 이관되어 회답을 받는데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임.

●

최근 소련 도시와 외국 도시 간의 자매결연은 활발하지 않음.

89-0891

외무부 출입기자단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68 / 12 / 1-296

1987~89년 중 외무부 출입기자단의 일본 방문에 관한 내용임.
1. 1987년도 방문(기자단 11명)
●

방일 기간
- 1987.5.18.~25.

●

주요 일정
- 외무성 국제보도과장, 북동아과장 브리핑
- 다니노 아주국 심의관 주최 만찬
- 외무대신 회견
- 통산성, 방위청 방문
- 삿포로 자위대 기지 방문
- 오사카, 교토, 나라 시찰

●

특기사항
- 구라나리 외무대신은 5.21. 방일 기자단과의 회견 시 한반도 정세, 일･북한관계, 민홍구 문제,
한･일본 무역불균형문제, 일본･중국 관계 전망 등에 대해 답변함.

2 1988년도 방문(기자단 11명)
●

방일 기간
- 1988.5.12.~21.

●

주요 일정
- 외무대신 회견
- 외무성 국제보도과, 북동아과 방문
- 외무성 주최 만찬
- 방위청 방문
- 삿포로 육상자위대 방문
- 오사카, 교토, 나라 시찰

●

특기사항
- 우노 외무대신은 5.16. 방일 기자단과의 기자회견 시, 금후의 한일 관계, 오쿠노 발언(망언),
KAL기 사건과 일본･북한 관계, 요도호 사건, 재일한국인 문제 등에 대해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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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9년도 방문(기자단 17명)
●

방일 기간
- 1989.6.8.~6.17.

●

주요일정
- 외무대신 서면 인터뷰
- 외무성 국제보도과, 북동아과 방문
- 외무성 보도담당 참사관 주최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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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성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 삿포로 자위대 기지 시찰
- 오사카, 나라, 교토, 고베 견학
●

특기사항
- 일본 외무대신은 6.9. 서면회견에서, 신내각의 외교정책 방향, 세계경제에서 일본의 역할,
일･북한 관계,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 문제 등에 대해 답변함.

89-0892

Baker, Samuel 카나다(토론토)･한 친선협회장 방한
생산연도

1986-1987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68 / 13 / 1-39

1986~87년 중 Samuel R. Baker 캐나다･한국 친선협회장 방한 관련 내용임.
1. 1986.4.6.~4.15. 방한
●

방한 경위
- 주한 캐나다대사관 및 전경련 후원 투자관계 세미나 참석

●

주요일정
- 동력자원부장관 방문
- 외환은행장 면담
- 외무부 미주국장 주최 오찬 참석

2. 1987.2.19.~2.21. 방한
●

방한 경위
- 개인사업 관계로 방한하였으나, 방한기간 중 양국 친선협회 간의 교류증진 등에 관한 협의 희망

●

방한 전 요청사항
- 한국･캐나다 친선협회 백선엽 회장, 이규현 부회장 등 간부진 면담 주선

●

방한 시 요청사항
- Samuel 회장은 외무부 미주국장을 면담, 토론토에 한국문화센터 설치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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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93

Mohamed EL HAYAWAN 이집트 Al-Gomhuria지
편집부국장 겸 논설위원 방한, 1989.9.30.-10.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19-68 / 14 / 1-115

외무부의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방한 초청 사업계획에 따라, Mohamed El Hayawan
이집트 Al-Gomhuria지 편집부국장 겸 논설위원이 1989.9.30.~10.7. 방한함.
1. 주요 방한일정
●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중동아국장 면담 및 만찬, 정보문화국장 면담 및 만찬

●

KBS 방문, 한국언론회관 이사장 만찬

●

판문점 시찰,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서울 고궁, 박물관 및 용인민속촌 등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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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 Hayawan 논설위원은 Al-Gomhuria지에 1989.10.13.부터 8회에 걸쳐 방한기사를 연재함.

89-0894

헝가리 언론인 방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동구과/홍보과

MF번호

2019-68 / 15 / 1-147

1986∼89년 중 헝가리 언론인의 한국 방문에 관한 내용임.
1. Kiraaly 헝가리 Nepsport지 편집국장이 1986.11.17.~23. 문공부 초청으로 방한함.
●

동 편집국장은 11.18. 외무부 구주국장을 면담

2. Trom 헝가리 Hungarian New Agency 동경특파원이 1987.5.24.~30. 문공부 초청으로 방한함.
올림픽경기장 시찰, 김옥진 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 면담 및 오찬
● 김봉규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 해외공보관장 주최 만찬, 신현극 해외공보관 의보부장 면담
● KBS, Korea Herald 방문, 연합통신 편집국장 주최 만찬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 산업시찰
● 서울, 경주, 민속촌 등 관광
●

3. Szabo 헝가리 라디오방송국 Senior Editor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올림픽 준비상황, 경제･외교
정책에 관한 라디오프로그램 제작차 KBS의 협조를 얻어 1987.12.15.~21. 방한함.
●

외무부 구주국장은 12.19. 동 헝가리 언론인에게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 국내정세, 대공산권
문호개방정책 추진현황, 남북대화 노력 등에 관해 설명

4. 헝가리 국영 M-TV 취재반 2명이 1988.2.8.~20. 문공부 초청으로 방한함.
●
●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의 민주화, 서울올림픽 준비상, 경제발전상, 전통문화 등을 취재
해외공보관장, 현홍주 의원, 한승주 교수 등 교수 4명, 김옥진 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 김남수 수원교구청 주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을 면담

5. Agoston 헝가리 국영통신부사장 일행 4명이 1988.2.22.~26. 방한함.
대통령 취임식 참석
올림픽경기장 및 공원 시찰
● 연합통신 사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
●

6. 외무부의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방한 초청사업 계획에 따라, Balo 헝가리 기자협회장이
1989.8.27.~9.3. 방한함.
●
●

외무부 제2차관보 및 정보문화국장, 해외공보관장, 언론회관이사장 등 면담
올림픽 경기장, 기아자동차 등 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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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95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 방한, 1989.11.13.-1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68 / 16 / 1-111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이 1989.11.13.~19.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1년 제11차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시 양국 외무부 출입기자단의 교환방문 정례화 합의
- 항공료는 피초청자, 체재비는 초청자 부담

●

실적
- 한국 측 기자단: 8회 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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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측 기자단: 6회 방한

2. 방한 기자단
●

기자단 13명
- 교도통신 등 13개 언론사 기자 각 1명

●

인솔자 1명
- 외무성 보도과 사무관

3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회견

●

야당지도자 면담

●

경제기획원, 통일원 방문

●

판문점, 독립기념관 견학

●

외무부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89-0896

자메이카 언론인 방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홍보과/남미과

MF번호

2019-68 / 17 / 1-81

1986∼89년 중 자메이카 언론인의 한국 방문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의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방한초청사업 계획에 따라, Morales-Lewin 자메이카
JBC TV 뉴스 앵커맨이 1986.8.26.~30. 방한함.
●

주요 방한일정
-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미주국장 예방, 해외공보관 외신부장 면담
- KBS 방문, 삼성전자 공장 시찰, 올림픽경기장 시찰, 민속촌 관광
- 판문점･땅굴 시찰

●

동인은 10.6. JBC TV 뉴스시작 전 약 8분간 한국을 소개함.

2. 외무부의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방한초청사업 계획에 따라, Stokes 자메이카 Daily
Gleaner지 편집국장이 1989.6.3.~7. 방한함.
●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면담, 미주국장 면담 및 만찬, 문공부 매체국장 면담

●

KOEX 방문, 국립박물관･고궁 관광, 금성사공장 방문

●

올림픽경기장 및 공원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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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97

Drabo, Gaoussou 말리 AMPP 일간지 부사장 방한,
1989.11.6.-1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19-68 / 18 / 1-52

외무부의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방한초청사업 계획에 따라, Drabo 말리 AMPP
일간지 부사장이 1989.11.6.~11. 방한함.
●

주요 방한일정
-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면담, 중동아프리카국장 면담 및 만찬
- 한국일보, KBS 등 언론사 방문
- 판문점, 새마을 시찰, 서울 고궁, 박물관, 미술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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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사공장 시찰

89-0898

네팔 언론인 방한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홍보과/서남아과

MF번호

2019-68 / 19 / 1-99

1985∼89년 중 네팔 언론인의 한국 방문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의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방한초청사업 계획에 따라, Pandy 네팔 국영통신사
편집위원 겸 한･네팔 친선협회부회장이 1985.4.3.~8. 방한한 바,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 제1차관보, 해외공보관장 면담,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면담 및 만찬

2. 외무부의 비동맹권 및 미수교국 언론인 방한초청사업 계획에 따라, Parajuli 네팔 Gorkhapatra
지 편집부국장이 1989.4.24.~29. 방한함.
●

주요 방한일정
-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정보문화국장 면담 및 만찬, 한국언론회관 이사장 면담, 대한산악연맹
관계관 면담
- 올림픽경기장, 판문점･땅굴시찰, 국립박물관 관람, 용인민속촌 관광
- 삼성전자공장 시찰

●

동인은 5.5. 및 5.20. Gorkhapatra 지에 방한 관련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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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99

소련 언론인 방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19-68 / 20 / 1-157

1989년 중 소련 언론인의 한국 방문에 관한 내용임.
1. Askold A. Biryukov 소련 Tass통신 논설위원
●

Biryukov 논설위원은 외무부의 비동맹 및 미수교국 언론인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1989.9.4~9.
한국을 방문함.

●

동인은 체한기간 중에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제2차관보 등 고위 인사와의 면담, 외교안보연구원
간담회 참석, 지방산업시설 및 관광단지방문 등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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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언론인
●

Vitalyn Lgnatenko 소련 주간지 New Times 편집장이 2월 동경특파원 Vladmir Ovsyanmikov을
대동하고 방한함.

●

Vladimir Koutchko 소련 Tass통신 동경지국장이 3월 한국특집 취재차 방한함.

●

Sergei Agafovov 소련 정부기관지 Izvestia 동경특파원이 3월 소련무역사무소 개소식 취재 등
목적으로 방한함.

●

Mikhail Yefimov 소련 노보스티통신사 이사 및 편집국장이 중앙일보 초청으로 방한함.

89-0900

베네수엘라 언론인 방한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남미과/홍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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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89년 중 베네수엘라 언론인의 한국 방문에 관한 내용임.

1. 베네수엘라 Daily Journal지 주필 E. A. Bauman 부부가 외무부 초청으로 1981.9.6.~9.12.
방한함.
●

초청 경위
- 외무부가 1981년도 유력 언론인 초청계획에 의거 국제문화협회와 공동으로 초청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예방
- KBS 사장, 동아일보 회장, 국제문화협회장 면담
- 판문점, 땅굴 시찰
- 산업시찰(포항, 울산)

2. 베네수엘라 일간지 Bloque de Armas의 De La Cerda 편집위원장이 외무부 초청으로
1984.5.22.~27. 방한함.
●

주요 일정
- 외무부 제1차관보, 경제기획원 차관보 예방
- KBS, Korea Herald,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 코리아타코마,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포항제철 방문
- 판문점, 땅굴, 국립박물관 시찰

3. 베네수엘라 El Universal지 Pedre Llorens 편집부장이 외무부 초청으로 1986.11.17.~21. 방한함.
●

주요 일정
- 외무부 제2차관보, 정보문화국장, 해외공보관장 예방
- 올림픽조직위, 산업연구원, 새마을연수원 방문
- 올림픽경기장, 새마을시범부락, 삼성전자 시찰

●

방한 후 신문기고
- 서울 놀라운 발전 속에 문화, 전통공존
-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
-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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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01

인도네시아 Universitas Nasional 대학 한국학연구소 지원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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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6.12월 자카르타 소재 Universitas Nasional 대학의 한국학연구소
개설 움직임과 관련. 동 대학 교수 1명의 방한 초청과 연구소 개설지원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7.2월 우선 대사관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Universitas Nasional 대학을
지원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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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대학 동문회 거출금(2천 달러) 및 대사관 바자회 수익금 등 조성금(1만 달러) 전달

3. 문교부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의 건의대로 Universitas Nasional 교수 1명을 1987.6.10.~24.
방한 초청함.
●

한국 측이 체재비 및 항공료 부담

4. 1989.9월 현재 동 연구소에 대한 한국 측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음.
●

한국어 강사 파견

●

동 대학 교수 방한 연수(총 1.5년)

●

한국어 교재, 한국에 관한 책자 등 12 여종 300여부 지원(문공부, 학술진흥재단 등)

89-0902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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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1982.6월 일본 문부성이 중･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제의 대륙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

●

일본 정부는 1982.8월 관방장관 담화로 왜곡부분 시정을 약속하고, 11월 문부대신 담화로 검정
기준에 ‘국제이해의 협조라는 관점에서 배려할 것’이라는 기준을 추가
- 일본 정부는 상기 검정기준에 따른 시정 결과(1983년 7개항, 1984년 8개항, 1986년 24개항)를
한국 측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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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7년도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1987.7.1 검정완료).
●

대상: 총 259종
- 개정 검정: 83종
- 신규 검정: 176종

●

한국 관심 대상
- 역사교과서 16종(고교용 일본사 5, 세계사 11)
- 고교용 ‘현대사회’

●

한국관계 서술에 대한 분석
- 1982년도에 즉각 시정을 요청한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1983년 검정 결과 보다
다소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1983년도와 동일 수준 유지

3. 동경지법은 1989.10월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제3차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
(1984년 청구)에 대해 일본의 검정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시함.
●

다만 문부대신의 교과서 검정내용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는 경우 재량 남용이
인정된다고 판시

89-0903

한･소련 학술교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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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한･소련 학술교류에 관한 내용임.
1. 연세대
●

박영식 연세대 총장 일행은 연세대와 모스크바대학 간 교환협정 체결차 1989.10.14.~23. 소련을 방문함.

●

Tikhomirov 소련 동양학연구소 교수는 연세대 국제대학원의 국제고위관리자 연수과정 참가차
1989.5.15.~6.7. 방한함(5.23. 외무부 제2차관보와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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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양대
●

Zharkikh 소련 극동문제연구소 국제교류협력부장 일행 3명은 1989.2.22.~3.2. 한양대 중소문제
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함(외무부 동구과장 면담,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참석).

●

한양대 중소연구소(유세희 교수 등 한국 측 인사 6명)와 소련 극동문제연구소는 1989.4.3~5.
모스크바에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함.

3. 단국대
●

장충식 단국대 총장 일행은 학술교류 협의차 1989.8.27.~9.2. 소련을 방문함.

4. 경남대
●

외무부는 2월 박재규 경남대 총장의 3월 소련 방문계획에 이의없음을 문교부에 회보함.

●

Churkin 소련 동양학연구소 박사는 경남대 총장의 초청으로 6월 방한함.

5. 한국국제관계연구소
●

외무부 제2차관보는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주최 학술회의(1989.7.5.~7.) 참석차 방한한 Korolyov
소련과학원 IMEMO(세계경제및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일행 4명을 7.4. 면담하고 오찬함.
- 박철언 청와대 정책보좌관은 7.6. 동 일행 면담

●

최종기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소장(서울대 교수)는 1989.9.7.~10.6. IMEMO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함.

6. 외교안보연구원(소련인사 초청세미나 개최)
●

외교안보연구원은 1.19. Mironenkov 소련과학원 서구연구소 부소장 및 Nagorniy 미국･캐나다
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

●

외교안보연구원은 6.23. Vysotsky 소련 국제법학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

89-0904

North, Alastai M. 태국 AIT(아시아공과대학) 총장 방한,
1988.11.30.-12.2.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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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tai M. North 태국 AIT(아시아공과대학) 총장이 1988.11.30.~12.2. 방한함.
1. 방한 목적
●

1988.9월 개교한 공과대학 내 경영대학원에 대한 한국의 지원 요청

2. 방한 일정
●

문교부장관 예방

●

과기처 및 외무부 관계자 면담

●

KIT 및 KAIST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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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05

Arbatov 소련 과학원 미국･캐나다 연구소장 및 Kapitsa
동양학 연구소장 방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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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atov 소련과학원 미국･캐나다 연구소장 및 Kapitsa 동양학 연구소장이 1989.9월
한국을 방문함.
1. Georgi A. Arbatov 연구소장(1989.9.9.~14.)
●

Arbatov 소장은 김경원 사회과학원 원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사회과학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신사고와 아･태지역 평화와 안보문제” 제하의 주제 발표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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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소장은 9.11. 최호중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 최호중 장관은 한･소련 공식관계 수립의 필요성과 한국의 유엔가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소련의 지원을 희망함.
- 동 소장은 한국의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일성의 반대로 실천에 옮기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소련 고위당국자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함.

2. Mikhail Stepanovich Kapitsa 연구소장(1989.9.10.~16.)
●

Kapitsa 소장은 서울올림픽조직위 초청으로 서울올림픽 1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여 “아･태지역의 동･서 관계 및 상황변화” 주제로 강연을 함.

●

동 소장은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9.13.)와 최호중 외무부장관(9.15.)을 각각 예방함.
- 한국 측이 노태우 대통령의 새로운 통일방안을 설명하고 한･소련 간 공식관계수립 및 한국의
유엔가입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하여 동 소장은 점진적인 발전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소련 고위당국자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함.

89-0906

Martynov, Vladlen A. 소련과학원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방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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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len A. Martynov 소련과학원 IMEMO(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이 1989.10.22.~29.
한국을 방문함.
1. Martynov 소장은 1989.6월 IMEMO의 당시 소장이었던 Primakov의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한
김영삼 민주당 총재의 답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함.
●

민주당 북방특위가 개최한 “한･소련 관계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국회의장
예방, 산업시찰 등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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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tynov 소장은 1989.10.25.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을 비공식적으로 예방하고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한국 측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소련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남북한 대화 및 유엔가입
등과 관련한 소련의 대북한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소련 간 공식적 관계수립과 실질적
관계심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최근 소련의 보편성원칙 강조 사례와 사할린 교포문제 및 영사기능 문제에 관한 협의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공식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소련 측은 긍극적으로 한국과의 수교를 추구하나, 북한에 대한 의무를 고려하여 경협 등 민간
교류를 통한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 미국이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차례가 되었음을 강조함.
- 상호 이익을 위하여 한국의 적극적인 대소련 경협추진을 희망하면서 양국은 정부간 접촉을
통하여 준공식 또는 공식관계수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한국의 헝가리 등
동구권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한･소련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89-0907

Scalpino, Robert A.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방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69 / 8 / 1-78

Robert A. Scalpino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의 방한과 관련된 내용임.
1. 1987년도
●

Scalpino 소장(교수)은 한국 Fulbright 위원회 초청으로 1987.5.18.~24. 방한함.
- 노태우, 김영삼 및 김대중 등 정치인 면담,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 제하의
강연, 언론사 인터뷰 등 일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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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8년도
●

Scalpino 교수는 버클리대학 한국학연구소설립 기금 모금을 위하여 Heyman 버클리대학 총장과
동행, 1988.11.3.~12.2. 방한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버클리대학 동아시아연구소에 한국학 연구기금 36,000달러를 지원함.

3. 1989년도
●

Scalpino 교수는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주최 북한관련 학술회의 참석차 1989.8.7.~11. 방한함.
- 정부는 동 교수가 한국학 발전 및 한･미국 우호관계 강화에 크게 공헌한 점을 고려하여 8.9.
동인에게 수교훈장을 수여함.

89-0908

한･중국 관광교류 추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69 / 9 / 1-101

1989년 중 한･중국 간의 관광교류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CITS(중국국제여행사) 부사장 일행이 1989.7.27.~28. 한국을 방문하여 교통부 관광국장과
관광교류 관계자 회담을 가지고 한･중국 단체관광교류 기본방침에 합의함.
●

양국 창구, 취급 여행사 수, 출입국 절차, 안전문제 등에 합의함.

●

CITS 홍콩지사는 8월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에 한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에 관한 중국 정부의
방침을 통보함.

●

산동성 경제대표단이 8월 방한하여 관광교류 문제를 협의함.

2. 교통부는 한･중국 관광교류를 위한 관광객 모집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 10월 관계부처에 통보
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양국 취급여행사 확대문제가 제기됨.
●

중국 측 지정여행사 3사 외에 산동성여행사가 임의로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선정된 20개 여행사 외의 미지정 업체의 불만이 고조되자 교통부는 관광객 모집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함.

3.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2월 CITS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 및 현안문제를 협의함.
●

방중 관광객에 대한 중국의 수용태세를 확인하고 주요 관광자원을 답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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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09

Nguyen Quyen Sinh 베트남 관광청장 방한, 1989.9.5.-12.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69 / 10 / 1-28

Nguyen Quyen Sinh 베트남 관광청장이 1989.9.5.~12. 방한함.
1. 교통부 산하 관광공사는 미수교국과의 관광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Sinh 베트남 관광청장을 방한
초청함.
2. Sinh 관광청장은 방한하여 관광시설, 산업시설 방문 등 일정을 가졌으며, 관광공사 사장, 교통부
관광국장 등과의 면담에서 한국인 관광객 유치, 호텔의 합작건설, 항공노선의 개설에 대하여
974

관심을 표명함.

89-0910

Peal, J. Jenkins 라이베리아 노동･청년 및 체육장관 방한,
1976.10.11.-1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9-69 / 15 / 1-89

Joseph Jenkins Peal 라이베리아 노동･청년 및 체육장관이 1976.10.11.~18. 방한함.
1. 방한 일정
●

10.12.
-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참관(부산)
- 경남 교육감 주최 오찬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시찰
- 경남도지사대리 주최 만찬

●

10.13.
- 모범 새마을 시찰(경남 양산군 하북면 삼각리)
- 울산 현대조선소 시찰
- 경주 방문

●

10.14.
- 문교부장관(서리) 예방
- 외무부장관 예방
- 경희대학교 방문
- 국무총리 예방
- 노동청장 예방
- 문교부장관(서리) 주최 만찬

●

10.15.
- 국립묘지 참배
- 신성통상 시찰
- 땅굴 시찰
-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

10.16. 일정
- 경제기획원차관 예방 및 한국경제 브리핑 청취
- 주서울 라이베리아 명예영사 주최 만찬

2. 방한 성과
●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의 한국 지지 확보

●

정치, 경제, 체육, 문화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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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11

중국의 북경 아시안게임 선수촌 운영 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69 / 16 / 1-28

중국의 베이징 아시안게임 선수촌 운영 지원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한 내용임.
1. 장백발 베이징 부시장은 1989.8.8. 주홍콩총영사관 관계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1990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게임 선수촌 호텔요원의 한국 연수계획을 알려오면서 지원을 요청하여옴.
●

객실, 로비, 식음료 업무 등 9개분야 관계자 30여명을 한국 호텔에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2. 정부는 1989.9.18. 체육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원 방안을 협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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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개선 기반 구축의 계기로 활용

●

한국 올림픽위원회-베이징 아세안게임조직위원회 간 협력방식으로 추진

●

연수경비는 호텔 측에 협조를 구하되 부족분은 국고지원

89-0912

볼리비아･한 친선협회 창립, 1989.10.1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69 / 17 / 1-5

볼리비아 코차밤바지역의 볼리비아･한국 친선협회가 1989.10.13. 창립됨.
1. 주볼리비아대사관은 친한세력의 저변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코차밤바지역의 친선협회 결성을
추진함.
2. 주볼리비아대사관은 1989.10.13. 지역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협회 결성식 행사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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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13

피지･한 친선협회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69 / 18 / 1-33

피지･한국 간의 친선협회 관련 내용임.
1. 피지･한국 친선협회 결성

978

●

피지･한 친선협회(Fiji-Korea Association)이 1983.5.11. 주피지대사관저에서 발족됨.

●

동 협회 창립 총회에는 휘지 하원 정･부 의장 및 농수산 및 법무장관, 교포 등 26명이 참석함.

●

초대 회장에 주영국 피지 고등판무관을 역임한 Sir Josua Rabukawaqa가 선출됨.

2. 피지･한국 친선협회 정관
●

13개조로 구성됨.

●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활동, 회원, 조직, 총회 등을 규정함.

89-0914

한･일본 친선 협회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69 / 19 / 1-228

1986~89년 중 한･일본 친선협회 활동에 관한 내용임.
1. 제5차 한･일 친선협회 합동총회(1986.3.28., 서울)
●

대회참가 인원(440명)
- 한국 측: 이재형 중앙회 회장 및 중앙회 임원단, 지방회장단 등 간부 312명
- 일본 측: 다나카 다즈오 중앙회장 및 중앙회 임원단, 각 지방 회장단 등 간부 128명

●

총회 결과
-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지지하고 실현을 촉구
-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과 사할린 억류 한국인의 조기 귀환 운동을 전개
- 한･일본 친선협회 중앙회를 사회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등기 변경하기로 결정

2. 한･일본 친선협회 회장단 합동간담회(1987.6.22., 도쿄)
●

참석 인사
- 한국 측: 구자경 부회장 외 11명
- 일본 측: 다나카 다즈오 회장 외 32명

●

공동발표문 내용
-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환 환경조성 노력 약속
- 양국간 현안인 경제, 기술 협력문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합의
- 지문날인 문제 등 재일한국인 지위향상 문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3. 한･일본 친선협회 회장단 합동간담회(1989.3월, 도쿄)
●

합동간담회 참석자
- 한국 측: 이재형 회장, 김숙현 이사장 외 9명
- 일본 측: 다나카 다즈오 회장 외 24명

●

합동간담회 목적
- 양측 간 현안문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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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15

시에라리온･한 친선협회 재창립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69 / 20 / 1-11

시에라리온･한국 친선협회 재창립에 관한 내용임.
1.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은 1976.4월 창립된 시에라리온･한국 친선협회가 침체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1988.8월 외무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함.
2.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은 1989.2월 시에라리온･한국 친선협회 재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및
임원 등을 선출하고, 6월에는 주재국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함.
980

89-0916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70 / 2 / 1-105

1989년 중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의회의 움직임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내용임.
1. 행정부 동향
●

부시 미국 대통령은 신통상법 제1641조에 따라 1989년도 미국 통상정책 과제보고서와 연간
무역전망보고서를 3.1. 의회에 제출함.
- 미국의 통상정책의 목표로서 농산물, 공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시장 개방을 최대로
확보함으로써 상호의존적 국제무역체제의 경제적 이득을 확대해 나갈 것을 언급
- 구체적 통상정책 방향으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국제무역체제 강화
등 7개항을 제시

●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3.17.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개별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에 대하여 우선 UR 협상 종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언급함.
- 한국 등 태평양연안국과의 FTA 체결의 득실을 비교한 결과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평가

2. 언론보도 동향
●

미국 Wall Street Journal지는 1989.5.25.자 보도에서 행정부 내에서 통상 문제를 두고 이견
대립이 이루어지는 한편, 의회의 민주당은 경제적 민족주의 기치 하에 통상 문제를 당의 이미지
쇄신기회로 삼고 있다고 보도함.

●

WP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성명서를 내고 미국의 일방주의가 다자체제를 위협한다고
비난하였음을 1989.6.8. 보도함.

3. 한･미국 통상문제
●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입장벽 철폐 등 압박을 위한 슈퍼 301조 적용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며,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시장개방 약속을 비교적 잘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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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17

미국지역 순회 경제홍보활동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70 / 1 / 1-131

1988~89년 중 한국의 미국지역 순회 경제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미국은 고질적인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8.8월 신통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미국과의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해결이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1989.1월 부시 미국 행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대미 경제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1988.12월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경제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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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내용
- 방문지역 주정부 관계관, 주요의원 및 보좌관들과의 면담, 업계, 학계 및 언론계 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 주요 산업시설 또는 연구기관 등 방문
- 한국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과 대미 수입확대 노력 설명, 구매사절단 파견 등 연계

2. 활동 결과
●

제1차 지방경제설명반 파견(1989.2.20.~25.)
- 손명현 주미국대사관 공사를 반장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3개
남부지역 순회
- 대미국 흑자축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시장개방 조치 및 대미국 수입노력 설명 등

●

제2차 지방경제설명반 파견(1989.4.2.~8.)
- 최영진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을 반장으로 매사추세츠, 메인 및 뉴햄프셔 북동부 3개주 순회

●

제3차 지방경제설명반 파견(1989.11.26.~12.2.)
- 손명현 주미국대사관 공사를 반장으로 위스콘신, 미시건 및 오하이오 중부 3개주 순회

89-0918

중국 경제동향. 전3권 (V.1 1-3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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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홍콩총영사관이 홍콩 소재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중국 경제동향을 보고한 자료임.
2.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 외국과의 협정 체결 등 특이동향을 분석한 자료
●

중국의 고위관리가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기본 입장은 ‘동북아 경제권’ 설치에 앞서
1차적으로 ‘황해 경제권’을 설치하여 자본과 기술 그리고 풍부한 원료를 상호 공급하여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추구

●

중국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설치 추진 동향

●

최대 곡물수입국으로 부상한 중국

3. 기타
●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무역협상 참가조건 및 자격 등에 관한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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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19

중국 경제동향. 전3권 (V.2 4-7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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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홍콩총영사관이 홍콩 소재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중국 경제동향 자료, 국제금융기관이 작성한
중국 경제관련 자료, 총영사관이 작성한 중국 경제동향 보고서와 중국 경제통계를 모아서 보고한 자료
●

중국 전국인민대회 제7기 제2차 회의 내용

●

3월 국무원 발표 산업분야별 중점육성 및 개발억제분야

2. 주홍콩총영사관 관계자가 홍콩 주재 인사들을 접촉하여 탐문한 내용
●

홍콩 주재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관계자의 중국 정부의 경제 긴축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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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 외국과의 협정 체결 등 특이동향을 분석한 자료
●

중국 정부의 급속한 경제구조 개편과 외국 합작투자 보호 약속

89-0920

중국 경제동향. 전3권 (V.3 8-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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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홍콩총영사관이 홍콩 소재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중국 경제동향을 모아서 보고한 자료,
국제금융기관이 작성한 중국 경제관련 자료, 총영사관이 작성한 중국 경제동향 보고서와 중국
경제통계를 모아서 보고한 자료 등
2. 주미국대사관, 주인도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대만(구 중화민국)대표부 등이 중국 경제동향을
보고한 자료
●

인도･중국 무역동향(사절단 방인 등)

●

일본 무역협회가 주축이 되어 일본･중국･소련 3개국 무역회의가 10월 하바로프스크에서 개최

●

천안문사건 후의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3.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 외국과의 협정 체결 등 특이동향을 분석한 자료
●

중국 정부가 발표한 1989년도 상반기 중국 대외무역 실적

●

원자재 시장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

1988년 사회, 경제발전 통계

●

중국 정부는 1989.12.16. 위안화 대폭 평가절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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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21

일본의 건설시장 개방 관련 미국･일본 협상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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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에 걸친 일본 건설시장 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협상경위에 관한 내용임.
1. 제1차 미국･일본 실무교섭(1988.2.17.~19.)
●

특례적 개방대상 공공사업의 범위와 지명경쟁입찰제도 완화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됨.

●

일본 측은 6개 공공사업 중 중앙정부, 공단 발주공사에 한해 특례조치를 제의함.
- 미국 측은 대상사업의 확대와 모든 공사 참여허용 및 지명경쟁입찰제도 자체의 변경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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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이 미국에 대한 공공건설사업 참여 특례 조치 시 미국에 허용하는 정도의 참여를
한국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촉구함.
- 일본 외무성은 한국업체의 일본 건설공사 참여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임.

2. 제2차 미국･일본 실무교섭(1988.3.8.)
●

일본 측은 현행 일본의 지명경쟁입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7개 공공사업을 미국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취급사업으로 제시함.
- 미국 측은 7개 공사의 대부분이 공공 및 민간부문 분리발주 형태를 취하고 있어, 민간 발주
참여가 불가능함을 주장함.(공공 발주처가 아닌 관계로 입찰에 특혜적 취급 불가)

3. 미국･일본 협상 타결(1988.3.29.)
●

워싱턴을 방문 중인 오자와 일본 관방부장관과 야이터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간에 타결됨.

●

주요 합의사항
- 간사이 공항건설, 동경만 횡단도로 등 7개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특례조치
- 중앙정부 발주공사 이외에도 정부 재정지원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발주공사에도 내외국민
무차별 참여원칙 합의
- 지방 경쟁입찰제도 완화 및 합의사항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미국 측은 일본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시 대일본 건설규제법의 폐지 용의를 표명함.

●

1988.4.4.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일본 합의사항을 EC(구주공동체)국가와 한국에도 적용
하기로 했음을 보도함.
- 일본 외무성은 원칙적으로 적용방침이나 각국의 제도, 실태에 따라 일본에 대한 개방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할 것임을 밝힘.

4. 미국･일본 건설실무자 회의(1989.5.23.~24.)
●

일본 건설시장 장벽에 대한 포괄통상법 제302조 조사의 일환으로 개최됨.

●

양측의 회의 참석자는 아래와 같음.
- 일본 측: 외무성, 건설성 등 5개부서의 과장급 13명
- 미국 측: USTR 서비스 담당 특별고문 및 상무성 관계자 9명

●

미국 측은 일본의 시장개방에도 불구, 미국 건설회사의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일본 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함.
- 일본 측은 미국 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며, 일본시장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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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22

일본의 노동시장 개방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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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89년 중 일본의 노동시장 개방 관련 주요 동향임.
1.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문호개방 움직임(1988.1월)
●

현행제도는 자국민 완전고용을 목표로 연차별 고용대책 기본계획에 의거, 외국인 취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아래 분야만 제한적 허용함.
- 학술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을 행하는 자
- 수입이 따르는 연극, 연예, 연주, 운동 등 흥행을 행하는 자
- 산업상의 고도 또는 특수한 기술･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초청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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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노동에 종사하는 자(중국 요리사 등)
●

문호개방 움직임의 배경
- 노동력 부족: 1987년 말 현재 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50만 여명의 인력부족 현상
- 일본의 국제화 추진의 일환
- 외국인 불법취업 현상 확대

●

제도 개정 검토 동향 및 반응
- 단순노동자의 취업은 금지하되 중간기술자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여 노동비자 발급 검토
- 기업 측은 국제화 진전에 따라 외국인 노동 수요가 매년 증대되어 어느 정도 개방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임.
-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는 조건부 문호개방에 5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2. 외국인 노동자 영입문제 최종 연구보고서(1988.3.26. 노동성 발표)
●

영입범위 확대
- 전문직, 기술직 또는 관리적인 직업으로서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자
- 일본의 기술연수 수료자로서 실무경험이 필요한 자

●

영입 체제
- 고용허가제 신설하여 고용기간은 1~2년으로 하되 동 기간 연장 가능
- 토목직업원 등 단순 근로자의 영입은 계속 금지하고 불법 취업자 엄격 규제

3. 일본의 기술협력사업(1988.7월 주일본대사관 보고)
●

정부차원의 기술협력사업
- 해외직업훈련시설 설치 운영
- 직업훈련전문가의 파견 및 연수
- 교재개발 등의 사업

●

국제기관을 통한 기술협력사업
- 아･태지역 기능개발계획에 대한 기술협력사업

●

준정부차원의 기술협력사업
- 국제기능 개발계획에 의한 기술연수생 수탁사업

●

민간차원의 기술협력사업
- 해외직업훈련협회를 통한 협력사업
989

89-092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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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임.
1. 배경
●

개도국의 외채는 1987년 초에 이르러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여 악화일로 상태에 처하였으며, 개도국
외화가득의 상당부분이 외채 이자지급에 사용됨으로써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게 됨.

●

외채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국들도 국제수지 악화에 시달림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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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순위로 중남미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이들 국가의 좌경화
가능성 대두
●

외채 탕감을 통한 과감한 해결방안이 주장됨.

2. 외채 경감방안
●

미국의 Brady Plan(신외채전략)
- 1989.4월 Brady 미국 재무장관이 제시한 안은 외채원리금 탕감개념 도입, 개도국 외채의
채권화,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불보증, 3년간 이자 지불유예,
상업은행들의 신규융자 확대 등

●

일본 미야자와안

●

프랑스 미테랑안

- IMF 등 국제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신규차관 제공
- 선진국에 배분된 SDR(특별인출권)을 개도국 외채경감에 활용, 서부사하라 이남의 저소득
채무국을 주대상으로 함.
●

G-7회의
- 1989.4.2 개최된 회의는 국가별 접근방식과 성장지향 외채전략에 합의, IMF/IBRD 정책융자 확대,
일부이자 지원권장, 외채문제에 있어서 상업은행들의 역할의 중요성 강조

3. 개도국의 반응
●

브라질 등 중남미 8개국 그룹은 정상회담, 외상회담 등을 개최하여 공동전략을 추구하였으며
미국의 새로운 외채전략을 환영함.

89-0924

한･핀란드 경제협력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9-70 / 12 / 1-143

1984~89년 중 한국과 핀란드 간의 경제교류에 관한 내용임.
1. 1984~85년도
●

핀란드 소재 북구투자은행 국제대여담당 부총재 일행이 1985.1월 방한하여 한국장기신용은행과
장기신용 공여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추후 차관협정 및 차관보증협정 초안을 한국 측에
제시한데 대하여 한국장기신용은행 측은 불추진 의사를 표명함.

●

1985.5.13.~16. 서울에서 제6차 한･핀란드 민간경협위가 개최되어 양측의 협력방안을 협의함.

●

핀란드 외무성 통상담당차관보가 10월 방한을 추진함.

●

핀란드 재무성은 11.1.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하나인 텐트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중지를 발표하여 주핀란드대사가 외무성에 항의함.

2. 1986~87년도
●

제7차 민간경협위가 헬싱키에서 개최됨.

3. 1988~89년도
●

한･핀란드협회 회장은 핀란드･소련 경제위원회 소련 측 부위원장 접촉 결과를 1988.2월
주핀란드대사에 전달함.
- 소련 전자관계 대표단 방한 추진

●

주핀란드대사관은 1989.6월 핀란드 정부 인사에게 한국 정부의 시장개방 노력과 한국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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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25

한･가이아나 경제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70 / 13 / 1-47

1. 1989.6월 Rajana 가이아나 대통령실 국제경제조정관은 1989.4월 한국경협사절단의 가이아나
방문 시 양측이 협의한 경제협력증진방안 관련 한국 측이 제시한 투자보장협정안에 대한 수정안
및 투자요망분야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가이아나를 겸임하는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송부함.
●

1989.1월 가이아나는 1978.7월 이후 동결되었던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함.

2. 가이아나를 겸임하는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9.9월 신임장 제정차 가이아나를 방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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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에 가이아나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건의함.

89-0926

한･인도네시아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70 / 14 / 1-79

1. 인도네시아 협동성장관 비공식 방한
●

방한 기간: 1989.4.21.~25.

●

방한 목적: 한국의 농어민지원 정책, 제도 및 농수산물 유통과정 등 파악

●

주요 일정
- 4.21. 서울 도착
- 4.22. 수협중앙회 방문
- 4.24. 농림수산부장관 예방, 농협중앙회 방문, 농협벽제단위조합 방문
- 4.25.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 전경련 방문

2. IRF(국제도로연맹) 서울 총회 참석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건설부장관 명의 초청장을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성장관에게 전달, IRF
서울총회 참석 요청

●

공공사업성장관은 1989.4.4. 회신 송부
- 국내사정으로 장관이 참석치 못하는 대신 Suryatin 전 도로청장의 참석 통보

●

Suryatin 전 도로청장 등 50여명이 1989.4.15.~22. 방한함.

3. 제9차 한･인도네시아 임업위원회 개최
●

시기 및 장소: 1989.6.16.~17., 자카르타

●

대표단(수석대표): 김식 농림수산부장관

●

회의내용
- 양국간 임업분야 협력방안 논의
- 인도네시아 임업정책 파악

4. 인도네시아 공업성장관 방한
●

방한 기간: 1989.10.22.~26.

●

대표단: Hartarto 공업성장관 등 기업인 23명

●

목적: 합작투자 유치활동 및 한국의 경제발전상 시찰

●

주요 일정: 투자설명회 개막연설, 상공부장관 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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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27

이라크 국가기념사업 지원요청에 대한 대책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9-70 / 15 / 1-116

1983년 중 이라크의 국가지원사업 지원요청에 대한 정부 입장임.
1. 지원요청 경위
●

1983.4.2. Rashid 이라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바그다드총영사에게 무명용사 기념관 설치용
파노라마 제작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함.

●

정부는 1983.9.1.~9.7. 한국조사단을 이라크에 파견함.

●

동 조사단은 1983.9.30. 조사단 방문 결과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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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라크 요청내용
●

이라크 측은 한국 조사단과의 협의 및 전문적 의견 청취과정에서 당초 회전벽화 제작계획을
취소하고 종합기념관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청함.

●

종합기념관 건립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사규모: 약 1억 5천~2억 달러
- 시설: 파노라마, 기념관, 기념탑 및 부대시설
- 부지: 바그다드 동부 28만 평

3. 조사단 건의 및 정부입장
●

조사단이 약 3억 원의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한데 대해 정부는 고려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조사단은 동 사업의 예술성 및 사업성을 고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 추진한다는
계획을 표명하고 11월 이후 기본계획 작성 작업을 개시함.

●

정부는 동 사업의 정치적 성격 등을 감안, 정부 차원의 지원 범위는 조사단 파견으로 종결됨을
이라크 측 및 조사단에 통보함.
- 향후 사업 참여는 민간 베이스로 추진

89-0928

한･이란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70 / 16 / 1-63

1. 주이란대사관 상무관의 1989년 1/4분기 활동보고서
2. 이란 석유성이 발표한 원유 및 가스 등 자원개발 10개년계획 요약본
3. 주이란대사관의 외무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
●

1989.7월 한국업체와의 간담회와 관련 비자문제 등에 관한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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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29

한･나이지리아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70 / 17 / 1-37

1. 한국 외환은행과 나이지리아가 1982.1월 합작 설립한 LOBI 은행에 대한 운영권 계약이 나이지리아
측의 요청으로 1988.3월 파기되었으나, 나이지리아 측은 1989.1월 내부운영 미숙, 부패 및
종족간 갈등 등을 이유로 한국 측이 적어도 2년간 경영을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상공부는 6월 아중동지역에 대한 산업설비의 수출 촉진 및 합작투자 증진을 위하여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4개국에 국제플랜트 심포지엄 개최 및 산업설비 수출촉진단 파견을 추진함.
●

촉진단은 나이지리아에서 약 2천만 달러 상당의 플랜트 수주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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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이지리아 IMO주 상공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무역사절단이 6월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유력
기업인이 삼성과의 합작투자 협의를 위하여 11월 방한함.
4. 제2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가 12월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되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
추가지원 문제 등을 협의함.

89-0930

네덜란드 Rotterdam항 내 한국 무역 및 재분배센터 설치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70 / 18 / 1-116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한국 무역 및 재분배센타가 설치됨.
1. 1984.10.30.~11.4. Abraham Peper 로테르담 시장 일행이 방한하여 보세창고 설치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1986.11월과 1987.4월에는 로테르담시 경제진흥국장 일행이 방한하여
로테르담항 내에 한국 수출업체의 분배센타 설치 유치활동을 전개함.
2. 로테르담과 한국과의 교류는 계속되어 로테르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네덜란드 경제사절단이
1989.9월 방한함.
3. 1989.9월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한국 무역 및 분배센타가 로테르담항에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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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31

한･네덜란드 경제협력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2019-71 / 1 / 1-183

1987~89년 중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1986~87년도
●

한국 정부의 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잠수함 건조회사 RDM의
참여를 추진하였으나 1987.11월 독일업체로 결정됨.

●

1987.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한･네덜란드 공동위에서 네덜란드 측이 요청한 로테르담

●

Royal Dutch Shell이 1987.9월 극동･Shell 지분 전체를 매입한 후 3년 후 다시 한국인에게

항구에 한국의 무역센타를 건립하는 문제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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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승인 요청한데 대해 동력자원부와 재무부는 다른입장을 견지함.

2.1988~89년도
●

네덜란드 경제동향, 네덜란드가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하는 ‘WORLD INVEST 90’ 국제회의
및 전시회 관련 검토자료, 로테르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의 1989.9월 방한 계획서
등이 수록됨.

89-0932

한･오만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71 / 2 / 1-180

1987~89년 중 한국과 오만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1987년도
●

오만 정부는 오만에 진출한 한국건설업체의 1984년 파산에 따른 부채지불 문제해결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오만 정부는 중소기업, 농업 등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졌으며, 수산분야 협력을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전문가 파견과 경제수역자원조사를 위한 용선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함.

●

주오만대사관이 한국의 호남정유와 석유개발공사의 오만산 석유수입 추진과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의에서의 석유생산 쿼터 조정문제 등에 대한 오만의 입장에 관해 본부에 보고함.

2. 1988~89년도
●

한국 경인에너지와 오만 석유･광물부는 1988.1월 원유 직수입계약을 체결함.

●

주오만대사관은 1988.3월 오만의 한국선원 송출로 인하여 오만에 진출한 원양어업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송출중단을 외무부에 건의함.
- 1989.2월 오만에서의 조업 중단

●

오만 정부는 농업분야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견학하는 한편,
정부가 설립한 농장에 근무할 한국인 전문가 파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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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33

한･파키스탄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71 / 3 / 1-23

1989년 중 한국과 파키스탄 간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한국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와 관련하여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은 1989.3월 파키스탄과의
무역역조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수제카페트에 대한 관세인하 시기를 적어도 2년 앞당겨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한국 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무상기술 용역제공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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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4월 농업용수 관리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술자문 제공 신청
1987년 Lakhpass 터널건설을 위한 무상기술용역 제공을 신청한데 대하여 1989.9.10. 주파키스탄
대사(건설부장관대리)와 K.M.Chima 파키스탄 경제성차관 간의 양해각서 체결

89-0934

한･페루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71 / 4 / 1-67

1988~89년 중 한국과 페루 간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주페루대사는 1988.1.30. PBEC(태평양연안국경제협의회) 페루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포럼에
참가하여 발표함.
2. 주페루대사관은 1988.2.19. 한국 경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
3. IDB(미주개발은행)가 1989.3월 페루를 차관공여 부적격국가로 결정한데 대해 페루 경제성이 반박
성명서를 발표함.
4. 페루 외무성 차관보는 1989.3월 주페루대사에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페루 Marcona항
까지 연결하는 철도건설계획에 한국업체가 참여하도록 요청함.

1001

89-0935

한･세네갈 경제협력 일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1 / 5 / 1-275

1988~89년 중 한국과 세네갈 및 기니비사우와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세네갈
●

한국 정부의 세네갈 무상원조
- 시범농장 설치 및 보수, 난민구호금 지원, 농업 등 분야 연수생 초청, 차량 제공 등

●

세네갈 원조국 회의
- 1989.5월 개최

1002

- 수송분야 72개 사업계획 수립
- 정부는 1건에 대하여 1990년 제2차 한･세네갈 민간합동위원회에서 한국 업체의 참여의사를
결정하도록 추진

2. 기니비사우
●

주세네갈대사관은 겸임국인 기니비사우에 대한 1989년도 무상원조사업으로 미곡생산 연수생
초청, 군용트럭 제공 등을 포함함.

89-0936

한･소말리아 경제협력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1 / 6 / 1-79

1987~89년 중 한국과 소말리아 간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한국은 소말리아와 1987년 수교하고 주소말리아대사관을 개설함.
2. 한국 원양어업회사들의 소말리아해역에서의 조업진출이 활발해짐.
●

한국 원양어선회사가 소말리아수역에서의 참치입어를 위한 교섭을 위하여 1987.2월 소말리아를
방문하고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함.

●

한국원양어업협회 관계자들이 소말리아어장 입어 교섭을 위하여 1988.2월과 1989.1월 소말리아를
방문하여 조업허가를 획득함.

●

정부는 소말리아와의 어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말리아 어업자원성 고위인사 초청을 추진함.

3. 정부는 1988년 소말리아에 자동차 40대를 무상원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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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37

한･수단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9-71 / 7 / 1-20

1. 수단 정부가 공시한 국제입찰에의 한국기업의 참가(철도차량 부품, 의료품 등)
2. 양국 합작으로 설립된 제약공장건설 추진 현황
3. 1989.11월 한국 기업들의 수단시장 개척 상담회 개최
4. 대우건설의 고속도로건설 시공현황 등
1004

89-0938

한･미국 환율 관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71 / 8 / 1-159

1988~89년 중 한국과 미국 간 환율협상과 관련된 협의내용임.
1. 환율 조작국 지정
●

Brady 미국 재무장관은 신통상법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함(1988.10.24. 공개).
- 아시아 신흥공업국(한국 등 4개국)의 대미 수출 무역흑자 증대에는 저평가된 환율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구 중화민국)의 경우에 이를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조작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환율협상을 개최할 예정임.

●

Brady 장관은 1988.11.8. 주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사공일 재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한국과의 환율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함.

2. 한국 정부의 대응
●

한국 정부는 1988.11.28. 사공일 재무부장관 명의 회답서한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한데 대하여 반박하면서 홍재형 재무부 차관보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12월 협의할 것을 제의함.
- 환율협상 수락여부는 불언급

●

정부는 12.2.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함.

3. 한･미국 재무장관 회담 개최
●

이규성 신임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IBRD(국제부흥개발은행)/IMF(국제통화기금) 회의
참석 계기에 1989.2.13. Brady 장관을 면담함.
- 미국 측은 4.15. 예정된 미국 재무부의 의회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율의
실세화를 포함한 가시적 성과를 요망
- 한국 측은 환율절상, 관세율 인하 등의 효과가 1988년도에는 시차로 인하여 충분하지 못하였으나
1989년에는 수출둔화 및 수입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하면서 환율절상과 임금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여
줄 것을 요청

●

미국 정부는 3.20. 하와이에서 이규성 장관이 참석하는 협의회 개최를 제의한데 대하여 한국
정부는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파견을 제의함.
- 미국 측 재무부 차관보와 한국 측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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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39

한･베트남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71 / 9 / 1-252

1989년 중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베트남 경공업부장관 방한
●

Vu Tuan 경공업부장관 일행이 1989.2.15.~25. 한국을 방문하여 유관기관과 기업 방문을
통하여 양국간 경공업 협력방안을 협의함.

2. 한국 정부의 대베트남 진출 관심
1006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콕지사 관계관이 1988.11월 베트남을 방문한 후 베트남
진출방안 조사보고서를 작성, 정부에 제출함.

●

정부는 베트남 정세호전과 주변국의 대베트남 진출상황을 고려하여 1989.3.10. 대베트남
진출억제정책 재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교역제한조치 해제를 검토함.

●

심윤조 외무부 동남아과 서기관이 1989.5.12.~17. 베트남을 방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3. 인사 교류
●

국제문화연구소 초청으로 Nguyen vink Nghiep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의장(시장) 일행이
1989.8월 방한하여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 희망함.

●

베트남 외무성 관계관이 공무원연수프로그램에 초청되어 방한함.

89-0940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적용 문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70 / 9 / 1-169

1989년 중 외국기업의 탈세 문제 등에 관한 내용임.
1. 외국기업의 탈세 사건
●

스위스 Cosa-Liberman사의 탈세 사건
- 국세청은 스위스 회사가 독일 Bayer사와 공동으로 탈세한 혐의를 잡고 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와
1983~88년간 탈세액에 대한 추징 조치
- Bayer는 독립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위하여 Cosa의 일부 부서로 위장, 영업

●

주한 스위스대사관의 항의와 한국 정부의 대응
- H.Erismann 주한 스위스대사는 4.11. 한국 언론이 스위스회사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에게 항의
- W.Seiwert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은 4.13. 외무부 경협1과장을 만나 양국간 조세협정상 분쟁
발생 시 상호합의를 위하여 설정된 유예기간 미준수와 추징액 내역 미제시 등에 대해 항의
- Bayer사는 독일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국제적 원칙과 한･독일 조세협정을 근거로 과세의
부당을 지적한데 대하여 독일 재무부는 6.14. 국세청 국제조세실장에게 서한을 보내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
- 국세청은 6.22.자 서독 측의 한･독일 조세협약에 따른 Mutual Agreement Procedure
요청에 대해 9.4.자로 10월중 서울에서 협의 개최에 동의하는 서한을 발송
- 독일대사와 스위스대사는 7.21. 홍순영 제2차관보를 면담하고 문제 제기
- 쟁점은 Cosa와 Bayer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

●

국세청은 언론보도문 배포를 부인하며, 적법한 세무 집행행위임을 설명하면서 Bayer사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당부함.

●

외국 언론보도와 비리 제보 제의
- 스위스 언론은 1989.8.15. 문제 해결이 안될 경우 노태우 대통령의 방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도
- 스위스 주민이 8.22. 주스위스대사관에 전화를 하여 Cosa사 전직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수사당국이 탈세 내막에 관하여 요청할 경우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

2. 한국의 법인세 개정에 대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반발
●

주미국대사관은 1989.4.18. 외무부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법인세법 개정을 통한
조세당국의 조사권한 확대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양국간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직접 개입할 것을 미국상공회의소에 요청하였음을 보고하면서 해명 필요성을 건의함.
- 재무부는 5.24. 외무부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설명서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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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41

해외개발공사 지사 설치 및 철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19-70 / 10 / 1-104

1. 해외지사 설치
●

해외개발공사는 1989.11월 캐나다 토론토에 지사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에 지사
설치 및 주재원에 대한 비자발급 등을 요청하였으며, 캐나다 정부는 이민알선 업무에 종사하는
해외개발공사의 지사 설립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를 견지함.

●

캐나다 정부는 1990.3.10. 기입국 이민자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사 설치를 승인함.

●

해외개발공사는 호주 시드니에도 지사 설치를 추진하여 왔는바, 호주 정부가 1989.11.15. 지사
설치를 승인함.

1008

- 업무 범위는 캐나다의 경우보다 넓음.

2. 해외지사 철수
●

해외개발공사는 1989.6월 이주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주가 어려운 지역인 에콰도르에 소재한
사무소 폐쇄를 결정함.

89-0942

한･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 제22차. Taipei,
1989.7.23.-29.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71 / 10 / 1-279

제22차 한･대만(구 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이 1989.7.23.~29. 타이베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규성 재무부장관

●

대만 측: 陳履案(Chen Li-an) 경제부장

2. 회의 일정
●

1989.7.25.~26. 실무회담 및 분과위 회의

●

1989.7.27.~29. 각료회담

●

재무부장관 별도일정
- 총통, 행정원장, 외교부장, 재정부장 등 예방

3. 회의 의제
●

경제협력분야
- 산업개발정책분야, 경제전문가의 상호교류, 해운분야 협력, 외국인투자분야 협력, 세무공무원의
상호교류, 중소기업분야 협력, 아시아 기타 신흥공업국과의 경제협력, 농어민후계자 상호교류,
국제조직 및 회의에서의 협력 강화, 한･대만 항공운수협정 수정 검토

●

통상진흥분야
- 양국 교역 검토, 통상협력 증진, 수입규제완화, 관세율 인하, 관심품목 교역증대, 한･대만
양국 가스업계의 유대강화, 오존층 관계 몬트리올협정서에 관한 의견교환

●

기술협력분야
- 상호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연구기관 간 협력, 시찰단 상호교환

1009

89-0943

한･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 제22차. Taipei,
1989.7.23.-29.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71 / 11 / 1-89

제22차 한･대만(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 결과자료임.
1. 이규성 재무부장관의 대만 총통 면담 요지
2. 분과위별 합의의사록(영문)
- 경제협력분과위, 통상진흥분과위, 기술협력분과위
1010

3. 재무부장관의 연설문
●

대만 경제부장 주최 만찬 시 답례사

●

제22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폐회사

89-0944

한･중화민국 세관협력 회의, 제13차. 대북, 1989.11.6.-1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71 / 12 / 1-41

제13차 한･대만 세관협력회의가 1989.11.6.~11. 타이베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재형 관세청장

2. 주요 일정
●
●

의제 토의
타이베이공항 세관 시찰, 타이베이세관 통합관리 전산화 실태･수출입 물품의 선별검사 방법 등
시찰

3. 회의 의제
●

양국 관세제도 및 통관절차의 주요 개선 또는 변경사항 소개

●

세관업무분야별 상호정보교환

●

관세행정 전산화 현황 및 상호협력방안

●

컨테이너 물품 검사장 운영현황 및 검사기법

●

수출입 자동승인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실태

1011

89-0945

한･헝가리 경제협력 추진협의단 회의. 서울, 1989.1.30.-31.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71 / 13 / 1-144

한･헝가리 경제협력 추진협의단 회의가 1989.1.30.~3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동호 재무부차관

●

헝가리 측: Gombocz 무역부차관

2. 회의 결과
1012

●

관련 협정체결
- 현재 교섭 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과학기술협정의 조기 체결 합의

●

교역 및 투자 확대
- 한국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정보센터와 헝가리 상공부 산하 Trade Inform Investment Board를
상호 정보교환 채널로 지정
- 한국의 해외투자 신용공여 제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 및 헝가리 투자장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

●

양국간 경제공동위 설치 운영
- 무역 경제협력협정에 의거, 연1회 교대로 개최
- 제1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부다페스트에서 갖기로 합의

89-0946

한･일본 주택협의회, 제4차. 서울, 1989.8.28.-9.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71 / 14 / 1-52

제4차 한･일본 주택협의회가 1989.8.28.~9.3.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조덕규 건설부 주택국장

●

일본 측: 다테이시 마코토 건설성 대신관방 심의관

2. 한국대표단 정부훈령
●

기본지침
- 양국의 주택정책 및 선진주택 생산기술을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을
모색하고 국익을 최대한 추구하도록 할 것

●

세부지침
- 주제별 공동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연구기관의 기술협력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
- 양국간 주택정책 및 선진주택 생산기술을 위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증진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3. 한국 측 발표주제
●

200만호 주택건설과 신도시건설

●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역할

●

아파트 내부 벽체의 가변성

●

복합용도 건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4. 일본 측 발표주제
●

일본의 대도시 주택문제와 해결노력

●

주택공급에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역할

●

신도시 주택 프로젝트

●

대도시에 있어서 복합개발의 새로운 시점

●

공단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과제 등

1013

89-0947

한･호주 경제협의회. 과천, 1989.1.3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71 / 15 / 1-83

한국과 호주 간의 경제협의회가 1989.1.30. 과천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한승수 상공부장관

●

호주 측: Hawke 수상

2. 회의 주요 내용
1014

●

아･태협력
- 호주 측: 농산물분야 등 보호주의 배척에 협력, 유럽 단일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아･태지역기구
창설 검토
- 한국 측: 세계경제 속에서의 양국관계 조망 필요, 지역협력기구 창설에 찬성

●

교역의 확대 균형
- 한국 측: 대한국 교역역조관계의 확대 균형 희망, 호주의 대한국 반덤핑 규제 완화 환영

●

소고기 수입
- 호주 측: 호주산 소고기의 대한국 시장접근에 만족, 한국의 소고기 수요정보 제공 희망
- 한국 측: 농산물수입개방을 위한 단계적 개방계획 수립중임을 설명, 소고기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보다는 양국간 대화 해결 희망

●

항공협정 체결
- 한국 측: 정상간 항공협정 조기 체결 합의에 만족, 정부간 회담 조기개최 희망

●

대호주 투자 확대
- 한국 측: 자원개발 편중에서 자원가공 및 제조업분야로의 확대 예정
- 호주 측: 합작기업의 노사문제 발생 시 적극 협조

●

광산물 수입
- 호주 측: 우라늄 등 광물의 수입확대 희망, 미국 등 외국과의 무차별 대우 희망
- 한국 측: 호주의 최저가격 통제형태가 장애요인임을 지적

89-0948

한･볼리비아 및 파라과이 공동위원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71 / 16 / 1-113

1. 한･볼리비아 공동위원회가 1988.12.13.~14. 볼리비아 La Paz 에서 개최됨.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문창화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
- 볼리비아 측: Gonzalo de Acha 외무성 양자 및 국제기구차관보

●

회의 내용
- 금융지원: 볼리비아 측의 무상원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관계기관에
전달, 검토 약속
- 기술지원: 볼리비아 측이 기술훈련분야에 대한 호의적 검토 요청
- 통상: 통상확대를 위한 상호 노력 합의, 볼리비아 측은 수출상품 리스트 제시
- 합작투자: 볼리비아 측은 한국 측에 제시한 광산, 농업 등의 합작투자협정안 조속타결 희망,
투자보장협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
- 양잠협력: 볼리비아 측이 한국 양잠전문가 파견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양잠시험농장 설립사업
지원희망
- 문화협력: 한국 측은 볼리비아 측이 제시한 장학사업 및 문화교류사업을 관계부처에 전달약속

2. 한･파라과이 공동위원회가 1988.12.15.~16. 파라과이 Asuncion 에서 개최됨.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문창화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
- 파라과이 측: Efrain Dari Centurion 외무성 경제차관

●

회의 내용
- 범죄인 인도조약: 파라과이 측이 긍정적 의견 표시
- 투자보장협정: 중요성 인식, 지속 검토 합의
- 통상협정 발효 후속조치: 수출입 내역 분석 및 교역량 증가 품목 개발 합의
- 이민협정: 대파라과이 이민 추진을 위한 협정체결 의사 표시
- 무역불균형 시정: 한국의 수입개방 및 관세인하정책 설명, 파라과이의 대한국 수출신장 희망
- 기술협력: 파라과이 측이 농목, 생물공학 등 분야의 전문가 파견, 기술 및 훈련생 교환 등을
한국 측에 요청

1015

89-0949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6차. Brussels,
1989.7.6.-7.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71 / 17 / 1-174

제6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가 1989.7.6.~7. 브뤼셀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장관

●

EC 측: Andriessen EC집행위 부위원장

2. 주요 관심사항
1016

●

한국 측
- 진행 중인 EC의 대한국 덤핑조사(8개 품목)의 원만한 해결
- 통신, 어업 및 과학기술분야 협력확대
- EC 단일시장 추진동향

●

EC 측
- 농산물, 주류 등 한국시장 개방
- 외국인투자 자유화
- 해운 및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대미 동등보호

3. 개최 일정
●

실무회의(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Nuttal EC집행위 대외총국 아주국장)
- 7.3.: Side Meeting
- 7.4.: 제1차 및 제2차 회의
- 7.5.: 제3차 및 제4차 회의

●

고위협의회
- 7.6.: Bangemann 집행위원 예방, Delors EC 집행위원장 예방, Andriessen EC 측
수석대표 예방, 개회 및 제1차 회의, EC 측 수석대표 주최 만찬
- 7.7.: 제2차 회의 및 폐회, 주한 EC대표부 설치 협정 서명, 기자회견

89-0950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6차. Brussels,
1989.7.6.-7. 전3권 (V.2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71 / 18 / 1-185

1. 제6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개최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1989.6월 외무부 주관으로
2차례 개최됨.
2. 동 고위협의회 의제 등에 관한 관계부처의 자료 수록
●

과학기술처,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국세청, 체신부, 재무부,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 자료

1017

89-0951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6차. Brussels,
1989.7.6.-7. 전3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71 / 19 / 1-127

제6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가 1989.7.6.~7.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장관

●

EC 측: Andriessen EC 집행위 부위원장

2. 주요 토의내용
1018

●

한국 측 관심사항
- VCR 등 덤핑문제, 한국산자동차의 대프랑스 수출, 철강쿼터 철폐, 과학기술분야 협력

●

EC 측 관심사항
- 농산물수입 개방(1989.4월 예시계획에 EC 관심품목 불포함 불만),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문제(대미 불평등 대우 해소), 조선협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에 공동대비)

●

1992년 단일시장

●

아･태지역 정부간 협의체 구성

- EC 측은 단일시장이 보호주의가 아니고 세계자유무역에 기여할 것임을 거듭 강조
- EC 측은 막강한 경제블록으로의 발전 우려 표명

3. 한국 측은 1989.11월 EC 측의 제6차 한･EC 고위협의회 토의요록 수정안을 수락함.
●

1989.8월 EC 측 1차안 제시

●

1989.9월 한국 측 수정안 제시

●

1989.10월 EC 측 수정안 제시
- 한국 측은 VCR 관련 사항의 삭제를 희망하였으나, EC 측이 삭제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를 수용

89-0952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제15차. 서울, 1989.10.30.-3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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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가 1989.10.30.~3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대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독일 측: J. Jahnke 경제부 국제경제국장

2. 토의사항
●

한국 측 관심사항
- EC(구주공동체) 무역규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EC 차원의 수입규제완화 촉구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미나 한국 개최: 내년초 OECD-ANICs(아시아신흥공업국) 간
교역분야 워크숍 유치 희망 표명
- 대전박람회: 한국의 BIE 공인취득 노력 지지 요청
- 현대상선 운임 반덤핑: 서비스분야 최초의 덤핑판정으로 EC 측 재고 요망
- 중소기업협력: 1990년 종료예정인 한･독일 투자진흥사업 계속 희망

●

독일 측 관심사항
- 수입자동차 과세차별: 고가자동차의 취득세 부과 차별시정 촉구
- 독일산 원피수입: 수입제한 조속 해제 촉구
- 지적재산권: EC와의 타결 지연에 우려 표명, 대한국 투자에서의 장애 요인 강조
- German Center 건립: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 추진에 대한 지원 요청
- 투자분야 관민혼성위 설립: 관민혼성위 정기 개최 제의
- 조선: 조선설비 감축, 미국의 무역통상법 제301조 제소에 대한 공동대응 협력 강조

●

평가
- 1989.11월 노태우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앞서 양국의 관심사항 정리에 의의
- 독일 측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한국 투자 측면에서 주된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노 대통령
방독 시 고위급회의에서 재거론 시사

1019

89-0953

한･헝가리 공동위원회, 제1차. Budapest, 1989.6.5.-7.
전3권 (V.1 1989.1-5)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72 / 2 / 1-265

1989.6.5.~7.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헝가리 공동위원회에 대비한 대책 및
조치사항임.
1. 제1차 한･헝가리 공동위원회에 대비하기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가 1989.5.3. 재무부 주관으로 개최됨.
●

한･헝가리 공동위 한국 측 의제안에 잠정합의하고 부처별 대표 선정 및 옵서버 참여범위를 결정

2. 양측이 합의한 한･헝가리 공동위 의제는 아래와 같음.
1020

●

개회사, 양국 경제정책 및 현황 설명, 양국간 협정현황 검토, 교역확대, 경제협력현황 검토, 제3국
공동진출, 차기회의 시기 및 장소, 합의의사록 서명

89-0954

한･헝가리 공동위원회, 제1차. Budapest, 1989.6.5.-7.
전3권 (V.2 1989.6)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72 / 3 / 1-186

제1차 한･헝가리 공동위원회가 1989.6.5.~7.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동호 재무부차관

●

헝가리 측: Gombocz 무역부차관

2. 회의 의제
●

양국 경제현황 설명, 경제관계협정 체결, 교역증진 방안, 금융협력 및 합작투자 촉진, 제3국
진출방안

3. 회의 결과
●

합의 사항
- 민간경제협력위 구성, 세계은행사업에의 공동참여, 수출입은행 또는 산업은행의 부다페스트사무소
설립
- 1989년 하반기 실무자 회의 개최, 1990년 제2차 공동위 서울 개최

●

주요 논의사항
- 금융협력, 합작투자, 상사중재협정 체결, 제3국 공동진출, 가축위생협정 체결(한국 측은 협정
체결이 곤란하다는 입장), 관광협정 체결(한국 측은 정부 차원의 협정 체결 불필요 입장)

●

합의의사록 서명(양측 수석대표)

4. 이동호 재무부차관은 회의 참석과는 별도로 헝가리 주요인사를 면담함.
●

부수상, 재무장관, 무역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가기획청 장관, 공업부 차관 등

1021

89-0955

한･헝가리 공동위원회, 제1차. Budapest, 1989.6.5.-7.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72 / 4 / 1-356

제1차 한･헝가리 공동위원회 자료가 아래와 같이 수록됨.
1. 한･헝가리 공동위원회 자료(재무부)
2. 한･헝가리 경제･통상협력 현황(1988.12월, 외무부 구주국)
3. 특수지역수출입통계(1989.4월, 상공부)
1022

4. 국내금융기관의 헝가리 진출문제 검토(1989.5월, 재무부 국제금융국)
5. 한･헝가리 관광협정 체결에 대한 입장(1989.5월, 외무부 정보문화국)
6.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7. 한･헝가리 항공회담
8. 제1차 한･헝가리 공동위원회 회의자료(외무부 경협1과)

89-0956

한･이탈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89.1.9.-1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서구1과

MF번호

2019-72 / 5 / 1-262

제3차 한･이탈리아 경제공동위원회가 1989.1.9.~10.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

이탈리아 측: Bonalumi 외무부 정무차관

2. 주요 토의사항
●

교역증진
- 교역증진을 위한 공동노력 경주 합의
- 한국 측은 EC의 대한국 수입규제 중 특히 전자제품, 신발류, 폴리에스터사 등에 대한 규제
및 현대상선의 반덤핑 제소에 우려 표명
- 사절단 상호교환 합의

●

산업협력
- 중소기업분야 산업협력증진 합의
- 관련기관 간 협력강화 합의(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이탈리아무역공사, 한국전경련과
이탈리아전경련 등)

●

항공
- 한국 측은 서울-로마 간 직항로 조기 개설 희망

●

경제자본협력
- 이탈리아 측은 Cariplo 은행 서울사무소 설치허가에 사의 표명

●

구주 단일시장 추진
- 한국 측은 통합시장이 역내산업보호에 치중하여 대외적으로 보호주의적 차별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

지적재산권

●

합의의사록 서명

- 이탈리아 측은 지적재산권의 대미국 동등대우 요청
- 양측 수석대표

1023

3. 이탈리아 수석대표는 회의참석과는 별도로 아래 일정을 가짐.
●

협정서명(양국 외무차관 간)
-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

주요 인사 예방
- 부총리, 외무부차관(장관대리). 상공부장관, 재무부차관
- 민정당 대표, 평민당 총재

1024

89-0957

한･이탈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89.1.9.-1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서구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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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이탈리아 경제공동위원회(1989.1.9.~10., 서울) 자료가 수록됨.
1. 일정 개요, 양측 대표단, 토의 의제, 회의진행 순서
2. 토의진행 자료(영문 포함)
●

개회사, 세계경제, 한국경제, 교역,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한국 수입규제, 무역업, 원피, EC(구주공동체)
수입규제, 지적재산권, 은행, 기업공개, 투자, 산업협력, 제3국 진출, 폐회사 등
1025

89-0958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제2차. Lagos, 1989.12.4.-6.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72 / 7 / 1-160

제2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가 1989.12.4.~6.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

한국 측: 이두복 외무부 중동아프리카 국장
나이지리아 측: Ononaiye 나이지리아 외무부 국장

2. 회의 주요의제
1026

우호협력관계 강화
● 나이지리아 구조조정계획
● 교역 및 공업협력
● 농･수산협력
● 운수･항공분야협력
● 과학･기술협력
● 교육･문화협력
● 기술원조
●

3. 양측의 관심사항
●
●

나이지리아 측은 한국의 대나이지리아 투자확대와 기술이전이 주요 관심사항
한국 측은 나이지리아의 투자환경 개선 및 수출 미수금 해결이 주요 관심사항

4. 회의 결과
●

양국 수석대표 간 합의의사록 서명

5. 한국 대표단의 종합관찰
나이지리아는 1986년 이래 경제 구조조정 계획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경제적으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나이지리아 측의 투자확대와 기술이전 요청은 기술이전 가능 대상국으로서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나이지리아의 거대한 시장, 풍부한 자원, 값싼 노동력 등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실리추구
라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탈피, 나이지리아 측이 원하는 협력 제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6. 기타 외교활동
●

이두복 수석대표는 1989.12.4. 회의 개막에 앞서 나이지리아 외무장관을 예방함.

89-0959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제2차. Lagos, 1989.12.4.-6.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72 / 8 / 1-165

제2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자료임.
1. 외무부 관련국 자료
●

영사교민국, 국제기구조약국, 정보문화국, 국제경제국, 통상국

2. 관계부처 자료
●

건설부, 해운항만청, 재무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농수산부, 상공부, 체육부

●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자료(3건)

●

관련단체 자료
- 해외건설협회

1027

89-0960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9차. Riyadh,
1989.2.13.-14.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중근동과/문화과

MF번호

2019-72 / 9 / 1-302

제9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가 1989.2.13.~14. 리야드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전순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사우디 측: Kurdi 외무부 경제문화국장

2. 토의의제
1028

●

통상증진･산업협력 및 합작투자, 건설 및 용역, 과학･기술, 언론･공보 및 체육･문화, 보건협력
및 인력개발

3. 주요 토의내용
●

한국 측은 건설 및 용역 협력과 관련된 문제(미수금, 손실보상, 미인도공사의 조기인수 등)의
조기해결을 위한 사우디 측의 적극적인 성의 표시를 촉구함.
- 건설 및 용역분야 협력 없이는 여타분야 협력증진 기대가 곤란함을 강조

●

사우디 측은 통상증진, 합작투자 등 산업협력증진, 과학･기술협력, 보건･체육･문화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함.
-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훈련 제공 및 사우디 민간부문에 대한 한국기업의 합작진출을
강력히 희망

89-0961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9차. Riyadh,
1989.2.13.-14.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중근동과/문화과

MF번호

2019-72 / 10 / 1-376

제9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와 관련된 자료가 수록됨.
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자료
●

의제 관련 자료

●

사우디 정치･경제정세 및 한국기업 진출 현황

●

의제별 현황 및 답변자료

2. 외무부 관련국 자료
●

국제경제국 및 국제기구조약국 자료

3. 관계부처 자료
●

경제기획원, 재무부, 노동부, 해운항만청, 문화공보부, 상공부 등 자료

1029

89-0962

한･수리남 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89.11.15.-1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73 / 1 / 1-303

제3차 한･수리남 공동위원회가 1989.11.15.~16.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두병 외무부 미주국장

●

수리남 측: Amanh 외무부 아주국장

2. 의제 토의 결과
1030

●

양국의 경제현황 검토: 수리남 정부의 CB1-2 참가 추진 동향, 수리남･네덜란드 간의 경제개발
원조계획 등 파악

●
●

기술협력: 1990년도 수리남 연수생 5명 초청, 전문가 1명 파견
어업협력: 수리남 진출 한국 수산업체에 대한 법인세 부과 보류 또는 면제 요청, 새우어선 및
장비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경제개발 협력: 수리남 자원개발 타당성 조사 및 실무경협단 파견 요청

3. 합의의사록
●

신두병 외무부 이주국장과 Amanh 수리남 외무부 아주국장 수석대표 간 서명(1989.11.16.)

4. 수리남 대표단 일정
●

재무부장관 및 차관 예방, 수산청장 면담

●

한국 수출입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면담

5. Mungra 수리남 재무장관은 상기 공동위 개최 계기에 1989.11.15.~18. 방한, 재무부 및 수출입은행
측과 제2차 전대차관 300만 달러 및 대외경협기금 제공에 관해 협의함.
●

수출입은행 측은 제2차 전대차관 요청에 대해 제1차분 상환 추이 및 실물거래 수요를 감안,
제2차분을 제공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함.

●

대외경협기금 제공에 대해서는 수리남 측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소규모 범위 내에서
타당성 및 제공여부 검토 용의를 표명함.

89-0963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8차. 서울, 1988.11.29.-30.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73 / 2 / 1-189

제8차 한･영국 경제협의회가 1988.11.29.~30.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 영국 측: Coke 상공부 차관보
●

2. 주요 토의사항
●

위스키 수입개방
- 한국 측은 영국 측의 관심과 한･영국 교역관계를 고려, 위스키 완제품･원액수입 개방, 위스키
관세･국내세 인하 및 주류 수입상 면허 확대 등에 관한 입장 표명
- 영국 측은 한국 측 입장에 일단 이해를 표명하고 구체적 대응에 관하여는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언급

●

지적재산권
- 영국 측은 대EC(구주공동체) 차별대우의 부당성 강조
- 한국 측은 행정지도로 보호하기로 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아울러 미국과의 P.P.협상
관련 대상 품목 축소 노력 언급

●

기업공개제도
- 영국 측은 동 제도에 따른 영국 투자기업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공개권고
불이행 시의 여신규제 등 강제성 지적
- 한국 측은 자본시장 육성기반 확대, 기업재무구조개선 등 기업공개제도 추진목적, 운영기준,
내･외국기업 동등대우 원칙을 설명, 동 제도의 계속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표명

●

무역업･유통업
- 영국 측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무역업 제한 완화, 유통업 영위 허용 요청
- 한국 측은 외국인투자인가지침 개정(1988.10월),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무역업 허용 방침 설명

●

EC의 수입규제 및 반덤핑 규정 개정
- 한국 측은 한국산 VCR, 폴리에스터사, 신발류 등에 대한 EC의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EC의 반덤핑규정 개정에 불만 표시

3. 회의결과 평가
●

한국 측은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자본시장 개방 등 한국의 과감한 대외개방정책을 솔직하게
설명함으로써 EC의 주요 멤버인 영국의 대한국 인식과 신뢰를 크게 증진함.

●

영국 측은 한국의 개방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개방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견해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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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64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9차. London, 1989.10.2.-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73 / 3 / 1-330

제9차 한･영국 경제협의회가 1989.10.2.~3. 영국 런던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

영국 측: Meadway 상공부 차관보

2. 정부 기본훈령
1032

●

금년 말 한･영국 정상회담에 대비한 우호적 협력기반 조성함.

●

한국의 수입자유화 확대, 관세인하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노력과 국제수지 흑자관리, 외환 자유화,
자본시장의 자유화 등 국제경제적 책임분담 노력을 설명함.

●

반덤핑 제소 남용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EC(구주공동체) 내에서 영국
측의 역할을 촉구함.

3. 의제별 주요 토의내용
●

양국간 교역
- 영국 측은 사치품 수입억제 캠페인이 한국의 수입자유화에 초래하는 역기능을 지적하고 위스키의
주세 인하와 외제차 과다과세의 시정을 요구
- 한국 측은 정부차원의 불매운동 부재사실 및 지속적인 수입자유화 추진 의지를 천명하고 EC의
반덤핑에 의한 수입규제 시정을 요청

●

양국간 투자
- 한국 측이 불명확한 EC의 현지부품사용 요건에 관한 EC 입장 서면제공을 요청한데 대해,
영국 측은 1989.10월 한국 투자사절단 영국 방문에 따른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영국 측은 기업공개제도로 인한 외국인 경영권 침해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바, 한국대표는
대미협상 결과 외국인 투자분야에서 상당한 개방이 있었음을 언급함.

●

지적재산권
- 영국 측은 1989.7월 한･EC 고위협의 시 미타결로 대미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에 실망을 표시함.
- 양측은 전문가 회의를 통한 협의 지속에 합의함.

●

재정 금융
- 한국 측은 SWAP 감축의 불가피성 및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방계획을 설명함.

●

대전박람회
- 영국 측은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여부에 불구, 박람회 참가예정임을 언급함.

4. 평가
●

금번 회의에서는 대통령 영국 방문 행사를 앞두고 양국간 현안사항을 정리함.
- 영국 측은 한국의 수입자유화, 투자개방 및 금융자율화 조치에 만족을 표명함.
- 특히 영국 측은 상호 투자증대를 위한 의견교환 및 사절단 교환 필요성을 강조함.

1033

89-0965

한･자이르 공동위원회, 제3차. Kinshasa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73 / 4 / 1-62

제3차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공동위원회 개최문제에 관해 양국이 협의함.
1. 1987.4월 콩고 외무성 아주국장은 제3차 양국 공동위원회를 9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제1차 회의는 1984.4월 킨샤사에서, 제2차 회의는 1985.9월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었음.

2. 1987.8월 외무부는 제3차 양국 공동위원회를 10월 킨샤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1034

주한 콩고대사관(주일본 콩고대사관 겸임)은 1987.8.25.자 공한을 통해 공동위원회를 11월
킨샤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9.4. 콩고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7.10.15.~30. 기간 중 킨샤사 개최에 동의함을 통보해 옴.

3. 1987.9.15. 외무부는 국내 정치일정을 감안, 11월 중 킨샤사 개최를 제의함.
●

11.4. 주한 콩고대사관은 12월 두번째 주 킨샤사 개최를 제의함.

4. 1987.11.11. 외무부는 국내 정치일정상 1988.1월 중 킨샤사 개최를 제의함.
●

11.30. 콩고 외무부 아주국장은 공동위 개최 관련 시간을 늦출 것을 제의함.

5. 1989.4.6. 외무부는 5~6월 중 개최할 것을 제의함.

89-0966

한･볼리비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3차. 서울,
1989.11.27.-12.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73 / 5 / 1-85

제3차 한･볼리비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89.11.27.~12.2.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위원장)
●

한국 측: 이원현 대림산업 사장

●

볼리비아 측: Jorge Lonsdale 코카콜라 사장

2. 회의 의제
●

한국 경제현황

●

볼리비아 경제현황

●

한국기업의 볼리비아 투자진출 경험

●

볼리비아의 투자 환경

●

양국간 경제협력증진방안

3. 주요 발표내용
●

볼리비아 경제 현황
- 볼리비아의 경제는 안정된 편이나 경기침체라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함.
- 외국으로부터 5억 달러의 공공투자와 2억 5천만 달러의 민간투자를 필요로 함.
- 볼리비아는 남미국가 중 최혜국 대우를 부여받고 있어, 볼리비아 투자는 2억 3천만 명 규모의
남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며, 볼리비아는 수출자유지대를 조성, 대외수출을 적극 지원함.

●

한국기업의 볼리비아 진출
-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교수립,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각종 세금의
일정기간 감세, 생산이윤의 해외송금 보장 등 제반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한국과 볼리비아 간의 투자협력은 미진한 편이며, 볼리비아 정부가 투자 전담부서의
설립, 투자허가 및 회사설립 업무의 대행체제 확립,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의함.

●

양국간 경제협력증진 방안
- 볼리비아의 수입초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볼리비아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1차 산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양국 교역량의 확대가 필요함.
- 한국기업의 볼리비아 투자진출을 통한 기술이전이 양국의 우호협력을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임.

1035

89-0967

한･카나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위원회, 제8차.
Vancouver, 1989.11.22.-2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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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캐나다 민간경제협력위 합동회의가 1989.11.22.~24.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구평회 한･캐나다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외 80명

●

캐나다 측: Ferchat 위원장 외 58명

2. 회의 일정
1036

●

11.22.
- 캐나다 측 주최 리셉션 및 분과위원별 만찬

●

11.23.

●

11.24.

- 개회식, 기조연설, 분과위원회 토의
- 캐나다･미국 FTA(자유무역협정) 세미나, 폐회식, 산업시찰

3. 주요 토의내용 및 합의사항
●

일반사항
- 양측은 1989년 상반기 중 양국 교역규모의 증가와 캐나다 측 무역적자의 감소로 인한
확대균형 추세에 힘입어 한국이 캐나다의 아태지역에서의 2대 교역국으로 부상된 것을 평가함.
- 캐나다 측은 한국의 시장개방 및 수입자유화 시책 추진 노력을 평가하였으나, 한국시장
참여기회 관련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함.
- 한국 측은 캐나다･미국 FTA가 한국기업의 캐나다 진출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시한 바,
캐나다 측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함.

●

분과위 토의내용
- 에너지 및 광물 분과위: 캐나다 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캐나다산 에너지자원의 대한국 수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 농업식품 및 임업 분과위: 양측은 한국농산물수입에서 캐나다산 제품이 점하는 비중을 제고
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의 농산물 수입자유화 시책을 평가함.
- 서비스 분과위: 캐나다 보험사의 한국진출 관련 미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검토, 금년 내에 처리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 방침에 대해 양측은 만족을 표시함.
- 고도기술 및 제조업: 양측은 산업 및 기술협력 잠재력 확인, 특히 환경공학, 핵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통신분야에 있어서 향후 협력확대에 합의함.

89-0968

한･이란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1차. Teheran,
1989.11.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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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4월 한･이란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와 1989.11월 제1차 한･이란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개최됨.
1. 한･이란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가 1989.4.1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됨.
●

참석자
- 한국 측: 김상하 대한상의 회장 등
- 이란 측: Fereidoun Entezari 주한 이란대리대사 등

●

의결사항
- 규정 채택
- 임원 선출
- 사업 계획

●

대한상공회의소는 창립총회 후, 이란 상의 측에 국내위원회 설립을 촉구함.
- 1989.6.14. 한･이란 경제협력위원회설립 협정이 양국 상공회의소 간에 최종 서명됨.

2. 제1차 한･이란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89.11.1. 이란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됨.
●

참석자
- 한국 측: 차상필 한･이란 민간공동위 부의장 등(35명)
- 이란 측: Sadeghi 공동위 의장 등(45명)

●

토의 안건
- 각국의 경제현황 소개
- 경제교역증진 협력방안
- 양국의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공동발표문 서명
- Joint Statement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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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69

한･미국 동남부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4차. 서울,
1989.10.11.-1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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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미국 동남부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89.10.11.~13.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위원장)
●

한국 측: 이경훈 한･미 동남부 경협위 위원장(대우중공업 사장)

●

미국 측: Richard Bagley 미 동남부 경협위원회 위원장

2. 회의 목적
1038

●

미국 동남부 7개 주지사, 주정부, 고위관리, 업계 중진과의 유대형성

●

참가업체의 해당지역 업무에 활용
- 무역, 합작투자, 라이센싱, 현지진출 등

●

미국 동남부지역의 경제개황 및 기업여건 등 최신 경제정보 입수

●

참가업체의 미국 동남부지역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제고

3. 주요 일정
●

10.11.
- 미국대표단 환영리셉션

●

10.11.

●

12.13.

- 개회식 및 경제개황 발표, 상공부장관 오찬연설, 무역･투자관련 주제발표
- 각 주 대표단별 업계 면담, 산업시찰

4. 회의 성과
●

한･미국 간 경제현안은 정부차원의 협의와 함께 민간의 경협증진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함.

●

미국 동남부지역에서의 한국 지지 기반 강화에 기여함.

●

한･미국 경제협의회가 추진해 온 주별 경협위 활동의 모델케이스로서, 여타 주 지역단위 경협위
활성화 및 신규구성 확대에 촉매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을 미국 동남부지역으로 확대해 갈 가능성이 많음을 인식함.

89-0970

한･미국 재계 총회, 제2차. Washington D.C.,
1989.4.11.-1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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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개최된 제2차 한･미국 재계회의 운영위원 합동회의와 총회에 관한 내용임.
1. 제2차 한･미국 재계회의 운영위원 합동회의가 1989.1.23.~24. 하와이에서 개최됨.
●

참석자
- 한국 측: 남덕우 한미경제협의회 회장 등
- 미국 측: David Roderick 회장 등

●

회의 개최내용 및 합의사항
- 미국 측은 미국의 정치경제전망을 설명하고 종합무역법 발효 등 변화사항 설명
- 한국 측은 한국의 정치경제전망, 한국의 무역현황과 전망, 시장개방에 관해 설명
- 4.11. 개최예정인 제2차 총회 의제를 채택하고, 지적재산권 임시위원회를 분과위로 격상하여
4개의 분과위로 나누어 토의하기로 합의

2. 제2차 한･미국 재계회의 총회가 1989.4.11.~13.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

참석자
- 한국 측: 남덕우 한미경제협의회 회장 등
- 미국 측: David Roderick 회장 등

●

주요 합의사항
- 한국의 시장개방노력 인정: 한국 정부와 민간업체의 시장개방 및 수입확대 노력, 투자여건
개선, 지적재산권보호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함.
- 지적재산권 소위원회의 현안문제 검토 결과보고서 및 결의안: 양측 공동위원장 명의로 양국의
정부와 의회 등 관계 요로에 제출하기로 합의함.
- 제조, 서비스 및 투자분과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 및 결의문: 종합 정리하여 미국의회,
USTR(미국무역대표부), 상무성 등 미국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 정부 요로에 제출하기로 합의함.

●

특기사항
- Carla Hills USTR 대표가 4.13. 오찬 연설에서 양국의 재계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불만을 토로함.
- 미국 측은 지적재산권 소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추가 소위원회 설치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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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71

미국 내 한･미국 경제협력 세미나 개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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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국･중국 기업협력 세미나(1989.3.29., 뉴욕)
●

주뉴욕총영사가 패널리스트로 참석, 한국의 대중국 통상･투자진출과 앞으로의 전망(한･미국･중국
간 합작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함

2. 한국시장소개 세미나(1989.2.28. 및 3.28., 워싱턴 D.C.)
●

미국 상무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orea Now의 일환으로 개최됨.

●

2.28. 행사

1040

- 주미국대사관 상무관이 한국경제자유화 프로그램 제하로 발표
●

3.28. 행사
- 주미국대사관 상무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장 등이 발표

3. 구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의 조찬 간담회(1989.4.17., 뉴욕)
●

구본호 원장은 Asia Society 주관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계획, 관세･비관세장벽
철폐 노력, 시장다변화, 외국인 투자자유화 등을 설명함.

●

금융, 무역, 언론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함.

4. 한･미국 자동차부품 협력 세미나(1989.5.2.~4., 디트로이트)
●

참석자
- 한국 측: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 김선홍 자동차 협회장, 정세영 현대그룹 회장 등 업계
대표 50여명
- 미국 측: 상무부 부차관보, 자동차 협력국장,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 약 200명 참석

5. 미국 전자산업 세미나(1989.7.17.~19., 캘리포니아주 Dana Point시)
●

주미국대사관 상무관, 럭키금성 미주사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함.

6. 한･미국 무역관계 세미나(1989.8.22., 네브라스카주 Sioux시)
●

Nebraska, Iowa, South Dakota 3개주 경제･무역관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함.

●

한국 측에서는 주시카고총영사, 주미국대사관 경제공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함.

89-0972

WEF(세계경제협의회) 세계경제지도자 회의. Davos(스위스),
1989.1.26.-29.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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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WEF(세계경제협의회) 주최로 1989.1.27.~29.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지도자
회의에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자
●

각국의 각료급 인사 50명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고위인사 7명

2. 토의 의제
●

세계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 소련의 개혁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3세계 외채 등 12개의 주요 세계경제현안

1041

89-0973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관행정 책임자회의, 제1차. 동경,
1989.5.15.-1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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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5.15.~16. 도쿄에서 개최된 제1차 아･태지역 세관행정 책임자회의에 홍재형
관세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

한국, 미국, 일본 등 14개 아･태지역국가

2. 주요 토의 의제
1042

●

물품과 사람의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

무역통계자료의 효과적인 이용

●

세관업무 전산화 개발 및 양자･다자간 기술협력

●

관세평가 합리화 및 저평가 방지

●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세･부가가치세 등의 조정

●

마약･총기류등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통제

●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

차기 회의(2차 회의) 개최
-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3. 차기회의 서울 개최 결정 경위
●

차기회의 개최국 결정 문제 토의 시 의장(일본)이 한국대표단에 개최 의사를 문의함.
- 한국 수석대표는 모든 참가국이 한국 개최를 희망한다면 한국개최 용의표명

●

이에 의장이 각국 의견을 문의한 바, 모든 참가국이 서울 개최를 지지함.
- 중국은 서울 개최에 이의없음으로 지지

89-0974

ISBC(중소기업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제1차. 서울,
1989.11.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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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ISBC(중소기업국제회의)가 1990.9.16.~19.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목적
●

각국 중소기업인의 국제협력강화 및 상호이해증진

●

올림픽 이후 제고된 국제적 성과를 활용, 수출증대 및 경제기술협력 기회 모색

2. 회의 주제
●

중소기업 및 세계번영을 위한 협력

3. 참가자
●

50여국에서 400여명 참석

●

각국의 중소기업정책 책임자 및 담당자, 유관 인사, 학계 및 금융계 인사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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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75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조사단 피지 및 파푸아뉴기니
파견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4 / 1 / 1-325

1.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조사단이 대외협력기금 지원 요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1989.1월 피지와 파푸아뉴기니를 각각 방문함.
●

조사단 구성
- 박상조 재무부 경제협력과장(단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과장 및 사무관급 직원 8명

●

방문기간 및 조사 대상 사업
- 피지(1989.1.16.~20.): 바 및 싱가토카 건설사업(770만 달러)
- 파푸아뉴기니(1989.1.22.~27.): 육상 및 해상교통 안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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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조사단은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대외협력기금 지원 요청사업을 아래와 같이 평가･건의함.
●

피지
- 바 및 싱가토카 교량건설사업은 최근 각의에서 의결한 4대 최우선 사업 중 하나이며, 기금
지원 시 비용초과 위험이 크지 않고 사업 준비상태가 양호
- 동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 지원금액은
수출입은행 사업심사팀의 정확한 사업비 산정에 따라 피지 정부와 협의 후 결정될 것이나,
7백만 달러 수준으로 차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
- 동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피지 정부의 희망에 따라 수출입은행 사업심사팀을 조속히 파견하여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

●

파푸아뉴기니
- 육상 및 해상교통안전사업은 사실상 2개의 별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
하며 사업 지역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사업시행 시 많은 어려움 예상
- 동 사업은 육상 및 해상교통의 안전시설과 체제를 개선･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송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나, 우선 기술지원 용역비 1백만 달러에
대한 무상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기금지원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망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동 사업 이외에 3개 사업에 대해 EDCF 기금 지원을 신청한 바,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 지원 대상사업을 재발굴, 추진함이 타당

89-0976

해외공단개발 타당성 조사단 스리랑카 방문, 1989.5.9.-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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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단개발 타당성 조사단이 1989.5.9.~12. 스리랑카를 방문함.
1. 조사단 구성
●

배광선 산업연구원 개도권 실장 외 4명

2. 주요 활동
●

주요인사 면담

●

GCEC 공단 시찰

- 스리랑카 수상, 외무장관, 섬유장관, 산업장관, GCEC 총재, 산업차관, 재무차관
- Katunayake 공단(덕성무역, 신발공장)
- Biyagama 공단(요업개발, 영안모자, Korean Golden Lanka)
●

공단후보지 시찰
- Sapugaskanda
- Kogalla

●

기타 활동
- GCEC 총재 주최 오･만찬
- 산업장관 주최 오찬
- 주스리랑카대사 주최 만찬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장 주최 만찬

3. 평가
●

방문 5개국 중 기존 공단의 조직 운영 효율성, 저임금 등 면에서 최적의 평가

●

스리랑카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

●

기존 합작투자회사의 성공적 사업 진행

1045

89-0977

한･소련 민간경제협력.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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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5월 중 한국과 소련 간의 민간경제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삼성물산 모스크바사무소 개설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988.12.27. 삼성물산의 모스크바사무소 개설에 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

●

1046

외무부는 동 사무소 개설에 이의없음을 통보

2. 경제협력조사단 선발대 소련 방문
●

기간: 1989.3.1.~4.

●

초청기관: 소련 연방상공회의소

●

참가자
- 한국 측: 조규하 전경련 전무 등 3명
- 소련 측: Kouriatchev 연방상의 등

●

협의 내용
- 소련 측은 경협조사단의 소련 방문이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방문단 성격: 경협조사단으로 합의
- 방문 시기: 조속히 소련 측에 통보
- 소련 측은 순수한 기업인 구성을 요구

3. 경협조사단 소련 파견 관련 실무협의
●

일자 및 장소: 1989.3.11., 경제기획원

●

참석: 경제기획원 제4협력관 등

●

의제: 한국 경제대표단 방소 대책

4. 경제조사단 방소 문의
●

국제민간경제협의회는 1989.4.7. 정주영 전경련 명예회장 외 27명의 소련 방문(4월)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

●

외무부는 대소경협조사단을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통보

5. 핀란드･소련 합작여행사 소련 측 대표 방한
●

기간: 1989.4.26.~30.

●

방한자: A. Ivtshenko 핀란드･소련 합작여행사 소련 측 대표

●

방한 활동
- 델타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협의
- 레닌그라드호텔 개축 관련 (주)대우와 협의
1047

89-0978

한･소련 민간경제협력.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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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6~12월 중 한국과 소련 간의 민간경제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경제협력조사단 파견

1048

●

기간: 1989.6.4.~17., 소련 등 동구 4개국

●

경위: 소련 등 4개국 상의 초청

●
●

구성: 황승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업계 대표 16명
목적: 정부의 북방정책에 따른 소련 등 동구와의 교역확대,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모색

●

소련 방문 활동
- 상공회의소, 전소련 자체협력대외무역협회, 동방학연구소 인사 면담

2. 대소련･동구권 진출방안 관계부처 예비협의
●
●

일자 및 장소: 1989.7.11., 경제기획원
의제
- 대소련･동구권 진출방안
- 대소련 경협조사단 소련 방문 문제

3. 전경련 경제협력사절단 소련 방문
기간 및 지역: 1989.7.24.~8.2., 소련 극동지역 및 모스크바
● 초청기관: 소련연방상의
●

●

목적
- 한･소련 간 경협증진 타당성 검토
-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 산업시찰 및 투자환경조사
- 관련기관과의 경협가능성 협의

●

대표단: 정주영 전경련 명예회장 등 38명

4. 상호 인사방문 등 교류협력
●

소련 전자장관 방한 초청
- 삼성전자는 7월 Kolesnikov 전자장관 외 10명 초청

●

소련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 연구원 방한

●

한국 인사 방소

- 동 연구소 Baykov 연구원은 1989.6.30. 북방자원협력세미나 참석차 방한
- 구본호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2명은 1989.6.20.~28. 방소하여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89-0979

민간 경제사절단 중남미 순방, 1989.11.13.-2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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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989.11.13.~27. 중남미 3개국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함.
1. 파견 대상국가
●

칠레(1989.11.15.~18.)

●

에콰도르(1989.11.18.~21.)

●

멕시코(1989.11.21.~25.)

2. 파견 목적
●

멕시코 및 칠레와의 민간경협위 합동개최

●

중남미지역 교역시장 확대 및 다변화

●

제조업 투자, 자원개발, 기술협력, 어업협력, 관광분야 진출 등 경협확대 방안 모색

3. 제8차 한･칠레 민간 경협위 합동회의(1989.11.16.) 결과
●

양측 개막 연설 등 자료가 수록됨.

4. 제14차 한･멕시코 민간 경협위 합동회의(1989.11.24.) 결과
●

한국 측은 양국간 교역, 투자 증진 방안을 발표

●

멕시코 측은 전자, 어업, 석유화학 등 산업별 경제현황과 투자환경 개선을 설명

●

양측은 한국의 IDB(미주개발은행) 가입 지지, 민간 경협위 역할증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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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80

미얀마 경제사절단 방한, 1989.7.25.-8.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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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제사절단이 1989.7.25.~8.2. 방한함.
1. 사절단 구성
●

U Sein Aung 공업장관 등 15명

2. 주요 일정
●

7.26.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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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 경제기획원장관, 대우회장 면담
- 인천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방문
●

7.28.
- 창원 대우중공업 방문

●

7.29.
- 부산 신발공장 방문

●

7.30.
- 울산 유공공장 방문

●

7.31.
- 대구 삼일방적, 선경 SKC･선경합섬 방문

●

8.1.
- KDI 세미나 참석, 선경그룹 회장 면담

3. 평가
- 양국간 경제협력증진 기대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 지원 등 경제원조 검토

89-0981

진이안(陳履安) 중화민국 경제부장 방한, 1989.11.14.-1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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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안 대만(구 중화민국) 경제부장이 1989.11.14.~15. 방한함.
1. 방한 성격
●

비공식 방한(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길에 경유)

2. 주요 일정
●

11.14.

●

11.15.

-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 외무부장관 예방

3. 주요 협의사항
●

대만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간략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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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82

자메이카 경제사절단 방한, 1989.6.17.-2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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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경제사절단이 1989.6.17.~22. 방한함.
1. 사절단 구성
●

Barclay Ewart 상원의원 등 4명

2. 방한 목적
1052

●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논의

●

맨리 자메이카 총리 방한 실현에 대비한 선발 방문적 성격

3. 주요 일정
●

6.19.
- 외무부장관 예방, 미주국장 주최 오찬, 상공부장관 및 국회 상공분과위원장 예방,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주최 만찬

●

6.20.

●

6.21.

- 금성사 및 삼성전자 방문, 투자설명회 개최
- 부운물산 및 세방산업 방문

4. 평가
●

실질협력관계 증진 기대

●

한국업체의 자메이카진출 조업증대 희망

89-0983

Abel, David Oliver 미얀마 기획재무 및 무역장관 방한,
1989.11.13.-1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74 / 10 / 1-48

David Oliver Abel 미얀마 기획재무 겸 무역장관이 1989.11.13.~17. 방한함.
1. 방한 목적
●

양국 경제협력 방안 협의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건 및 합작은행 설립문제 등 협의

2. 주요 일정
●

11.13. 외무부장관 예방, 한국수출입은행, 외환은행 방문

●

11.15.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예방

3. 주요 인사 면담내용
●

외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양국간 우호관계에 만족을 표하고, 미얀마 측은 EDCF 지원을
요청함. 한국 측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노력을 설명함.

●

경제기획원차관 면담에서 한국 측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전수 용의를 표명하고, 미얀마 측은
한국의 조세제도, 외국인 투자제도 자료제공을 요청함. 아울러 미얀마 측의 EDCF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긍정적 검토의사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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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84

Tora, A. V. 피지 공공사업성 장관 방한, 1989.6.2.-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74 / 11 / 1-15

Tora 피지 공공사업성장관이 건설협회 초청으로 1986.6.2.~6. 방한함.
1. 주요 일정
●

6.3. 수출입은행, 현대건설 방문

●

6.5. 체신부장관, 건설부장관 예방, 해외건설협회 방문

2. 피지 측은 아래 사항을 요청함.
1054

●

커뮤니케이션시스템 개선사업으로 약 34만 달러 지원

●

교량건설사업으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1,100만 달러 지원

●

조선용 장비지원

89-0985

프랑스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19-74 / 12 / 1-108

1989년 중 프랑스 경제관계 인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Jean Marie Rausch 대외무역장관(1989.9.24.~26.)
●

주프랑스대사관, 1989.9.12. 한승수 상공부장관 명의 초청장 전달

●

주요 일정
- 9.25. 동력자원부장관, 교통부장관 예방
- 9.25. 한･프랑스 통상장관회의, 유럽상품전 개막식 참석
1055

2. Jacque Cheregue 산업개발장관 방한 추진(1989.6월)
●

한국기업의 프랑스 투자유치를 위해 프랑스 투자환경 세미나에 참석

●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등과의 면담 예정

89-0986

Mungra, Subhas Chandra 수리남 재무장관 방한,
1989.11.15.-1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74 / 13 / 1-32

Mungra 수리남 재무장관이 1989.11.15.~18.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1056

●

일본 개최 제4차 일본･라틴아메리카 심포지엄 참석 후 방한

●

제3차 한･수리남 공동위 개최 관련 수리남대표단 활동 지원

●

수출입은행 전대(轉貸)차관(300만 달러) 도입 교섭

2. 방한 주요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수출입은행장 및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면담(11.16.)

●

재무부장관 예방, 한국은행 총재 등 면담(11.17.)

3. 한･수리남 공동위원회(1989.11.15.~16.)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두병 외무부 미주국장
- 수리남 측: Amanh 외무성 아주국장

●

주요 토의의제
- 양국경제 현황, 어업협력, 과학기술협력, 전대차관 도입 및 통상증진 등

4. 외무부장관의 Mungra 재무장관 접견 시 말씀요지(1989.11.16. 미주국)
●

방한 환영

●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에 만족 표명
- 1975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발전
- 수리남이 비동맹･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입장 지지

●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증진 희망
- 교역 및 경제협력 등

●

수리남 정부의 한국 수산업체 지원 당부

●

제2차 전대차관 도입문제

- 한국 진출업체가 수리남 경제에도 기여하므로 가능한 지원요망
- 관계기관에 수리남 측의 차관도입 희망을 전달, 차관도입이 성사되도록 협력의사 표명
●

한국산 경비정 구입문제
-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자금 지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려, 수리남 측의 자체금융으로
구입하도록 권장

89-0987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수해 지원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서남아과

MF번호

2019-74 / 16 / 1-68

방글라데시 홍수 피해 발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내용임.
1. 홍수 피해 발생
●

1988.8~9월 방글라데시의 홍수로 전국 64개 지역 중에 50개 지역이 완전하게 침수되어 인명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엘사드 방글라데시 대통령은 우방국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긴급원조 제공을 호소함
-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은 1989.4.6. 외무부에 보낸 공한을 통하여 원조 희망 품목을 제시
- 주한 방글라데시대사는 10.17. 외무부 아주국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지원과 런던에서 개최될
방글라데시 홍수대책 국제회의 참여를 요청

2. 한국의 지원
●

한국 정부는 1989.9.3 노태우 대통령 명의 위로전을 보내는 한편, 아래와 같은 대응책을 결정함.
- 현금 2만 달러 및 13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제공
- 런던 국제회의에는 불참하되, 양자적 지원은 1990년도 무상원조대상국 우선순위 작성 시 반영

●

정부와는 별도로 민간차원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중인 영원무역이 1만 달러, 대한상공회의소가
1천 달러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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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88

코스타리카 Arias재단 기금지원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74 / 17 / 1-34

1. 1986.8.26. Arias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김재순 국회의장에게 아리아스재단의 기금 확충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민간업계가 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아리아스재단은 Arias 대통령이 1987.10월 수상한 노벨평화상 상금(약35만 달러 상당)으로
설립함.

2. 1988.10월 김재순 국회의장은 코스타리가 진출업체 6개사 대표에게 기금 모금 협조를 요청 하는
서한을 발송함.
1058

●

기금모금 현황
- 부흥지사 5,000달러
- 신성통상 3,000달러
- 영안모자 2,000달러
- 진이 2,000달러 등

3. 1989.2.16. 정해헌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2,500달러 상당의 아리아스재단 기금 모금액을 Arias
대통령에게 전달함.

89-0989

한국의 대가봉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9-74 / 18 / 1-80

정부의 1986~89년 중 한국 정부의 가봉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정부는 1986년에 전두환 대통령의 1982.8월 가봉 방문과 1984.4월 개최된 제2차 한･가봉 혼성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협력사업을 추진함.
●

공예장비 지원 및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용 전자장비 및 봉고차 지원 등 약 10만 달러 상당의
원조 제공

2. 정부는 1988년에 수재민 지원금으로 15,000달러를 가봉에 지원하고 가봉 외무부가 사용할 자동차 및
직업훈련용 전자장비 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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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90

1988년도 한국의 대모리타니아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9-74 / 19 / 1-37

정부의 1988년 중 모리타니아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주모리타니아대사관의 건의 및 모리타니아 정부의 메뚜기 피해에 따른 구호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88년도에 모리타니아에 대하여 13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함.
2. 1988.12.5. 승용차 10대가 모리타니아에 전달되었고, 1989.2.21. 앰뷸런스와 의약품이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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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91

한국의 대모리셔스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74 / 20 / 1-62

정부의 1987~89년 중 모리셔스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7~88년 태권도 훈련용품 및 라디오 레코더가 모리셔스에 지원됨.
2. 1989년도에는 모리셔스 정부의 요청사항 중 TV 및 VTR이 지원됨.
●

주모리셔스대사관은 차량 등 여타 모리셔스 정부의 요청품도 지원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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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92

대모잠비크 원조물품 기증식 참석, 1989.5.31.-6.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74 / 21 / 1-86

주스와질랜드대사는 겸임국인 모잠비크를 방문하여 모잠비크에 대한 원조물품 기증식에
참석함.
1. 정부는 비동맹 외교의 일환으로 비동맹 아프리카펀드에 1988~92년간 100만 달러를 공여할
것을 서약하고, 1989.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동 기금위원회 회의 참석 기회에 미수교국인
남부아프리카 전선국가인 앙골라, 잠비아, 모잠비크 및 탄자니아대표들과 접촉하여 원조제공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함.
1062

2. 정부는 상기 취지의 1차 연도 사업으로 20만 달러 상당의 군화를 모잠비크에 무상제공하기로 하고,
모잠비크를 관할하는 이정남 주스와질랜드대사가 1989.5.31.~6.3. 모잠비크를 방문하여 6.1.
원조물품 기증식에 참석함.
●

외무부의 주스와질랜드대사에 대한 출장 훈령
- 원조물품 인도식 참석을 통하여 모잠비크 및 여타 전선국가와의 관계개선 홍보효과를 제고
하는데 중점을 둘 것
- 체재기간 중에 권력핵심부인 집권당과 외무부 간부와의 공식접촉 확대를 통해 관계개선 기반
확충을 도모할 것
- 양국관계 개선문제 협의를 위하여 특사 접수를 요청할 것
- 1989년도 원조품목 협의를 위하여 외무부 간의 공식창구 개설을 제의할 것

●

주스와질랜드대사의 출장 보고
- 모잠비크 주요인사 접촉을 통해 한국의 관계개선 의사를 전달하고 반응을 타진
- 1989년도 아프리카펀드 20만 달러 공여의사 전달 등

89-0993

대파키스탄 한국산 고추 무상지원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74 / 22 / 1-61

정부의 1989년 중 파키스탄에 대한 고추 무상지원 내용임.
1. 정부는 1988년도 고추 작황 풍작으로 인한 고추 수급안정화방안 협의를 위하여 1989.1.20.
청와대에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수매량 32,000톤의 대개도국 내지 재외국민에 대한
무상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외무부가 수요량을 파악하기로 결정함.
●

외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2만 톤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함.

2.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89.1.24. 외무부에 보낸 전문과 이후 외무부와의 교신을 통하여 파키스탄에
고추 2천 톤을 지원할 것을 건의함.
●

정부가 지원 제공조건으로 향후 파키스탄 고추 작황이 좋을 때에 현물로 상환하는 안을 제시한데
대하여 파키스탄 정부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정부는 파키스탄에 고추 3천 톤(약 3백만 달러
상당)을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함.

●

6.2. 고추 3천 톤이 하역작업 완료 후 파키스탄 측에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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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94

한국의 대필리핀 다자원조계획 참여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74 / 23 / 1-234

1. 미국은 1988.2월 이래 대필리핀 다자원조구상을 한국 측에 설명하고, 동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2월 Kelly 미국 대통령 보좌관은 외무부 제1차관보에게 참여 요청

●

4월 Reagan 미국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으로 참여 요청
- 노 대통령은 능력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요지로 회신

2. 외무부 아주국이 1988.8월 작성한 ‘한국의 대필리핀 원조문제 검토’ 요지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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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기본원칙
- 한･필리핀 양자간 협력으로 추진(다자간 테두리의 협력은 예외적으로 검토가능)
- 장기적 안목에서 한･필리핀 양자간 경제･통상협력증대 차원에서 시행
- 군사협력은 지양

●

원조방안
-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병행
- 민간기업의 대필리핀 투자유도 및 여건조성
- 통상확대(수출입은행 자금 지원조건 완화, 구상무역 추진)

●

원조규모
- 미국의 구체적 원조계획 수립과 필리핀의 수원계획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체적 원조
프로젝트 검토와 병행하여 결정

3. 정부는 1989.7.3.~5.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대필리핀 다자원조회의에 노재원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참가국

●

회의 진행

- 한･미국･일본 등 16개국, 7개 국제기구 및 3개 옵서버
- 필리핀의 경제성장계획 토의에 이어 지원공약 발표
●

회의 결과
- 필리핀 측은 1989~92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소요외자 110억 달러 중 35억 달러를 1990년도
지원액으로 확보(일본 10억 달러, 미국 5억 달러, EC(구주공동체) 3억5천 달러,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7억 달러, ADB(아시아개발은행) 5억 달러, 기타 4억5천 달러)

●

한국대표단 활동
- 한국은 1990년도에 기술협력 중심으로 45만 달러 상당 지원 용의표명

89-0995

한국의 대소련 지진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75 / 1 / 1-133

정부의 1988~89년 중 소련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아르메니아 지진
●

1988.12.7. 아르메니아 남부지역에서 9도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12.10. 정부대변인 성명 등을 통하여 위로와 구호금 제공 의사를 전하고, 12.14.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 의약품, 의료장비, 담요, 현금 10만 달러 등 지원 결정

●

12.19. 대한적십자사(한적)가 제공한 구호물품을 적재한 대한항공 전세기가 모스크바에 도착,
한적 총재가 소련적십자사 총재와 구호물품 인계서에 서명함.

●

소련 정부는 12.20. 감사메시지를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전달함.

2. 카자흐스탄 지진
●

카자흐스탄에서 1989.1.23.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초래하였으나, 소련 정부는 외부의
지원 없이도 복구가 가능하다고 밝힘.

●

한적 총재는 1.27. 소련적십자사 총재에게 위로 전문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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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96

한국의 대부르키나파소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75 / 2 / 1-23

정부의 1988~89년 중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이 주재국 정부의 요청사항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부르키나파소 정부로부터 접수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부르키나파소 외무부 회의실용
동시통역 기자재와 군용장비, 악기, 오토바이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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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97

한국의 대자이르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75 / 3 / 1-17

정부의 1988~89년 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8.2월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콩고민주공화국 국회의장이 이재형 국회의장에게
소형승용차 10대 정도를 추가 지원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외무부가 이를 검토함.
2. 1989.2월 체육부가 콩고민주공화국 태권도협회 요청에 따라 태권도복 등 장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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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98

난민 구호 원조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유엔정책과

MF번호

2019-74 / 15 / 1-173

1988~89년 중 난민구호 관련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내용임.
1. 1988.8.23. 정부는 대르완다 무상원조 예산 중 2,000달러를 부룬디 종족분쟁으로 르완다에 피신해온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기로 결정함.
●

르완다 외무장관이 8.23. 외교단 회의를 소집, 브룬디 난민증가를 설명하고 국제기구의 원조를
호소함에 따라 8,000달러를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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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8.11.15. 방글라데시원조 특별고위급 회의가 개최된바, 참석국가들은 방글라데시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현황 및 추가지원 의사를 밝힘.
●

한국은 방글라데시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하여 9월 20,000달러를 기 지원

89-0999

일본의 대한 재해 의연금 기부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75 / 4 / 1-11

1. 일본 정부는 1989.8.1.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수해 의연금을 전달함.
●

기탁 내역
- 금액: 20만 달러(수표)
- 목적: 수해복구 지원용
- 가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수교

2. 외무부는 상기 20만 달러를 수재복구에 사용하도록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함.
●

외무부는 대변인을 통하여 동 사실을 대외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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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00

대개발도상국 원조공여국 회의 현황조사 및 한국의 기본입장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5 / 5 / 1-117

1. 외무부는 1988.8월 다자간 원조회의 가입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63개 공관에 다자간 원조협력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바, 이들 공관의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양자차원에서 원조가 이루어지며, 별도로 다자간 원조공여국 회의가
존재하지 않음.

●

별도로 다자간 원조공여국 회의가 운영되는 국가는 네팔, 지부티, 코모로, 차드, 인도, 중앙아프리카,
스리랑카, 케냐, 탄자니아, 남부아프리카지역 9개국, 미얀마(구 버마), 가나, 니제르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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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9.3월 대개도국 원조공여국 회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경제
기획원과 재무부에 통보함.
●

한국의 경협규모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다자간 회의를 통한 기여는 미미함.

●

원칙적으로 경제력이 적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단계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다자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양자간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자 함.

89-1001

대수단 타이어 회사 합작투자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9-75 / 7 / 1-99

1. 수단에 진출한 대우가 투자한 현지합작 타이어제조회사(ITMD)는 타이어가격 인상문제로 수단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나, ITMD사가 1989.1월 수단 공업부와 타이어가격 인상안에 합의함
으로써 동 문제가 원만히 해결됨.
2. 대우 측은 1989.9월 한국과 수단 정부 간 바터무역의정서 체결을 외무부에 건의한 바, 외무부의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경위
- 대우는 수단 ITMD사에 매년 2천만 달러 상당의 원･부자재와 부품을 공급하고 면화, 참깨
등 농산물로 변제받아 왔으나 1989.8월 구데타로 집권한 신정부가 종래의 민간기업체와의
barter방식 물자수입을 금지함으로써 ITMD의 운영자체가 어렵게 됨.
- 수단 정부는 향후 barter 거래는 정부간 의정서가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는 신경
제정책에 따라 한국과 수단 정부 간 의정서를 체결하는 문제를 대우 측에 제기함.

●

한국 정부의 입장
- 정부의 구상무역 직접 개입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곤란함.
- 한국 경제는 민간주도 경제체제로서 정부가 구상무역에 개입하지 않음.
- 대우와 수단 재무부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단 재무부가 대우와 현지 회사 간의 구상무역을
승인하는 형식 등은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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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02

미국 생명보험회사 합작진출 문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75 / 8 / 1-178

재무부가 1988.3.18.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 기준을 발표함으로써 한･미국 보험현안이
타결됨.
1. 경위
●

1987.9월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대한국 합작진출 허용 원칙 합의

●

1988.1월 부총리 방미 시 합작허가 기준의 주요 쟁점(국내 재벌기업의 참여배제 범위) 타결

●

1988.3월 미국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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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기준 요지
●

국내 15대 재벌의 합작 참여 배제

●

16~30대 재벌은 50% 미만의 소액 주주로 참여 가능

●

기존 6개 국내 생명보험사는 합작 참여 배제

3. 한･미국 양국간 보험현안 합의내용 확인 서한교환
●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988.3.18. 주미국대사관 공사 앞으로 양국 정부가 보험문제에
합의하였으며 동 합의가 동일자로 발효됨을 확인하는 서한전달(1988.2.26.자 주미국대사관 공사
명의의 한국 측 서한에 대한 미국 측 수락 서한)

89-1003

대버마(미얀마)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5 / 11 / 1-296

1. 주미얀마(구 버마) 대사는 1989.2월 1988년 미얀마 소요사태로 인하여 중단된 바 있는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미얀마 사용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1988.9월 수립된 미얀마의 군사정부는 법질서 회복과 함께 경제안정을 요망하면서 EDCF
사용문제에 적극 관심을 보임.

●

미얀마 정부에 기 제의된 사업과 신규희망 사업은 5건임.
- 석유･가스라인(현대상사), TDX 교환기설치사업(대우), 철도현대화사업(대우), 에너지부 산하
사업(현대상사), 수력발전소 토목공사(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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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bel 미얀마 재무기획 겸 무역장관은 1989.5.18. 주미얀마대사를 초치, 한국의 EDCF 지원 등
경협을 요청한 바, 외무부는 미국･일본･EC(구주공동체) 등의 대미얀마 태도와 주미얀마대사의
건의를 종합 검토하여 한국의 대미얀마 경협 범위 및 시기를 수립하기로 함.
3. Saw Maung 미얀마 수상은 1989.11.8. 주미얀마대사 면담 시 미얀마 측이 이미 신청한 아래
3개 EDCF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특별히 배려하여 줄 것을 요청함.
●

Equipment and Materials for Electric Power Distribution System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

Transport Facilities

89-1004

대콜롬비아(수리조선소 확장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5 / 12 / 1-204

1. 콜롬비아 외무장관대리는 1988.10월 외무부장관 앞 서한으로 한국 정부가 콜롬비아 국영선박
수리조선소 확장사업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35백만 달러)을 호의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정부는 동 자금 지원을 요청한 콜롬비아 산업개발청의 법적지위 및 콜롬비아 정부의 지불보증
여부를 재확인한 후 자금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함.

2. 동 사업에 대한 EDCF 지원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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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명: 선박수리조선소 확장사업
- 총 사업규모: 75백 9천만 달러
- EDCF 지원 요청액: 35백만 달러

●

추진경위
- 1987.9월 Barco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시 본건에 대한 금융지원 요청
- 1987.11월 주콜롬비아대사는 외무부에 EDCF 자금 지원 건의
- 1988.5월 콜롬비아 산업개발청장은 외무장관 앞 서한으로 EDCF 자금 지원 공식 요청
- 1988.5.26.~6.1. 한국정부조사단의 콜롬비아 방문

89-1005

대가봉(외무부 청사건립)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계획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5 / 13 / 1-13

1. 주가봉대사는 1989.3월 가봉 정부가 외무부 및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한국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요청을 해옴에 따라, 동 지원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건의함.
●

가봉 정부는 상기 사업 소요예산 약 32백만 달러 중 15백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9.5월 주가봉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가봉 외무부 청사건립을 위한 EDCF 차관 요청은 동 기금 공여 원칙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차관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한국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국가에 대해서는 동 기금 지원
사업 범위를 다소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재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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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06

대가이아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5 / 14 / 1-221

1. 가이아나가 1987.1~6월 5개 사업에 대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 공여를 요청하였으나.
외무부의 ‘선 관계정상화 후 경협제공’ 방침에 따라 가이아나에 대한 EDCF 자금 공여 추진이 보류됨.
●

5개 사업은 사금채취 장비구입, 화장지 원단 제조공장 건설, 중소기업 공업단지 조성, 농축단지
조성, 금광개발 합작투자임.

2. 한국과 가이아나 간의 외교관계가 1989.1월 정상화된바, 정부는 1989.4월 가이아나에 대하여
우선 총규모 5백만 달러 수준의 범위 내에서 EDCF 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함.
1076

3.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9.9월 겸임국 가이아나에 대한 신임장 제정 출장보고서를 통해 대가이아나
경제협력 확대를 건의하면서 가이아나의 발전기 또는 전화교환기 구입을 위한 EDCF 자금 지원을
건의함.
4. 외무부는 1989.11월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을 통해 사금채취 장비구입에 대한 EDCF 자금 지원
검토를 위한 사업질의서를 가이아나 정부에 송부함.

89-1007

대레소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추진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5 / 15 / 1-87

1. 주케냐대사는 1987.3월 겸임국인 레소토 출장보고서에서 한국업체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을 활용하여 레소토 Highland Water Project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함.
●

동 대사는 5월 한국업체의 수주에 관건이 되고 있는 유리한 금융조건 확보를 위해 EDCF 자금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함.

2. Lakhanya 레소토 군사위원장은 1989.1월 주케냐대사에게 한국업체가 레소토 2,000호 주택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주케냐대사는 5월 레소토 출장 시 동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레소토 측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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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08

대라이베리아(Medina-Robertsport 구간 도로 건설공사)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추진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5 / 16 / 1-316

1. 1987.4월 라이베리아는 한국에 대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을 요청해 옴.
●

대상: Madina- Robertsport Highway 건설 사업

●

금액: 약 2천만 달러

2. 1988.1월 동 건 추가 요청을 위해 Gray 라이베리아 건설부장관이 대통령 친서를 휴대하고 방한함.
3. 한국 측은 정부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상환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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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함.
4. 라이베리아 측은 상기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시함.
●

몬로비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768만 달러가 소요됨.

5. 동 건도 한국수출입은행의 예비심사를 통해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함.

89-1009

대파푸아뉴기니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5 / 17 / 1-74

1. 파푸아뉴기니 외무부는 1988.4월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앞 공한으로 한국이 아래 사업에 대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

Wewak Drainage Project

●

도시개발사업

●

교통안전개선

●

지방도로확충사업

2. 외무부는 1988.10월 파푸아뉴기니 측의 EDCF 자금 지원요청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에 통보하고, 파푸아뉴기니 측에 Wewak Drainage Project 및 교통안전
개선사업 관련 질의서를 작성, 송부하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함.
●

교통안전개선사업
- 기금 지원 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

●

Wewak Drainage Project
- 건설부의 무상기술용역사업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후 재협의

●

도시개발사업 및 지방도로 확충사업
- 검토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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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10

대페루(리마시 버스 구입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5 / 18 / 1-203

1. 1988.6월 페루 외무장관은 주페루대사를 통해 리마시내 버스 300대 도입을 위한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을 요청함.
●

1,800만 달러 규모

2. 수출입은행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함.
●

1080

한국은 별도사업으로 페루에 대해 980만 달러 상당의 어선 5척 구매사업 지원을 검토

89-1011

대스리랑카(실내경기장 건설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요청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서남아과

MF번호

2019-76 / 1 / 1-95

1988~89년 중 스리랑카가 한국에 실내경기장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1. 스리랑카의 요청
●

1988.2.24.~26. 한국을 방문한 프레마다사 스리랑카 수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면담 시, 수도 콜롬보에 실내경기장 복합단지(수영장, 연습장 등) 건설계획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가 소요경비 총 1,157만 달러 중에서 783만 달러를 무상 또는 차관형태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프레마다사 수상은 3.17. 및 5.10. 주스리랑카대사에게도 동 지원을 거듭 요청

●

동 수상은 1988.6.30. 대통령 특사로 스리랑카를 방문한 김영주 대사에게 재차 지원을 당부함.

●

1989.1월 대통령이 된 프레마다사는 1989.3.2.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재차
경기장건설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2. 정부의 대응
●

외무부는 제한된 무상원조자금 규모를 감안할 때 무상원조는 불가하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1989.4.6. 재무부 및 수출입은행에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

●

재무부는 “개도국의 산업발전, 경제안정 지원 및 개도국과의 경제교류증진”으로 되어있는
EDCF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보아 동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외무부는 7.8. 재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EDCF 지원이 스리랑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양국간 경제교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고, 7.15.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모든 경제부처가 반대함.
- 스리랑카가 요청한 다른 사업(도로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기로 결정

●

외무부차관은 8.17. 주한 스리랑카대사에게 경기장 건설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다른 사업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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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12

대통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6 / 2 / 1-9

1. 통가 정부는 1988.11월 국영항공사의 운영개선, 호텔건설사업에 대한 한국의 경협 차관의 제공
가능성을 타진해 옴.
●

11.15. Tufui 통가 내각 관방성 차관은 주피지대사(통가 겸임)에게 국영항공사의 운영개선을
위한 2대의 민간항공기 구입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또는 수출입은행 차관 제공 가능성을
타진해 옴.

●

11.22. 통가 외무부는 공한을 통해 200 객실의 호텔 건설사업(500만 달러 규모)에 대해 한국의
경협차관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타진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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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피지대사는 통가 정부가 공항확장 추진 등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을 감안하여, 피지에
대한 경협 차관공여를 건의함.
●

1989.1.19. 외무부 국제경제국도 아래 이유로 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 통가는 단독수교국으로 국제기구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전통우방국임.
- 상기 우호관계를 유지,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EDCF 지원이 바람직함.

89-1013

대부르키나파소(Kaya-Tambao 간 철도건설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계획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6 / 3 / 1-86

1989.4월 정부는 부르키나파소 정부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
1. Zongo 부르키나파소 경제진흥장관은 1988.8.19.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인 카야-탐바오
간 250Km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관제공을 요청해 옴.
2. 정부는 1989.4.7. EDCF 관계부처회의에서 동 사업을 추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
●

지원요청 규모, 상환능력 등 경제적 측면에서 지원불가 입장을 결정

3. 외무부는 1989.4.14.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에 상기 정부의 입장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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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14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5 / 9 / 1-249

1. 외무부는 1988.9월 1989년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을 서면 심의, 의결함.
●

기금조성액: 1,300억 원

●

사용계획
- 개발사업 차관 550억 원
- 기자재 차관 600억 원
- 물자차관 80억 원
- 사업준비차관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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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융자금 50억 원
●

기금승인한도액
- 사용계획의 120% 범위 내

2. 외무부는 1989.1월 주프랑스대사관에 1988년 중 한국의 대외경협실적을 회보함.
●

기금조성: 86백만 달러

●

집행실적
-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13백만 달러
-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 계획: 10백만 달러
- 페루 어선 현대화 계획: 9백8십만 달러

●

무상원조
- 12백만 달러

●

기술원조
- 10백만 달러

3. 외무부는 1989.2월 아래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결산보고서를 서면 심의, 의결함.
●

1988년도 조달액: 200억 원(정부출연금)

●

기금운용
- 1988년 페루 어선현대화사업 지원 방침 결정: 71억 원
- 1988년 말 현재 총 차관지원 승인액: 256억 원

4.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위원회가 1989.12.20. 개최되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점지원대상국선정
및 지원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함.

89-1015

대개발도상국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요청 검토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5 / 10 / 1-88

1. 1988.12.13.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는 아래 4개 사업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요청을
검토함.
●

가나 정유제품 저장소 건설사업(13백만 달러)

●

인도네시아 이동식 직업훈련원(25백만 달러)

●

인도네시아 전자식교환기 설치사업(50~60백만 달러 추정)

●

방글라데시 부리강가 교량건설사업(15백만 달러 추정)

2. 1989.9.11. 개최된 EDCF 지원 요청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필리핀 Misamis Oriental주 전화망 확충 및 현대화 사업
- 조속한 지원 추진(정부조사단과 수출입은행조사단 동시 파견)

●

가나 정유제품 저장소 사업
- 13백만 달러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2개 지역을 선정, 지원한다는 방침에 대해 가나
측이 동의하면 신속히 정부조사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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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16

일본 동경만 횡단도로 건설공사 참여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76 / 4 / 1-47

1987~89년 중 일본 동경만 횡단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와 관련된 내용임.
1. 동경만 횡단도로 주식회사는 1987.7월 수주회사의 경쟁입찰 전 계약등록제 실시를 한국 측에
알리면서, 한국기업이 등록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함.
2. 주일본대사관은 동경만 횡단도로 공사 개요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086

●

공사구간: 가와사키 우키시마-기사라즈 나가시마

●

연장: 15.1Km(해저터널, 교량, 육상부)

●

공사기간: 1987.7~96.3월(약 10년간)

●

사업비: 9,397억 엔

●

응모자격 요건
- 일본의 건설업법에 의한 토목공사의 허가를 취득
- 강재자켓, 강재케이슨, 해상작업비계 등의 공사실적이 있을 것

●

응모방법: 지명경쟁 참가신청

3. 주일본대사관 건설관은 1988.12월 일본 측에 한국기업에 대한 공정한 자격심사를 요청함.
●

입찰신청 한국기업: 삼성종합건설, 현대건설, 대우재팬 등 4개사

4. 동경만 횡단도로 주식회사 계약과장은 1989.2월 지명경쟁에 신청한 기업은 54개사이며, 외국
기업으로는 현대, 삼성 2개사만 신청했다고 설명함.

89-1017

대일본 인력진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76 / 5 / 1-153

1988~89년 중 주일본대사관이 대일본 인력진출 문제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대일본 인력진출의 현황과 문제점(1988.8월 보고)
●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
- 실업자는 144만 명(실업률 2.4%)이나 기능인력 부족인원이 106만 명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 2000년대에는 노동력인구의 10%를 외국인 근로자로 충당할 전망

●

일본의 외국인 고용제도 현황
- 자국인의 고용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고용을 억제
- 장기취업은 교수직, 기술. 기능, 숙련노동 등 분야에 제한

●

문제점
- 불법여권 발급: 위조 초청장
- 직업훈련연수생 선발상의 부조리
- 사이비 연예인의 체류: 위장결혼, 야간업소 근무 금지조항 위반

●

대책
- 부정여권 발급 예방: 당해년도 비자소지자에 한하여 송출 인정
- 직업훈련연수생 송출제도 개선: 직업훈련기관의 입학수용 허가서 인정
- 사후관리 체제의 확립: 송출업체의 송출인원 보고 의무화

2. 기타 보고사항
●

외국인근로자 대책과 단속(1988.12월 보고)

●

불법취로자료(1989.3월 보고)

●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입국허용 검토(1989.3월 보고)

●

대일본 인력진출 동향(1989.7월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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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18

대모로코 어선원 송출 문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마그레브과

MF번호

2019-76 / 6 / 1-70

1. 외무부 중동국은 1987.7월 아래 요지의 대모로코 및 모리타니아 한국 어선원 송출현황 및 문제점과
검토의견을 국제경제국에 송부하면서 이를 검토,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선원 송출 업무 관련 문제점
- 선원 송출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선원 근로조건(급료 등) 저하
- 한국선원 송출 억제 시 제3국인으로의 대체 및 양국관계 저해 우려

●

대책안
- 어선 송출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규제 강화

1088

- 대모로코 어선원 신규 송출(증선허가 포함) 금지원칙 해제 바람직
- 대모로코 어선원 직접 송출 확대 강구

2. 모로코 Sonarp 수산회사에 송출된 한국 어선원들이 아래와 같이 파업함.
●

1989.4월 한국 어선원 200여명이 어획 상여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선주와의 이견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기지로 돌아옴.
- 주모로코대사관은 동 파업이 한국선원을 고용하는 다른 수산회사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송출회사에서 동건을 조속히 수습하도록 촉구하여 줄 것을 건의

●

1989.10.31. 한국 어선원 80여명이 승선 대기 중 상여금 및 급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함.
- 주모로코대사관은 한국 어선원들을 일단 승선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회사 측에도 선원들의
요구사항을 가급적 수용하도록 요청한바, 동 선원들은 11.4. 조업을 재개
- 주모로코대사관은 여사한 사건이 양국간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계약서에 선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송출업자가 계약이행을 책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

89-1019

대우(주)의 체코슬로바키아 지사 설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76 / 7 / 1-22

1. 외무부는 1989.2월 주식회사 대우의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지사 설치에 이의가 없음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회보함.
●

1988.11월 (주)대우는 체코 정부에 지사 설치 신청

●

1988.12월 체코 대외무역부는 동 지사 설치 허가

2. 국제민간경제협의회는 1989.7월 체코 현지 주재원 근무를 위한 방문신청서(대우직원 이택로)를
외무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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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20

한국청년 해외기술봉사단 설립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76 / 8 / 1-117

1. 함명철 외무부 연구관이 1987.6월 작성한 ‘대개도국 국제협력의 효과적 시행방안(부제: 한국형
평화봉사단의 창설을 중심으로)’이 수록됨.
2.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88.5월 과학기술처의 한국청년 해외기술봉사단 파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 줄 것을 외무부 관련실국에 요청한 바, 국제기구조약국은 아래 요지의 검토
의견을 회보함.
●

1090

청년 해외기술봉사단 파견사업의 정치･외교적 기대효과
- 한국의 남남협력 실천의지를 보임으로써 파견대상 개도국과의 실질협력 관계 증진 도모

●

동 사업 추진절차에 있어서 외무부의 역할
- 사업 입안, 파견대상국 선정 및 파견대상국과의 협조 등 사업의 모든 단계에 있어 과학기술처와
외무부의 긴밀한 협조 필요

●

UNV(유엔봉사단) 파견요원에 대한 처우문제
- UNV 요원에 대한 경비지급 수준으로는 적절한 요원 선발이 어려울 가능성
- 타국의 예를 참고하여 봉사단원으로 파견되는 요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보장문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89-1021

말레이시아의 Look East 정책에 따른 한･말레이시아
교육･기술협력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76 / 10 / 1-176

말레이시아 정부의 Look East 정책에 따른 1988~89년 중 한･말레이시아 간의 교육,
기술협력 관련내용임.
1. 말레이시아 정부는 1988.2.2. 및 10.11.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공한을 통해 한국의 말레이시아
유학생에 대한 한국기업 실무훈련 실시를 요청해 옴.
2.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이 1987.10~88.5월 파견 중인 한국어교사의 파견기간을 1988.10~89.5월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한국 정부는 1988.9월 파견 연장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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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22

근로자 중국 연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76 / 13 / 1-32

1. 노동부는 근로자들에 대한 이념교육의 일환으로 1988.10월 중 총 224명(근로자 200명, 인솔자 24명)의
중국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추진을 위해 정부사전답사반(노동부, 총리실, 안기부, 외무부
직원 5명)을 1989.8.4.~13. 중국(홍콩 포함)에 파견함.
2. 동 정부사전답사반이 중국 션양 방문 시 중국 여행사 관계자로부터 탐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정 작성 시 한국인 여행자의 션양 등 동북지방 여행은 가급적 피하도록 할 것

●

한국인 여행자를 션양 등지에 안내하는 경우 한국인임이 눈에 띠지 않도록 정해진 일정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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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동을 억제하며 특히 북한영사관 주변의 관광은 피하도록 할 것
●

이와 같은 제한은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북한 측의 항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며, 대학생
연수단의 션양 체류 시 북한영사관 직원이 투숙호텔 입구에서 학생들을 감시하였다고 함.

89-1023

베트남 견직전문가 방한훈련, 1989.8.1.-3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76 / 14 / 1-62

1. 베트남 견직전문가 4명이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후원 하에 1989.8.1.~31. 농림수산부 산하
국립생사검사소에서 훈련(생사검사 및 제직)을 받음.
●

상기 베트남인 4명은 주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함.

2. 농림수산부가 작성한 훈련보고서(영문)가 수록됨.

1093

89-1024

한･인도네시아 자원개발(주)의 인도네시아 Pasir 탄전
합작개발
생산연도

1981-198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9-76 / 16 / 1-30

인도네시아 파시르 탄전합작개발사업 계약이 1982.9.14. 체결됨.
1.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

1982.9.13.∼15.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 계기에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인도네시아 국영석탄공사 간에 1982.9.14. 서명함.

2. 파시르 탄전합작개발사업 내용
1094

●

개발명칭
-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파시르 유연탄 합작탐사사업

●

출자회사
- 한국 측: 한일시멘트, 대웅, 삼척탄좌, 용산화물
- 인도네시아 측: 국영석탄공사

●

출자방식
- 한국 측: 전액출자
- 인도네시아 측: 광업권만 제공

●

생산물 분배방식
- 한국 측: 86.5%
- 인도네시아 측: 13.5%

89-1025

한･콜롬비아 자원협력위원회, 제4-5차(계획)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9-76 / 17 / 1-54

1. 정부는 1984.2월 콜롬비아 측에 제4차 한･콜롬비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콜롬비아 측 사정으로 연기됨.
●

1987.7월 제4차 회의 개최

2. 제5차 한･콜롬비아 자원협력위원회가 1989.5.16.~18. 보고타에서 개최될 계획임.
●

정부대표: 이진설 동력자원부장관

●

주요 의제
- 에너지 및 광물자원 정책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 에너지 및 광물자원 교역
- 자원 공동개발(석유, 동, 우라늄)
- 기술협력(광물, 석유, 무연탄분야)

1095

89-1026

중석 생산･수출국 회의, 제6차. Sydney, 1989.10.4.-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76 / 18 / 1-20

1. 호주 정부는 제6차 중석생산국 정부대표자 회의를 1989.10월 시드니에서 개최함을 통보해 옴.
●

주요 의제: 중석시장의 안정화

2. 한국 정부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고 업계대표(대한중석 광업)를 옵서버로 참가시키기로 결정함.

1096

89-1027

인도네시아 LSWR(저유황유) 도입
생산연도

1982-198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9-76 / 19 / 1-119

한국의 인도네시아 LSWR(저유황유) 도입과 관련된 내용임.
1. 정부의 LSWR(저유황유) 도입방침 변경검토
●

동력자원부는 1982.12.28.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한전의 재정악화 및 저가 석유도입 정책
명제 등을 감안, 차후 석유구매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방식을 추진하기로 함.

●

동력자원부는 1982.12.30. 이러한 방침 및 대처방안을 외무부에 통보함.
- 한전이 추진 중인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LSWR 구매절차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1097

2. LSWR 도입 변경 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 반응
●

Subroto 인도네시아 광업에너지부장관은 1983.2.16.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LSWR 도입중단 및 원유도입문제에 대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의 아래 언급내용을 통보함.
- 한국이 인도네시아 원유 및 LSWR을 도입하지 않음은 심히 유감임.
- 한국이 어려울 때 원유공급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였음에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Subroto 장관은 LSWR 가격의 조정 용의를 표명함.

3. 에너지협력 관련 대통령 특사 파견
●

함병춘 대통령 특사는 1983.5.31.∼6.1. 인도네시아를 방문, 수하르토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함.

●

동 대통령은 특사 면담 시 아래 요지로 언급함.
- 자신의 방한 시 원칙 합의한 LNG 도입 계약의 체결 이행
- 원유공급과잉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인도네시아산 유류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사의 표명
- 국제유가변동 이후 일부 국가의 인도네시아산 유류 도입 중단 등 움직임에 유감 표명

89-1028

대한석유공사와 미국 걸프(사) 간의 울산정유공장 합작건설
자료. 전2권 (V.1 자료 I: 국문본)
생산연도

196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9-76 / 20 / 1-286

울산정유공장건설을 위한 대한석유공사와 미국 걸프석유회사 간의 기본협정서 및 9개
세부계약안(국문본)이 수록됨.
1. 기본협정서

1098

●

1963.6.25. 체결

●

한국 석유계의 확장발전과 경영에 참여, 정유사업에 기여

2. 9개 세부 계약안(1963년)
●

상표권사용 계약안

●

기술원조 계약안

●

주식인수 계약안

●

차관 계약안

●

원유공급 계약안

●

일반석유류제품공급 계약안

●

국제선박용공급 계약안

●

용선 계약안

●

판매 및 분배 계약안

89-1029

대한석유공사와 미국 걸프(사) 간의 울산정유공장 합작건설
자료. 전2권 (V.2 자료 II: 영문본)
생산연도

196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9-76 / 21 / 1-121

울산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대한석유공사와 미국 걸프석유회사 간의 세부계약안(영문본)이
수록됨.
1. Trademark License Contract Between Korea Oil Corporation and Gulf Oil Corporation
2. Option Contract
3. Technical Assistance Contract
4. Stock Subscription Contract
5. Loan Contract
6. Crude Oil Supply Contract
7. General Petroleum Products Supply Contract
8. International Marine Bunkering and Marine Lubricants Contract
9. Contract of Affreightment
10. Distribution and Market Contract

1099

89-1030

Gholam-Reza Aghazadeh 이란 석유장관 방한,
1989.7.3.-8.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76 / 22 / 1-158

Gholam-Reza Aghasadeh 이란 석유성장관이 1989.7.3.~8.간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8.10.7.자 이봉서 동력자원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 서한 전달

●

1989.3.월 이란 측은 석유성장관의 방한 초청을 원칙적으로 수락

2. 방한 결과
1100

●

각료급 공동위 재개 합의

●

한국에 대한 안정적 원유 급

●

한국에 대한 천연가스공급 의사표명

●

이란 전후복구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기반 확대

●

유조선 10척 발주

89-1031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9-77 / 5 / 1-19

1. 1985.2월 주UAE(아랍에미리트)대사는 Al Ragbani UAE 농수산부장관 예방시 양국간 수산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함.
●

동 장관은 UAE의 어류양식 전문기관인 Mari-Culture Center 지원에 관심을 표명함.

2. UAE 농수산부는 어업협력시찰단을 1989.5.27.~30.간 한국에 파견함.
●

연안어업양식분야 중점 협의 희망

●

상업용 어업양식장 방문
1101

89-1032

한･앙골라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77 / 6 / 1-95

1. 1987.1월 미수교국인 앙골라의 Guerra 수산장관이 한국기업을 통해 방한을 희망해 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원 부국인 앙골라와의 수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초청하기로 결정함.
●

1987.5월 농림수산부장관 명의 초청장 발송

2. 1987.11월 Guerra 앙골라 수산장관이 경질됨에 따라, 1988.4월 Ramos Da Cruz 신임 수상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1102

3. Cruz 수산장관은 앙골라가 스페인에 주문 건조한 선박 인수 운영관리를 한국기업에 요청하면서
운영자금 중 300만 달러를 융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음.
●

한국수출입은행 자금(연불 수출 금융, 해외투자 자금) 지원 대상은 아님.

●

앙골라 정부가 정식으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요청 시 검토는 가능

89-1033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7 / 7 / 1-189

1. 1988.1월 한국어선(세양 51호) 1척이 아르헨티나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아르헨티나 경비정에 나포됨.
●

한국어선은 아르헨티나･영국 간 분쟁지역인 포클랜드 입어증만 보유(아르헨티나는 불인정)

●

아르헨티나는 신수산법을 마련하면서 경제수역에 대한 통제 강화 추세

●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 미결로 한･아르헨티나 어업협정 미체결

2.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아르헨티나와 접촉하여 해결 노력하였으며, 나포된 한국어선은 벌금 70만
달러 납부 후 풀려남.
1103

89-1034

북태평양 공해 유자망 조업문제에 관한 한･카나다 간 협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7 / 8 / 1-229

1989년 중 한･캐나다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한･캐나다 어업협력협의(1989.5.15., 서울)
●
●

1104

대표단: 한국(원양생산담당관 외 4명). 캐나다(Sarna 수산해양부 무역정책과장 외 4명)
주요 협의내용
-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의 규제
-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수역에서의 한국어선 조업문제
- 민대구 공동사업관계

2. 북태평양 유자망 조업에 관한 캐나다 외무장관 메시지 및 회신
Joe Clark 캐나다 외무장관의 최호중 외무부장관 앞 서한(1989.6.9.)
- 유자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자간 노력 필요
- 한국의 효과적인 유자망 규제 조치 요망
- 한국 유자망 어선에 캐나다인 옵서버 승선문제를 포함한 협의를 제안
● 최호중 외무부장관 회신(7.19.)
- 유자망 조업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자간 노력 지지
- 한국의 자율적 유자망 조업규제 조치 설명
●

3. 한･캐나다 북태평양 공해 유자망 어업회의(1989.9.25.~26., 서울)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안효승 외무부 기술협력과장
- 캐나다 측: H. Balloch 외무성 북아과장
● 주요 의제
-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조업문제
- 한･캐나다 어업협정
- 공동사업, 합작투자 등
● 합의내용
- 양국 과학자 1명씩을 조사선에 교환하는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협의
- 양국 과학자 1명씩을 수산연구소에 교환 파견하여 과학자료 교환
● 평가
- 캐나다 측은 유자망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 희망
- 한국 측이 유자망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 캐나다 측이 무리한 요구를 철회
- 유자망 규제에 관한 협력을 배제하고 순수한 과학조사분야에서의 협력만 합의
●

89-1035

한･이란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9-77 / 10 / 1-104

1. 1986.1월 이후 한국 수산업체 3개가 이란에 진출하여 조업하고 있으나, 이란 측과 계약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 한･이란 간 어업문제가 발생됨.
2. 1987년 이란 Shilat사와 한국 아프코통상(한두수산) 간 분쟁이 발생함.
●

한국업체가 이란 수역 무단이탈, 이란 조업감독관 UAE 하선, 어획물 UAE에 불법 매각 등 계약 위반

●

한국업체대표가 이란을 방문하여 업체 간 협의로 해결하기로 함.

3. 상기 분쟁이 미결인 상태에서 다른 한국업체(해외수산)가 이란 업체(KIDO)와 계약을 맺고 이란
수역 진출 허가를 대사관에 요청함.
4. 한국 정부는 아프코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해외수산의 진출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함.
●

해외수산은 이란 수역 진출을 포기함.

1105

89-1036

한･일본 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합의 위반문제.
전2권 (V.2 11-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77 / 14 / 1-322

1989.11~12월 중 일본주변 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자율규제 위반문제에 대한 한･일본
간 교섭내용임.
1. 11.7.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단은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을 면담함.
●

우에부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은 한･일본 어업문제 관련 요망사항을 전달함.
- 북해도대표는 현행 어업질서 준수를 위한 한국 측의 철저한 대책과 어족자원 고갈방지 및
어장보호를 위한 근본적 체계 형성 필요성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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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사키 대표는 인근해에서의 한국어선 위반조업이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필요성을 언급함.

2. 11.13. 다카다 이사무 일본 나가사키현 지사는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함.
●

이사무 지사는 한･일본 상호간의 위반조업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조업하는 어민들 간의
협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아주국장은 한국이 위반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1990.1월부터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함.

3. 11.21. 스즈키 일본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은 외무부 아주국장을 방문, 면담함.
●

일본 측은 조업지도, 단속개선조치 및 금년도 지도단속 실무자회의 개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함.

4. 1989.12.15. 한･일본 어업문제 비공식협의가 양국 수산청 국장 간에 서울에서 개최됨.
●

대표단(대표)
- 한국 측: 김시문 수산청 어업진흥관
- 일본 측: 차다니 수산청 진흥부장

●

협의사항
- 1990년 이후 실시하는 지도단속 개선조치.
- 서일본 수역에서의 지도단속 강화대책
- 동･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일본어선의 위반조업

5. 1989.12.18.~19. 지도단속에 관한 한･일본 실무자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됨.
●

대표단(대표)
- 한국 측: 김종철 수산청 지도과장
- 일본 측: 시부가와 수산청 연근해 과장

●

협의사항
- 지도단속 합의사항 실시 상황에 대한 평가
- 1990년도 지도단속에 관한 협의
- 일본 측 추가 제안에 대한 양국 진흥관 간 협의결과에 따른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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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37

한･일본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77 / 12 / 1-123

1989년도 중 한･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규제와 관련한 한･일본 간 업무협의 내용임.
1. 북해 어업감독관 회의 개최
●

회의 목적
- 북해도 주변수역의 한국어선 조업자율규제를 위해 일본에 파견된 한국 어업감독관의
승선지도단속 결과 평가

●

1108

제1차 회의(1989.1.12.)
- 참석자: 신연호 1차 어업감독관 등 2명/일본 수산청어업조정사무소장 등 7명
- 의제: 어업 감독관의 승선지도단속 결과

●

제2차 회의(1989.2.2.)
- 참석자: 박덕만 2차 어업감독관 등 2명/일본 수산청 어업조정사무소장 등 8명
- 의제: 자율규제선 침범, 어구피해, 위치측정상 오차문제, 라인내 무해통항 및 어장의 이동 시
연락문제 등

●

제3차 회의(1989.2.23.)
- 참석자: 최경삼 3차 어업감독관 등 3명/일본 수산청 어업조정사무소장 등 8명
- 의제: 자율규제선 침범, 한국어선의 선위 측정, 적색회전 부착, 감독관 승선 선박의 조기결정
통보 등

●

제4차 회의(1989.3.16.)
- 참석자: 최경삼 3차 어업감독관 등 2명/일본 수산청 어업조정사무소장 등 8명
- 의제: 자율규제선 침범, 어구피해, 동해 연어 연승 및 유자망 조업 문제

2. 한국의 일본어선 조업규제 요청
●

6월 한국 해군은 일본 어선의 동해 36도선 이북 공동규제수역에서의 조업을 적발, 일본 측의
재발방지를 요청함.
- 1989년 상반기에 총 16회의 일본 게 통발어선의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

89-1038

한･일본 어업협력, 1982-83
생산연도

1982-198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77 / 11 / 1-65

1. 영해 200해리 선포 후 북해도 인근에서 한국어선 조업과 관련해서 한･일본 간의 마찰이 발생함.
2. 북핵도 인근 어업문제 관련 논의를 위해 1983.9.23.~24. 요코미치 북해도지사가 방한함.
●

1983.9.16. 북해도지사는 북해도 인근의 어업문제를 한국 정부에 설명하기 위해 방한 의사를
표명함.

●

정부는 한일 중앙정부가 어업협의가 진행 중으로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동인의 일본
정계에서의 영향력으로 감안하여 방한을 접수함.

●

방한 결과
- 동인은 국무총리 예방, 농림수산부장관 예방, 수산청장 등을 면담함.
- 북해도의 수산자원 보호노력에 한국 동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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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39

한･케냐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7 / 15 / 1-23

1. 1989.7.10. 주케냐대사관은 케냐의 1989. 6월 수산 관련법 개정계기 인도양 어장의 거점 기지인
케냐와의 어업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건의함.
●

동 법 개정으로 1989.7월부터 당국 허가 외국어선은 케냐 경제수역내에서도 활동 가능

●

지정학적으로 인도양 어장의 점진기지로써 중요한 역할 수행

●

선박수리 시설 및 우수한 항구시설 등 양호한 조건 구비

2. 1989.9.18. 외무부는 상기 건의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결과를 주케냐대사관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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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참치 어장이 형성되며, 소말리아 참치어장 및 인도양 어장과 연계조업 가능

●

입어희망 어선 수는 10척 수준

●

우선 민간 협력 추진 후에 어업협정 체결추진

3. Odero 케냐 수산청장이 1989.10.4.~5. 방한함.
●

한국 수산청장, 원양어업협회 회장 등 면담

●

기술수준이 높은 한국과 어업분야 상호협력 모색 희망
- 한국전문가 파견, 훈련생 초청 교육, 수산물 어로, 저장, 수출을 위한 합작투자

89-1040

한･모로코 합작 수산회사 파산 문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7 / 16 / 1-25

1. 1989.11.18. 주모로코대사는 모로코 중앙보증기금 총재가 그간 수차례 면담 시 한･모로코 합작
수산회사 파산 관련, 한국 측 주주(세양수산)가 적극적으로 파산에 따른 문제해결에 나서 주도록
한국 정부가 도와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

파산처리에 모로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 간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함.

2. 1989.12.5. 외무부는 수산청 및 세양수산 측과 협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주모로코대사관에 전달함.
●

민간회사 간 발생한 사항으로 정부가 개입할 내용은 아니나, 민간차원에서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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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41

한･모리타니아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9-77 / 17 / 1-118

1989.10월 모리타니아 송출 한국 어선원(1,400여명)의 총파업 실시에 따른 한･모리타니아
어업협력 관련내용임.
1. 1989.10.11. Baba 모리타니아 외무장관은 주모리타니아대사를 면담하고, 주재국에 취업한 한국
선원들의 조업중단 사태의 원만한 수습과 조업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해 옴.
●

주모리타니아대사는 선원들 집단항의 사태는 그간 임금체불, 경찰의 횡포, 선원사고 및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주재국 당국의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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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함.

2. 1989.10.16. 주모리타니아대사는 누아디부를 방문하여 파업중인 선장 전원을 소집하여 중재를
시도하고, 주재국 당국과 합의한 중재안을 제시함.
●

경찰횡포사건에 대한 철저수사 및 책임자 처벌, 사후 재발방지 약속, 피해선원 보상 및 본인
희망시 귀국

●

체불 임금 및 상여금의 11.30.한 지불 완료, 체불방지 약속

●

임금 협상안 개시

3. 1989.10.23. 모리타니아선주와 한국선원 간 협상 타결로 파업이 종료됨.
●

선주대표와 선원대표 간 합의문서 작성
- 체불금 청산 방안 강구 등

●

선원 신변보장에 대한 주지사 회람 공한 마련

●

주지사와 선원대표 간 면담

89-1042

한･뉴질랜드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7 / 18 / 1-76

한･뉴질랜드 간 어업회담이 1989.6.29.~30.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됨.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상수 수산청 국제협력담당관

●

뉴질랜드 측: Allen 농수산부 수산연구 및 정책국장

2. 주요의제
●

1989~90 어기 어획쿼터 교섭

3. 회담 결과
●

한국은 쿼터 증량 배정을 요청

●

뉴질랜드 측은 한국이 개방한 전갱이 100톤은 만족스럽지 않음을 표명하며, 한국 수산시장

- 뉴질랜드 측은 외국 쿼터 감축 불가피를 설명하고, 국제입찰방식을 제시함.
개방을 요청함.
●

양측은 어업협정을 연장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 사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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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43

Falkland 주변 수역 조업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8 / 1 / 1-155

1989년 중 Falkland 수역 입어 교섭과 조업국 회의 참가 등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어선의 Falkland 수역 입어 교섭 경위
●

영국 정부가 1989년 Falkland 수역에 대한 한국어선의 입어 한도를 배정한데 대하여 한국 정부는
주영국대사관을 통하여 조용하게 추가 배정을 교섭함.

●

한국원양어업협회는 Falkland 수역 내 1990년도 입어 배정 교섭을 위하여 1989.9.18.~19.
민간대표단을 런던에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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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대표단과 영국 정부 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함.
●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9.9.27.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한국 오징어잡이어선의 출어 척수
동결 내지 감축을 요청함.

●

외무부가 영국 측과 교섭한 결과,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9.12.5. 한국 오징어잡이어선의 입어
척수를 32척으로 증선함을 한국 측에 통보해 옴.

2.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갈등
●

영국 정부가 1989.3.16. 런던에서 Falkland 수역에서 조업하는 국가들의 대사관 관계관을
초청하여 동 수역 어업보존수역의 과학적 관리 문제에 관한 기술적 성질의 설명회를 개최함.
- 영국 정부는 남획 방지를 위하여 1987년 어업보존수역을 설정하여 어족자원조사 실시

●

한국 정부는 Falkland 수역 분쟁에 대하여 엄정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 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조업 지속이라는 실리적 이익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영국 정부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것을 결정함.
- 영국 외무성 개최 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25개국 대사관 관계관 참석

●

아르헨티나 정부는 3.9. 주아르헨티나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하여 동 회의 불참을 권유한데 이어
한국이 동 회의에 참석한 이후인 3.29.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가 외무부차관을 면담하고 유감을
표명함(pro memoria 수교).
- 한국은 기술적 성격의 설명회 참석이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평화적 해결 지지를 확인하는
입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memorandum을 4.7. 아르헨티나 측에 수교

89-1044

한･소련 어업협력. 전4권 (V.1 1989.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동구과

MF번호

2019-78 / 2 / 1-175

1989.1월 중 한국과 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을 추진함.
1. 한국 원양어업사와 소련의 협력사업
●

고려원양이 1988.12.27. 소련 수산회사와 협력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고려원양은 1989.2.10.부터
소련 캄차카반도 인근 어장에 대한 입어가 가능해짐.
- 양측은 합작 어가공･생산, 양식사업 등에 합의하고, 고려원양 측은 소련어선의 한국에서의
수리, 개조비를 부담하기로 함.

●

동원산업이 1989.1.16. 소련, 베트남과 3개국 합작으로 오오츠크해 어장에 동원산업의 대형
트롤가공선을 투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 소련 측은 1989.2.1.~3.31. 동원산업에 명태 11,000톤을 공급함.
- 동원산업 측은 베트남선원을 고용함.

2. 한국 정부 입장
●

북해도에 진출한 한국 원양어업회사들은 북해도 어장 축소로 인한 대체어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련 극동해역 진출을 추진함.
- 정부도 워싱턴 주재 소련대사관 관계관을 통하여 소련 당국과의 접촉을 시도
- 양국간 외교관계 부재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정부는 민간분야에서의 수산협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양국 정부 간의 수산협력협정 체결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련 측 의사를 타진하기 위하여 1989.2월 초 워싱턴을 방문하는 소련 수산부차관
접촉을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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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45

한･소련 어업협력. 전4권 (V.2 1989.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동구과

MF번호

2019-78 / 3 / 1-158

1989.2월 중 한국과 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을 추진함.
1. 소련 어업교섭단 방한
●

Sovryb Flot(모스크바 소재 수산총괄회사) 부사장 일행이 1989.2.10.~22. 방한하여 수산청,
한국 원양어업 관련 회사를 방문, 상담을 실시함.
- 소련산 냉동수산물의 한국에 대한 판매, 소련 선박의 수리, 한국산 어구 및 포장재료 구매
등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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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워싱턴을 방문하는 소련 수산차관 접촉 계획은 무산됨.

2. 한국 정부의 입장
●

정부는 1989.2.13. 제4차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원양 등 한국어선의 소련
수역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함.
- 명태공급원 확보 필요상 소련산 명태 도입 필요성 인정
- 고려원양이 사전에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수산청 책임 하에
허가하는 방향으로 고려
- 수산청이 공한 등을 통하여 소련 당국에 어업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기
- 정부의 북방정책이 민간업체의 일방적 추진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강화 필요

●

수산청은 한국 원양어업회사들의 소련 진출과 관련 조정안을 마련함.
- 무질서한 사업체 간 경쟁방지
- 수산물 수급계획에 따라 국내 반입량 조절
- 대소련 어업협력의 공식화 기반조성

89-1046

한･소련 어업협력. 전4권 (V.3 1989.3-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동구과

MF번호

2019-78 / 4 / 1-187

1989.3~7월 중 한국과 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을 추진함.
1. 어업관련 인사의 상호방문
●

현대상사 초청으로 1989.4.13. Vladimir V. Belenko 소련 Sovryb Flot사 부사장이 방한하여
수산청장 면담 등을 통하여 협력방안을 협의함.

●
●

오경환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장 일행이 1989.6.15.~30. 소련 방문을 추진함.
수산청은 민간차원의 어업협력사업을 유지･확대하고 더 나아가 정부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소련 수산장관의 1989.7월 한국 방문을 추진함.

2. 소련과의 어업협력
●

소련과 어업협력 계약을 체결한 한국 원양어업회사들의 수가 증가함.
- 고려원양, 삼호물산, 남양사, 동방원양개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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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47

한･소련 어업협력. 전4권 (V.4 1989.8-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동구과

MF번호

2019-78 / 5 / 1-206

1989.8~12월 중 한국과 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을 추진함.
1. 어업협력사절단 사할린 방문
●

김현욱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89.8.11.~22. 사할린을 방문
하여 사할린주와의 어업협력, 오오츠크해 내 공해조업, 수산합작사업, 수산물 직거래 등 협력사업을
협의하고 MOU를 체결함.
- 수산청은 외무부에 대하여 오오츠크해 내의 공해에서 한국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소련당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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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하여 줄 것을 요청

2. 민간어업교섭단 소련 방문
●

오경환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장의 1989.6월 중 소련 방문 계획은 소련 측 사정으로 1989.10.16.~25.
이루어짐.

3. 한국 원양어업회사의 소련 진출
●

1989.12월 현재 소련에 진출한 원양어업회사는 6개사로 증가함.

●

고려원양과 협력관계를 맺은 소련 Sovryb Flot사는 1989.11월 한국 내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재원 파견을 추진함.

89-1048

미국 해안경비대의 한국 원양공모선 억류, 조사 문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8 / 9 / 1-79

미국 해안경비대가 1989.9월 베링해역 내 미국과 소련의 어업분쟁수역에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던 한국 원양어선을 억류, 조사함.
1. 경위
●

1989.7~8월 베링해에서 소련과 공동사업실시 후 미국 해역에서 미국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던
고려원양 소속 경양호를 미국 해안경비대가 9.14. 알라스카 코디악항으로 예인 조사하였으며,
9.18.에는 동사 소속 공모선인 개척호를 알라스카 더치하버항으로 예인 조사함.
- 예인 조사의 이유는 제3국 어선의 어로가 금지된 수역에서 행하여진 어로 활동 때문임.

2. 미국･소련 간 합의사항
●

1986.10월 양국은 어업분쟁수역에서 양국 어선의 어로 활동은 용인하되, 제3국 어선의 어로
활동은 허가하지 않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

고려원양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련 측은 동 분쟁수역 내 제3국 조업금지 내용은 직접 어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한국어선이 수행한 공동사업은 단순히 어획물을 해상에서 인수한 것에
국한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짐.

●

미국 측은 동 분쟁수역 내에서 발생한 첫번째 위반사례로 보고, 진행 중인 미국･소련 어업
회담에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함.

3. 한국 정부의 대책과 해결 노력
●

정부는 미국･소련 간의 해석상 차이로 발생한 문제임을 들어 고려원양이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도록 1989.9.19.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고려원양은 미국 법원에서 담당검사가 한국어선 2척에 대하여 25만 달러 벌금을 제시한데 대하여
9.20. 이를 수락함을 통보함.

●

미국 해안경비대가 9.20.~21. 개척호와 경양호를 방면함에 따라 동 어선들은 베링해 공해상에서
조업을 재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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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49

미국의회의 베링해 공해 조업 중단 결의 및 규제, 전3권
(V.1 조업중단결의)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8 / 6 / 1-137

1. 1988.3-18. 미국 상원은 베링해 공해(도넛 수역) 조업 중지를 결의함.
●

도넛 수역의 모든 어로행위 중지

●

미국과 소련이 조업국과 동 수역 자원관리를 위한 합의 도출 시까지 조업중지 지속

●

국제 수산관리제도 확립을 위한 다자간 협의

2. 동 결의의 배경은 아래와 같음.
●

1120

1987.12월 미국･소련 어업회담 등을 통해 양국은 도넛 수역 명태자원관리권 확장 행사에 공동보조
모색

●

1988년초 일본어선의 미국 경제수역 내 불법조업 사례 적발

●

1988.1월 미 북태평양 어업관리위원회가 외국어선의 조업중지를 의회에 진정

3. 도넛 수역 조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일본(최대 어획국), 한국, 포클랜드, 소련, 중국(구 중공) 등이 조업

●

한국 조업실적

- 1987년 중 15개사 31척 조업
- 1987년 한국의 총 명태 어획량(66만 톤) 중 동 수역에서 24만 톤(약 36%) 어획

89-1050

미국의회의 베링해 공해 조업 중단 결의 및 규제, 전3권
(V.2 조업규제(1988))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8 / 7 / 1-254

1. 1988.4월 미국 수산청은 상원 결의에 이어 외국어선 조업규제법을 개정함.
Emergency Final Rule을 개정하여 베링해 공해상 어획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
● 베링해 공해 규제입법 예고(조사관 계속승선 의무, 입출역 점검 등)
●

2. 1988.5.27. 정부는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외국어선 조업규제 관련 입법 계획에 대한 수산청
명의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전달함.
옵서버 계속승선 문제는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미국 경제수역 외 어획물의 미국 경제수역 내 전재활동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함.
● 미국 경제수역 입출역 시마다 기항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조업손실, 연료소비 및 입항 수수료
지불 등 조업국의 막대한 경비부담이 초래됨.
●

3. 1988.6월 미국 측은 주미국대사관에 베링해 공해 조업 관련 과학자 심포지엄 개최를 알려옴.
참여국: 미국, 소련, 한국, 캐나다, 중국, 일본, 폴란드
일시 및 장소: 1988.7.19.~21., 알래스카
● 제출자료: 1980~87년간 자국어선의 베링해 어획통계와 1988년 어기의 어획고 추산자료
●
●

4. 일본 정부는 1988.7월 개최되는 상기 심포지엄에 대비하여 조업국들 간 사전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회의명: 국제어업기구설립 준비회의
일시 및 장소: 1988.7.11.~16. 중 3일, 도쿄
● 참가대상국: 과학자 심포지엄 초청국과 동일
●
●

5. 1988.7월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베링해 공해 어업 관련 다자간 회의 참가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함.
베링해 공해 어업 관련 과학자 심포지엄
- 베링해 공해 어업자원 개발, 이용 및 보존 조치 등은 연안국 및 조업국 등 관계국의 합의에
의해야 하므로 관련 조업국의 일원으로서 다자간 협의 체제에 대비, 동 심포지엄에 참가
● 국제어업기구 설립 준비회의
- 미국･소련이 관계국 과학자 간 심포지엄 개최를 먼저 제의한 시점에서 일본 개최 회의를 앞서
개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불참
- 필요하다면 알래스카 심포지엄 기간 중 조업국 간 의견 조정을 하되 일본 제의 회의는 심포지엄
개최 이후 재협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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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51

미국의회의 베링해 공해 조업 중단 결의 및 규제, 전3권
(V.3 조업규제(1989))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8 / 8 / 1-128

1. 1989.1월 이후 1988.7.19.~21. 개최된 베링해 공해 조업 관련 과학자 심포지엄 회의록 초안
대해 참가국 간의 의견이 조율됨.
2. 미국･소련의 베링해 공해 조업규제 움직임에 대한 한･일본･중국･폴란드 등 관련 조업국의 공동
대응 협의를 위해 일본 관계관이 1989.4.7. 방한하여 국제기구 설립, 과학조사관계 회의 개최,
자원관리 등에 대해 논의함
1122

3. 1989.5.15.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은 1988.7.월 알래스카에서 개최된 베링해 공해 어업에 관한
과학자 심포지엄 후속회의 개최를 9월 중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한국의 참석을 요청함.
●

한국은 베링해 공해 조업에 관련 국가와의 협력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대표단을
파견함.

89-1052

한･미국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9-78 / 11 / 1-146

1989년 중 한국과 미국 간의 어업협력 교섭을 추진함.
1. 미국 신통상법 제301조에 의거한 수산물 수입개방 요구
●

미국 정부는 1989.4.11.~13.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국 통상회담에서 개방 리스트를 제시
하면서 개방 시한에 관하여 한･미국 간에 합의하기를 희망함.
-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 일행이 1989.4.28.~5.4.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농수산물 개방문제에
관하여 미국 의회 지도자들과 교섭
1123

2. 한･미국 어업공동사업 물량 확보
●

한국 수산업계는 1989년도 한･미국 공동사업 목표물량을 618천 톤으로 책정하고 미국 측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미국 측은 대외 공동사업 물량을 총 301천 톤으로 한정하고 한국에는
78천 톤만을 배정함.
- 한국 정부는 1989.3월 말 배정량이 소진되어 국내공급용 수산물(특히 명태) 확보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추가 물량배정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교섭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89-1053

한･미국 간의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8 / 10 / 1-78

1989년 중 한･미국 간의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교섭내용임.
1. 북태평양에서의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
●

한국과 미국은 1989.9.8. 북태평양에서의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관한 각서를 교환함.
- 한국 정부는 동 조약 이행을 위하여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관한 조업규제 요령”을
수산청고시로 공고하고 세부 이행사항을 지침으로 만들어 해당업계에 전달

1124

2. 한･미 실무협의
●

양국의 과장급 실무대표단이 1989.10.26.~27. 서울에서 개최된 실무회의에서 북태평양에서의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관한 각서이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1989~90년도 미국 과학자의 옵서버 승선계획
- 1989년도 한국 유자망 어선 15척에 ARGOS(자동위치발신기) 설치

89-1054

남태평양 참치 조업문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7 / 4 / 1-155

1. 1988.11.3.~5. 피지 수바에서 수산관계관 회의가 개최되어, 남태평양 신어장에서 일본, 대만
(구 중화민국), 한국 3개국의 참치 자망 조업의 규제를 촉구함.
●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피지, 바누아투 등 9개국 참가

●

조업규제방안으로 아시아국 자망어선들에게 docking 시설 사용 불허, 호주와 뉴질랜드로 하여금
동 아시아 3개국에 조업규제 압력을 가할 것을 결정

2. 남태평양 참치 어업 대책회의가 1989.6.26.~28. 피지 수바에서 개최됨.
●

수석대표: 김상수 수산청 국제협력관

●

한국 대표 발언 요지
- 참치 유자망 어업은 남북태평양에서 각 1척이 1988.11~89.3월간 시험 조업을 하였으나,
남태평양국가들과 협력하는 뜻에서 중지 조치함.
- 공해어업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모든 이해 관계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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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55

한･중국 [민간] 어업회담, 제2차. 북경, 1989.5.21.-6.1.
전3권 (V.2 대책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78 / 13 / 1-155

제2차 한국과 중국 민간 어업관계자 간의 어업회담 준비 관련 자료임.
1. 외무부가 1989.5월 회담 개최 준비를 위하여 작성한 자료
●

대표단 구성, 일정, 기본지침 및 분야별 지침 등

2. 1975.8.15. 일본･중국 간에 체결된 어업협정과 회담내용
1126

89-1056

한･중국 [민간] 어업회담, 제2차. 북경, 1989.5.21.-6.1.
전3권 (V.3 결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78 / 14 / 1-171

제2차 한국과 중국 민간 어업관계자 간의 어업회담이 1989.5.21.~6.1.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됨.
1. 대표단(단장)
●

한국 측: 이종휘 수협중앙회 부회장

●

중국 측: 송지문 동황해 어업협회 회장

2. 주요 의제
●

어선의 해상안전 조업방안

●

해상사고 처리

●

긴급피난 시 협조체제 구축문제 등

3. 주요 합의 사항
●

한･중국 양측 초안을 기초로 협의한 결과, 표지 및 신호, 조업, 피항시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견 일치
- 구체 합의서는 용어 정리 등 시간 소요를 감안 차기회의시 작성하기로 합의

●

긴급피난을 위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 측은 한국 측이 제시한 초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 한국 측은 중국 측 어선 피난항으로 영산도를 추가로 제시하고 한국어선이 피난할 중국항구
지정 요구

●

제3차 회담을 1989년 9~10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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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57

한･중국 [민간] 어업회담, 제3차. 서울, 1989.12.18.-26.
전2권 (V.2 결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78 / 16 / 1-108

제3차 한･중국 민간어업회담이 1989.12.18.~26. 서울에서 개최됨.
1. 회담 개요
●

양측 대표기관: 한국 수협중앙회, 중국 동황해어업협회

●

성격: 민간기구 간 회담이나 실제는 양국 정부 관리 참여

●

주요 협의내용(3개 분야): 어선 긴급피난 시 협조방안, 양국 어선의 안전조업규칙, 양국 어선
해상사고 처리방안

1128

2. 합의 내용
●

한･중국 어선 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서명(1990.7.1. 발효)
- 어선 간의 해상사고 발생 시 사건해결방안 규정
-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 양 협회가 협조하여 해결 노력

●

제4차 한･중국 민간어업회담을 1990년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긴급피난 및 양국 어선의 안전조업규칙 제정 문제 계속 협의

3. 회담결과 평가
●
●

어선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한･중국 간 어업협력의 구체적 기반조성
중국 측이 정부차원의 협의사항에 관해 양국 정부의 개입에 반대함으로써 민간차원의 협력가능
분야에 대해서만 합의

●

금번 회담 시 미합의 분야인 긴급피난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상대방 제시 방안을
존중하도록 자국어민을 지도하기로 합의

89-1058

한･일본 어업 공동위원회, 제23차. 서울, 1989.3.20.-2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79 / 1 / 1-215

제23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정기회의가 1989.3.20.~22.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희수 수산청 차장

●

일본 측: 나카무라 수산청 차장

2. 주요 의제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심의 및 동 결과에 따라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심의
- 과학적인 어업자원 관리방안과 보호, 유지를 위한 방안 모색

●

양국어선 간의 해상사고 및 동 처리상황 보고

●

양국어선 간 사고에 대한 일반적 취급 방침에 관한 심의

●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 체결 교섭 촉진을 위한 심의

●

협정수행에 관련된 제 문제에 관한 심의

3. 회의 결과
●

어업자원전문가회의
- 자원상태의 평가에 관한 심의: 한･일본 양국이 작성한 자료에 의거 자원상태 평가
- 자원관리방안에 관한 심의: 금후 자원 동향을 주시하면서 유치어의 보호 등 자원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 인정

●

어업자원소위원회

●

운영소위원회

- 자원상태의 평가에 대한 전문가회의 보고서를 채택
- 1987년도 해상사고가 19건임을 감안, 사고 미연방지 노력을 강화해가기로 합의.
- 일본 측은 한국어선의 위반조업에 대한 우려표명: 특히 선명은폐어선의 지도단속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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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59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어업관리 협의회의, 제1차.
Wellington(뉴질랜드), 1989.11.27.-2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9 / 6 / 1-164

정부는 1989.11.27.~29.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제1차 남태평양 유자망(流刺網)
조업금지 및 참치자원 관리회의에 신숭철 주뉴질랜드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남태평양 수역에서의 참치 유자망 조업금지방안 협의

●

동 수역 날개다랑어(Albacore) 자원관리방안 모색

1130

2. 주요 회의결과
●

남태평양 국가들은 동 수역에서의 유자망 조업금지 및 Albacore의 자원관리를 위한 다자간
협정체결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했으나, 과학적 조사선행을 통한 Albacore 자원관리 체제수립을
주장한 한국 및 일본의 반대로 일단 무산되고, 차기회의(1990.3.2.~7. 솔로몬제도 Honiara)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결정

●

Albacore 자원에 관한 과학조사의 필요성 및 조사자료의 미비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각종
어업통계, 생태 연구자료 수집 및 상호 교환에 합의하고, 차기회의에서 전체회의와 병행하여
각국 과학자가 참가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3. 한국 대표단의 평가 및 전망
●

남태평양국가들은 차기회의에서도 유자망 조업금지 및 Albacore 자원관리 문제에 대한 주도권

●

일본은 모든 관계국의 참가하에 과학자료 분석･평가와 분쟁해결 기능 및 자체 사무국을 갖는

확보와 다자간 협정 체결을 위한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
국제기구 창설을 제의
- 남태평양 수역에서의 참치 유자망 조업의 기득권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려고 시도
●

차기회의 시 과학전문가 회의가 전체회의와 병행 개최될 예정임을 감안, 한국대표단 구성 시
과학전문가를 포함시키고 한국 참치어업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 생태조사 및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관측

89-1060

동태평양 참치기구에 관한 전권회의 아국 옵서버 참가 추진.
전3권 (V.1 1983-87)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79 / 2 / 1-68

동태평양 참치기구에 관한 전권회의에 한국의 옵서버 참가 추진을 교섭함.
1. 동태평양 참치기구 발족(1987.9.11. 주멕시코대사 보고)
●

설립 경위
- 1987.2월 중남미 어업기구의 참치보존을 위한 지역협력 실무그룹 10개국은 멕시코 회의에서
동태평양 참치기구 설립에 원칙적 합의
- 1988.1월 멕시코에서 전권회의를 개최, 동 협정을 채택하고 동 기구를 설립 예정

●

회원국: 중남미 태평양연안 10개국

●

옵서버 참가국: 일본, 미국, 프랑스, 베네수엘라 초청 예정

2 옵서버 참가 추진 경위
●

1987.6월 외무부 지시
- 외무부는 중남미 어업협력기구가 소재한 주페루대사에게 옵서버자격 참가 교섭을 지시함.
- 주페루대사는 1987.11.23.~27.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차 중남미 어업장관회의에서
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함.

●

1987.11.27. 주베네수엘라대사 보고
- 제4차 중남미 어업장관회의에서 옵서버로 베네수엘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4개국의 초청을
결의함(결의 제29호).

●

1987.12.15. 주페루대사 보고
- Cardenaz 중남미 어업협력기구 사무총장은 1988.1월 멕시코 전권회의에서 한국의 옵서버
자격 참가 문제를 다시 제안하겠다고만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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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61

동태평양 참치기구에 관한 전권회의 아국 옵서버 참가 추진.
전3권 (V.2 1988)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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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평양 참치기구에 관한 전권회의에 한국의 옵서버 참가 추진을 교섭함.
1. 주페루대사관이 외무부의 옵서버 참가 재교섭 지시에 대해 1988.2.4. 아래와 같이 보고함.
●

Cardenaz 중남미 어업협력기구 사무총장은 멕시코 회의에서 한국의 옵서버 초청 문제를
제안하였으나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함.
- 차기 리마회의까지는 예비회의가 없는 점을 고려, 한국 측이 공한으로 요청하면 회원국에 통보
하겠다는 반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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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페루대사는 2.26. 동 사무총장에게 관련 공한을 전달함.

2. 1988.9.26.~10.1.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남미 태평양연안국가 및 아세안국가 간 어업에 관한
회의와 관련, Cardenaz 사무총장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을 옵서버로 초청하는 문제는 니카라과, 파나마도 동의하였으나 멕시코가 회신이 없으므로
멕시코의 수산차관과 별도 접촉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재협의하겠음.

89-1062

동태평양 참치기구에 관한 전권회의 아국 옵서버 참가 추진.
전3권 (V.3 1989)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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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평양 참치기구에 관한 전권회의에 한국의 옵서버 참가를 추진 교섭함.
1. Cardenaz 중남미 어업협력기구 사무총장 언급(1989.3.2. 주페루대사관 보고)
●

한국이 참가를 희망하는 태평양참치기구 전권회의는 1989.4.3.~5.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예정임.

●

한국의 옵서버 참가 초청 문제에 대해 1989.2.20. 멕시코 관계자는 Cardenaz 사무총장에게
1987.11.26. 결의대로 시행하는 것이 멕시코 정부의 입장이라고 표명함.
- 동 결의는 베네수엘라, 미국, 프랑스, 일본 4개국만을 옵서버로 초청할 것을 명시함.

●

멕시코의 동의 없이는 한국 초청이 불가하므로 한국 정부가 멕시코와 직접 교섭하기를 권유함.

2. 주멕시코대사의 교섭 결과보고(1989.3월)
●

1989.3.7. Rosado 멕시코 어업성 국제어업국장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의 참가문제는 중남미 어업협력기구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함.
- 옵서버 자격요건은 동태평양 연안보유국 또는 과거 동태평양에서 참치조업 실적이 있어 역사적
조업권리가 인정된 국가로 한정됨.
- 멕시코는 상기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한국의 옵서버 참가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

●

1989.3.16. Luna 멕시코 어업성 부국장은 한국의 옵서버 참가 문제가 일개 회원국인 멕시코에
의해 주도될 수 없다고 언급함.

3. Cardenaz 사무총장 언급(1989.3.17. 주페루대사관 보고)
●

전권회의 개최시기가 1989.7월로 연기됨.

●

한국의 옵서버 참가 문제에 관해 멕시코 대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4. 멕시코 외무성의 1989.6.27.자 공한 내용
●

한국의 동태평양 참치기구 옵서버 참가 문제는 동 기구 각료회의의 전권 결정사항으로 1989.11월
개최 예정인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검토될 것임.

5. 동태평양 참치기구협정 서명을 위한 전권회의 결과(1989.7.19.~20., 페루 리마)
●

9개 참가국 중 5개국만이 협정에 서명함.

●

동 협정은 서명국 중 4개국 이상이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효력이 발생함.

- 서명국가: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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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63

동해 및 오호츠크해에 관한 국제회의. Vladivostok(소련),
1989.9.16.-2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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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의 태평양 해양연구소가 주관하여 1989.9.16.~21. 소련
블라디보스톡(나호드카)에서 개최된 동해 및 오호츠크해에 관한 국제회의에 문창화 외교안보연구원
소련동구연구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회의 참가국
●

1134

한국, 북한, 소련, 일본, 중국 등

2. 주요 회의결과
●

해양학 및 해양자원 관련 논문 발표 및 토론

●

협력추진 방안 합의
- 정기적인 자료교환 및 직접적인 연구협력을 통해 동북아 해역의 과학적 이해증진 및 국가
간 협력분위기 조성
- 지역 내 국가 간 공동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동북아 해역의 해양자원 조사 및 개발의 효율성 제고

●

제1차 기획위원회 개최 합의

3. 한국대표단 주요활동
●

7차에 걸친 회의 참석
- 동해 및 오호츠크해의 자원탐사･개발현황 및 협력가능성 협의
- 자연환경, 어업, 해운, 무역, 광물자원, 환경･과학적 탐사협력 등 분야별 토의

●

관련기관 등 방문
- 소련 공산당 연해주지역위원회, 소련 과학원연구소, 소련 극동지역 해양기상연구소, 나호드카
상공회의소 등

●

각국 대표단 접촉
- 한국 정부의 북방외교 노력, 한･소련 관계 등에 관해 설명

4. 한국대표단 관찰사항
●

회의 관련사항
- 소련은 블라디보스토크선언 이후의 아태진출 노력을 반영하듯 적극적 자세로 회의에 임함.
- 북한은 만찬회 석상에서 한국대표단의 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시종 유화적
태도를 보임.
- 일본은 금번 회의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사항
- 소련은 동 회의에서 남북한의 정식국명 호칭 및 양국 대표단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한반도에서
2개의 한국 존재를 인정하는 인상을 줌.
- 소련 측 인사들은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관한 언급을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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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64

Abdelkader LAHLOU 모로코 수산해운차관 방한,
1989.10.29.-11.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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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hlou 모로코 수산해운차관이 이동배 수산청장 초청으로 1989.10.29.~11.4. 방한함.
1. 방한목적
●

양국간 수산협력 증진방안 협의

●

어업협력협정 체결 협의

●

한국 수산관련업계 시찰

●

상선구입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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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일정
●

수산청 방문,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오찬

●

한국어망, 어업기술훈련소, 원양어업협회 방문, 관련업계 시찰 등

3. 이동배 수산청장은 1989.10.30. Lahlou 차관을 면담, 양국간 수산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함.
●

한국 측 언급요지
- 한국의 수산현황 및 원양어업 현황 설명
- 원양어장 상실로 인한 연안자원 조성사업에 중점투자 정책 등 설명
- 양국 연구소 간 자매결연 제의 환영

●

모로코 측 언급요지
- 한국선원의 모로코 수산발전에 대한 기여 평가
- 모로코 수산정책, 특히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신규입어 금지 및 금어정책 설명
- 선박수리 및 보장시설 관련 한국 측 협조요망
- 양국 수산연구소 간 자매결연 및 기술협력 증진 희망
- 한국 수산청장 모로코 방문 초청

4.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9.11.3. Lahlou 차관을 면담함.
●

한국 측 주요 언급요지
-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만족표명
- 한･모로코 어업협정 체결 진전상황 문의
- 양국간 수산협력 증진 희망
- 송출선원에 대한 처우개선 요망

89-1065

일본･소련 어업관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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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주삿포로 총영사관이 일본과 소련 간 어업협력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8.4.15 일본 수산청은 업계가 신청한 일본･소련 어업공동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소련
측과 교섭을 행하도록 허가함.
2. 가이가라지마의 성게 및 다시마 채취에 관한 일본･소련 간 교섭이 타결됨.
●

일본･소련 영유권 분쟁지역인 하보마이제도에 속하는 가이가라지마에 대한 교섭이 타결되어
1988.5.21. 모스크바에서 입어협정이 조인됨.

●

입어 조건
- 조업 척수: 375척(작년과 동일)
- 채취료: 1억 1500만 엔

3. 일본･소련 양측은 연어 인공부화 합작사업 설립에 합의함.
●

1988.6.6. 도쿄에서 개최된 양국 실무회의에서 7월 모스크바에서 일본･소련 어업합작회사
1호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 자본규모: 22억 엔
- 시설규모: 부화능력 3000만 규모의 연어･송어 부화장을 사할린에 6개소 건립

4. 일본･소련 양측은 1989년도 일본･소련 상호 입어협정에 합의함.
●

합의 일시 및 장소: 1988.12.11., 도쿄

●

일본어선의 조업조건
- 무상입어: 21만 톤(전년도와 동일)
- 유상입업: 10만 톤(전년도와 동일)으로 입어료 19만 8천만 엔(전년도 17억 엔)

5. 일본･베트남･소련의 3각 민간어업협력 동향은 아래와 같음(1989.7.7. 보고).
●

소련의 자국 수역에 대한 관리강화 및 한국과의 어업협력 중시 이후, 일본은 베트남을 통한 소련
수역진출을 추진함.
- 1989.4.29. 3개국 어업관계자는 소련이 소련 수역 입어권을 향후 5년간 보장한다는 어업협력
각서에 서명함
- 어선과 선원은 사할린에서 용선하여 입어하고, 어획된 명태는 해상에서 일본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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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66

한･뉴질랜드 간의 치즈공장 합작 투자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통상정책과/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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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뉴질랜드 간 치즈공장 합작투자 추진현황임.
●

추진 경위
- 1981.7월 제1차 한･뉴질랜드 농업실무자회의 시 뉴질랜드 측이 제의
- 1986.5월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시 1986년 중 대뉴질랜드 치즈합작투자 허가 약속
- 1987.2월 양측은 합작투자 추진 합의
- 1987.6월 뉴질랜드 측 업체가 재무부에 한･뉴질랜드 치즈 합작투자를 위한 외국인투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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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 내용
- 주체: 한국과 뉴질랜드 측 민간업체
- 사업규모: 가공치즈 연간 1천 톤 규모 생산
- 투자내용: 총 400만 달러(양국이 50:50 비율 투자)

2. 상기 치즈공장 합작투자가 한국 내 낙농업계의 반대로 사실상 연기됨.
●

주요 경위
- 1987.7월 국내우유 체화현상 심화로 한국 낙농가의 동 치즈합작투자 계획 반대시위
- 1987.8월 농수산부는 국내 낙농업계의 대규모 반대시위에 직면, 동 합작투자 추진보류를 발표

●

뉴질랜드 입장
- 한국 내 우유 체화현상 및 이로 인한 낙농업자의 시위 등 한국 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
- 신정부 출범 후 조속한 재협의 및 내인가 요망

3. 뉴질랜드는 한국 정부에 동 합작투자사업 추진을 재차 요청함.
●

주요 동향
- 1987.9월 주한 뉴질랜드대사는 농수산부장관 예방 시 1988년 신정부 수립 후, 협의 재개를 요청
- 1988.7월 Holborow 주한 뉴질랜드대사는 외무부 아주국장을 예방, 동건 협의재개 요청
- 한국은 국민의 반응이 민감한데다 국내 정치여건상 조기타결이 어려운 입장임을 설명

●

뉴질랜드 입장
- 뉴질랜드는 동건 사업 지지부진을 이유로 1988년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거부
- 이후 태도를 변경, 1989년에 동 회담 재개 희망

89-1067

에티오피아 농업･임업관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79 / 10 / 1-154

1. A. Girgre 에티오피아 농림성차관이 한국 농림자원 및 경제개발현황 시찰과 한･에티오피아 간의
자원 및 기술협력 가능성 타진을 위해 1987.7.3.~8. 방한함.
●

주요일정
- 외무부차관 및 농수산부차관 예방
- 농협중앙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진흥공사, 농촌진흥청 방문 및 산업시찰

2. 한국 정부는 수리관개 시설 및 수자원관리 현장시찰과 농업기계화 현황 등 설명을 위해 M. Eshetu
에티오피아 농림성차관의 1988.2월 방한을 추진함.
●

방한 취소
- 에티오피아 측이 각료회의 불승인으로 방한 취소

3. 에티오피아 정부는 한국의 산림정책 및 조림사업, 토양 및 수자원관리와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관한 경험과 기술도입을 위해 1989.9월 G. Debelle 에티오피아 농업성장관의 방한을 추진함.
●

방한 의의
- 1974년 혁명이후 최초의 각료급 방한이라는 외교적 의미
- 에티오피아 정부가 경제개방 조치를 추진하면서 양국간 농･임업 개발협력 가능성 증대 및
양국관계개선 측면에서 중요

●

일정변경 희망
- 에티오피아 측은 내부사정으로 방한시기를 1989.11월로 변경 희망
- 한국 측은 국회 예산심의 등 일정상 동 시기에 접수가 어려움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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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68

한･일본 간 대륙붕 공동개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79 / 12 / 1-22

1989년도 한･일본 간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내용임.
1. 동력자원부는 1989.1월 외무부에 1989년 중 제4광구 구조를 대상으로 기초시추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옴.
●

1987년도에 시추탐사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여 88 서울올림픽 이후로 개발을 추진
하고자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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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9.4월 외무부에 일본 정부가 1989.4.1.자로 (주)일본석유개발을 한･일본
공동개발 제2, 4소구역의 조광권자로 인가하였음을 통보해 옴.
3. 동력자원부는 영국 B.P.사와 한국 석유개발공사가 한･일본 공동개발 제2, 4소구역에 시공한
조광권 설정을 1989.8.28. 허가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려옴.

89-1069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22차. 북경, 1989.5.4.-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동북아2과

MF번호

2019-79 / 13 / 1-89

정부는 1989.5.4.~6.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2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이규성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개요
●

47개 회원국 참가

●

주요의제: AFC(아시아금융공사) 설립 등 1990년대 ADB 역할

2. 회의 결과
●

1988년도 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대해 평가하고, ADB가 역내 경제개발
중심체로서의 기능을 지속할 것을 기대

●

1990년대에는 보건, 교육, 빈곤퇴치 등에 중점을 두어 ADB 역할을 증대할 것을 희망

●

역내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한 AFC 설립은 대체로 환영하나 주주 구성 관련하여 일부 이견

3. 한국대표는 중국 고위인사들과 접촉함.
●

1989.5.4. 조자양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각국 수석대표와 함께 예방

●

5.3. 이귀선 중국인민은행 총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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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70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제30차. Amsterdam(네덜란드),
1989.3.20.-2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79 / 15 / 1-93

정부는 1989.3.20.~2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제30차 IDB(미주개발은행) 총회에
이동호 재무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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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B 조기 가입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제금융 분야에서의 한국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

●

브라질 등 주요 회원국과의 교섭으로 한국의 가입의사를 재천명하고, 가입 지지 확보

2. 회의 내용
●

동 총회에서 IDB 재원보충 문제와 같은 내부문제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 난항이 있어, 한국대표단의
중요한 관심사인 ‘한국의 가입문제’는 관심을 끌지 못함.

●

한국의 IDB 가입문제에 대해 역내국 대부분은 지지 내지 불반대 입장이나, 주요국인 브라질은
역외국이 소액출자만으로 혜택을 향유하는데 대한 반대 이유로 유보 입장임.

89-1071

중국의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우리나라 소속그룹 가입문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79 / 16 / 1-16

1. 1988.11.18.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Glaving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이사가 AFDB 역외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중국이 한국이 소속된 소그룹(캐나다, 한국, 스페인, 쿠웨이트, 유고슬라비아)에
가입 신청을 해 올 경우에 대한 한국입장을 문의해 왔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관련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하고, 1989.1.9.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관에 전달함.
●

중국 가입은 한･중국 간 공식 접촉기회 확대 등 양국간 관계개선 추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국의 한국 소속 소그룹 가입에는 이의 없음.

●

단, 중국이 편입되더라도 기존의 대리이사, 이사보좌관 순환제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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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7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부문별 협력 추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79 / 17 / 1-70

외무부는 1989.3월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입 추진을 위하여 우선 상호
관심분야인 OECD 산하 4개위원회(조선, 철강, 개발원조, 원자력)를 중심으로 가입문제를
검토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OECD 산하위원회 활동 참가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에 의견을 문의함.
1. 한국의 참가 가능성
1144

●

이사회는 회원국에 한정되어 옵서버자격으로 참석은 불가함.

●

위원회는 이사회와의 별도 협정, 합의를 통해 참석 가능함.
- 당시 유고슬라비아가 특별 협정을 통해 참석

2. OECD 산하위원회 가입 장단점 검토
●

조선작업부회
- 선진 조선국과의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
- 조선정책 전반에 대한 협약준수 의무 발생, 조선능력 감축 또는 확장 금지 요구 예상

●

철강위원회
- 세계 철강산업 동향 파악, 한국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통상마찰 사전 예방
- 한국의 신규투자 억제, 수출금융 제한 등 회원국 의무부담

3. 타부처 검토 의견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위원회 협의 등에서 OECD와의 대화추진이나
산하위원회 가입 추진은 한국에 불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도 한국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제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확실히 정립될 때까지는 신중함이 필요

89-107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 제28차. Paris,
1989.5.31.-6.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79 / 18 / 1-46

제28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가 1989.5.31.~6.1. 파리에서 개최됨.
1. 주요 논의 내용
●

무역 불균형이 세계경제 불안정의 주원인임을 재확인하고, 선진 각국의 불균형 해소 노력 촉구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공동 노력 강조, 교역 불균형 및 국제통화 불안 해소를 위한 거시경제,
구조조정정책 협조 강화

●

NICs(신흥공업국)와의 대화 및 협력 노력 지속
1145

2.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표명

●

미･EC(구주공동체) 간 무역분쟁 중요요인 해소(공산품 규격통일 합의)

●

NICs와의 대화 및 협력 필요성 재확인

3. 한국정부의 대책
●

OECD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

●

산하위원회 활동 참여 등 분야별 협력 지속 추진

●

선진국 간 합의사항(공산품 규격통일)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89-107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79 / 19 / 1-193

1. 제2차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Liaison Group 회의가 1987.10.28.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

수석대표
- 한국: 채경석 상공부 조선과장
- OECD: Lennkh 주OECD 오스트리아 대사

●

한국 정부 입장
- 한국의 생산시설 감축은 곤란함.
- 비용상승요인 발생으로 저선가 문제를 개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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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과 같은 정부보조금은 없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의해 저임금에만 의존하는 현실 이해 필요

2. 제3차 한･OECD Liaison Group 회의가 1988.11.21. 경주에서 개최됨.
●

수석대표
- 한국: 유득환 상공부 기계공업국장
- OECD: Lennkh 주OECD 오스트리아 대사

●

한국 정부 입장
- 불황에 처한 세계 조선산업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의사가 있음.
- 수요 예측, 선가 감시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나, 객관적 자료 교환을
통한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함.
- 수주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선가개선에 협력하겠지만, 인위적이고 급격한 인상에는 반대함.

89-1075

OECD(경제협력개발기구)/NEA(원자력기구) 협력
생산연도

1989-1990

생 산 과

기술협력과/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79 / 20 / 1-220

1. 1989.2.27. Uemastu OECD(경제협력개발기구)/NEA(원자력기구) 사무국장은 주프랑스대사
면담 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 옴.
●

한국의 OECD/NEA 가입 및 잠정적으로 옵서버 또는 Liaison 관계수립

●

한국 IAEA(국제원자력기구) 대표가 NEA에 대한 IAEA 측 옵서버로 활동

2.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하고 1989.4.3. 주프랑스대사관에
OECD/NEA 측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을 지시함.
●

원자력분야에서의 정보 수집 및 국제협력 확보를 위해 옵서버로서의 NEA 참여 추진

●

다만, 한국 IAEA대표의 NEA 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인력선정 및 배치문제 검토 필요

3. 한국은 1989.4.28.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IAEA 파견 한국대표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추가
인원으로 cost-free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NEA 측에 제시한바, NEA 측은 6월 동 제안을
수용함.
●

한국은 7월 주프랑스대사관 명의 NEA 사무국장앞 공한을 전달하고 cost-free 전문가 파견을
공식 제의

●

11월 한국에너지연구소 박사 파견

4. 한국에너지연구소는 NEA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Uematsu NEA 사무국장을 초청(1989.12.17.~22)
하여 한･NEA 협력방안을 협의함.
●

한국은 NEA와 정보교환을 요청하고 동 사무국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제공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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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7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5차. Geneva,
1989.12.4.-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1 / 1-241

정부는 1989.12.4.~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5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목적
●

현재 진행 중인 UR(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종료시한인 1990년 말을 1년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개최, UR 협상전반의 진전상황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점검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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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표단 참가목적
- 악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의 개선 필요성 촉구 및 개선 방안 제시
- UR 협상의 현황평가와 향후 협상진전 촉구
- GATT 활동에 있어서의 한국의 관심사항 표명

2. 회의 주요결과
●

GATT 활동
- 각국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UR 협상에 관해서는 협상의 균형된 진전 및 결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협상분위기를 저해하고 협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
- 개도국은 경제성장 저조 등 국제경제의 불균형, 외채문제, UR 협상의 개도국 관심분야 진전부족,
UR 협상 신분야에 개발개념 반영문제 등을 집중거론

●

이사회 보고서 채택

3. 대표단 관찰 및 평가
●

1989년의 GATT 활동도 UR 협상에 중점이 주어진 관계로 체약국의 관심은 대체로 저조한 편
- 대체적으로 GATT 가입 신청국의 증가와 함께 GATT 체제에 대한 신뢰도 증대 평가

●

국제무역 환경은 다수국가가 일방주의, 지역주의, 공격적 쌍무주의, 반덤핑 등 보호주의의
강화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 개도국들은 개도국 무역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

●

UR 협상과 관련, 다수국가가 협상그룹 간의 불균형된 진전을 지적했으나, 분쟁해결절차의 개선
및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 등 조기시행은 UR 협상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실적으로 평가

●

금번 총회의 특기사항으로 최근 동구국가의 개방과 관련, 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 등 국가들이
다자 또는 양자무역 규범상의 차별적 요인해소를 주장, 이는 소련의 옵서버자격 신청과 함께
향후 GATT 활동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89-1077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가입동향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3 / 1-57

1. Shepherd 주제네바 USTR(미무역대표부) 공사는 1987.8.10. 주제네바대표 공사에게 중국의
TSB(직물감독기구) 참여에 대한 한국입장을 비공식 문의해 온바, 한국은 아래의 입장을 8.25.
주제네바대표부에 전달함.
●

의석 증설 없는 중국의 한국, 홍콩그룹 참여 및 중국만을 위한 의석 증설에는 반대

●

의석 증설에 의한 중국의 한국, 홍콩그룹 참여는 반대하지 않음.

2. 1987.11.24. Cartland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주재 홍콩대표는 한국 및 중국 관계관을
초청하여 TSB 관련 문제에 대하여 협조방안을 협의함.
●

중국은 의석 증설을 통한 독자적인 상임의석 확보가 중국의 입장이며, 12.4. 섬유위원회에서
정식 논의 제기 예정인바,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

●

홍콩은 의석 증설에 의한 한국, 홍콩 그룹 참여가 타당하다는 입장

●

한국은 TSB 참여국 섬유교역량 및 과거 실적 등을 고려, 3개국의 2개 의석 공유안이 합리적
이라는 입장 표명.

3. 1988.12.16. 섬유위원회 시 중국의 TSB 회원 가입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Dunkel 의장은 현재 TSB 의석 배정을 1989.5.15.까지 연장 운영하고 그 기간 동안 해결책을
합의를 모색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지 않아 합의됨.

4. 1989.4.13. 중국의 TSB 참가문제 관련 비공식협의가 개최되어 의석 증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중국의 막후 교섭과 EC(구주공동체)의 측면 지원으로 미국은 수출입국 의석 동시 증설(2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함.

●

4.26. 섬유위원회에서 의석 증설 관련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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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78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한국 GATT(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 제35조 원용 및 철회문제
생산연도

1974-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4 / 1-26

1. 외무부는 1974.3월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플랜트 수입과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35조(특정체약국들 간 협정의 부적용) 원용 철회를 체코 측과
교섭하도록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지시하였으나, 주이탈리아대사관은 현지 사정상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교섭을 보류함.
●

한국 정부는 1967년 GATT 가입 당시 체코를 포함하여 공산권국가들에 대해 GATT 제35조항을
원용하고 체코도 한국에 대하여 동 조항을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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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무역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산권과의 교역이 가능케 됨에 따라 한국은 대동구권 접근책의
일환으로 체코에 대한 GATT 제35조 원용 철회를 결정하고, 1971.9.14. 이를 GATT에 통보
하였으나, 체코는 철회하지 않고 있음.

2. 1989.7.13. 체코는 Dunkel GATT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한국에 대한 GATT 제35조 적용을 철회
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

체코의 제35조 적용 철회로 GATT 정회원국 중 루마니아가 한국에 대해 유일하게 제35조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임.

89-1079

UR(우루과이라운드)/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2 / 1-131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세이프가드 협상 고위 협의(1989.1.31.~2.1.)
●

인도는 4월 초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까지 인도가 제안한 3대 핵심원칙(세이프가드 조치의
한시성, 무차별 적용, 차별적 회색조치금지)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였으며, 브라질, 파키스탄,
유고슬라비아, 멕시코 등이 지지 표명

●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은 4월까지 합의는 불가능하며, 1990년 말까지 협상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대응

●

인도제안을 수용하는 새로운 타결문안을 Dunkel GATT사무총장이 작성하여 차기 협의시 제출
하기로 합의

2. 세이프가드 협상 그룹회의(1989.4.20.~26.)
●

일부 국가가 5월 말~6월 초 서면 입장 제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장의 협상초안 작성을 연기
하기로 합의

3. 세이프가드 협상 그룹회의(1989.6.26.~27.)
●
●

미국, EC제안에 대한 배경 설명 및 각국 질문
6.29. 속개회의시 의장의 협상초안을 소개하고 차기회의 시 부터 이를 기초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의

4. 세이프가드 협상 그룹회의(1989.9.11.~15.)
●

의장의 협상초안을 기초로 협정에 포함될 사항과 개념, 방향 등 의장 초안 Section I, II 구체적
문안 토의

5. 세이프가드 협상 그룹회의(1989.10.30.~11.2.)
●

의장의 협상초안 Section III~VIII 토의

1151

89-108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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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상반기 회의(1989.4.24.~28.)
●

토의 내용
- 반덤핑
- 보조금 및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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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반기 회의(1989.10.23.~27.)
●

토의 내용
- 가격인상의 수정
- 가격인상의 종료
- 반덤핑 법령 심사
- 각국의 반덤핑 반기 보고서
- 반덤핑 전문가그룹 보고서

89-108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1 사전준비(1989.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7 / 1-181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협의에 대비하여 1989.1~2월 작성된 정부의 사전준비
내용임.
1. 농산물 수입자유화 대책반 구성 및 전체회의 개최
●

일시: 1988.12.30

●

참석자:
- 위원장: 농수산부 차관
- 반원: 외무부 통상국장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17명으로 구성

●

토의 사항
- 대책반의 작업일정: 향후 2개월 일정으로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1월 중순 완료
- 4개 소작업반 구성: 예시계획대책반, 보완대책반, 협상대책반, 홍보대책반
- 중장기 개방계획의 수립, 발표 시기 문제
- 1989~91년 자유화계획의 발표 방법

2. BOP 협의을 위한 자료는 아래와 같음.
●

한국경제에 관한 IMF(국제통화기금) 평가(1MF 작성)

●

수량제한에 관한 기술그룹에 보고된 각국의 수량제한에 관한 보고서(GATT 작성)

●

특별법상 수임제한제도 개선대책(경제기획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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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8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2 사전준비(1989.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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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협의에 대비하여 1989.3월 작성된 정부의 사전준비
내용임.
1. 주제네바대표부 작성 BOP 협의대책(19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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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제도 및 주요국의 운용사례

●

할당관세제도에 관한 논문

●

할당관세와 관련된 GATT 패널보고서

●

EC(구주공동체)의 관세양허 재협상 문서

●

일본의 가죽류 관세양허 재협상 문서

2. 주제네바대표부 작성 협의대책(1989.3.10.)
●

주요국 BOP 졸업당시 잔존 수입현황
- 주요 선진국의 BOP 졸업당시 잔존 수입제한
- 관련 GATT 문서

3. 기타 자료
●

외무부와 재무부가 각각 작성한 BOP 협의대책 실무회의 자료 등

89-108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3 사전준비(1989.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9 / 1-233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대비하여 1989.4월 작성된 정부의 사전준비
내용임.
1. 주제네바대표부 작성 협의대책(1989.3.31.)
●

변동과징금제도 및 주요국의 운용 사례

●

변동과징금제도에 관한 GATT 토의 기록

●

변동과징금제도에 관한 논문

●

경제전문가 보고서: 서독의 BOP 졸업당시 분석보고서(1989.4.7.)

2 외무부가 작성한 BOP 협의 일정(1989.4.6.)
●

1989.5.12.까지: 한국 Basic Document 제출

●

1989.6.2.까지: GATT 사무국이 관련문서 각국에 배포

●

1989.6월 중: IMF Statement 작성 및 이사회 상정

●

1989.6.26.주간: BOP 협의

●

1989.7.19.: GATT 이사회에 보고서 상정

●

1989.11.27.: GATT 총회에 보고

3. BOP 협의대책 관계관회의
●

일자: 1989.4.26.

●

회의내용: BOP 운용중단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 수립

●

참석자: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재무부 관세국장, 경기원 대외경제조정실 제1협력관, 외무부 통상국장,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상공부 국제협력관, 상공부 상역국장

4. BOP 협의대책 관련 관계장관 조찬 협의
●

일시: 1989.4.29.

●

참석 장관: 부총리,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장관

●

협의 내용: 미국의 BOP 원용중단 약속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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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4 사전준비(1989.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10 / 1-325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협의에 대비하여 1989.5월 작성된 정부의 사전준비
내용임.
1. 관계부처 장관회의(1989.5.9.)
●

참석 장관: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장관

●

정부입장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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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여건상 1991년 상반기 이전에는 농산물의 추가 자유화계획 제시는 불가능
- 6월 BOP 협의에서는 농산물수입자유화 3개년 예시계획 및 추가자유화 추진의 개괄적 방향을
제시하고 BOP 원용을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여 이해를 촉구
- 6월 BOP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 수석대표에 주제네바대사를 임명

2. 관계부처의 BOP 협의 대책자료
●

재무부작성 한국의 최근 BOP 현황자료 및 경제현황 전반에 관한 설명자료

●

상공부작성 현행 BOP 근거 수입규제 품목 및 수입자유화계획 영문자료

●

재무부작성 GATT에 제출할 Basic Document 최종안

●

영국 측 관심사항인 Whisky 시장 개방에 관한 한국입장(5.25.)

●

경제기획원작성 GATT와의 국제수지 협의 대책(5.30.)

3. BOP 협의대책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자료
●

5.1. 재무부 주재 실무회의에서는 4.29. 관계부처 장관 조찬 협의 결과를 확인

●

5.4. 경제기획원 주재 대책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를 토의

●

5.29.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는 준비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사항 토의

89-10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5 BOP 위원국 대상 사전협의(I))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11 / 1-255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대비하여 BOP 위원국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섭
내용임.
1. 외무부장관의 교섭 지시(1989.5.19.)
●

외무부장관은 BOP 위원국 주재 20개 공관장에게 아래 요지의 사전교섭을 지시함.
- 금년도 한국에 대한 BOP 협의에서는 한국이 상당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의 근거로 원용해
온 GATT 제18조 B항의 원용중단을 논의할 예정임.
- 주요 BOP 위원국이 원용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게 될 경우 한국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됨.
- 따라서 BOP 원용중단에 따른 문제점 및 한국의 자유화 방침을 설명하고 주재국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 협력해 줄 것을 촉구바람.

2. BOP 협의 사전교섭 결과(1989.6.12.)
●

한국 농업부문의 어려움과 한국의 자유화 노력
- 선진국, 개도국 모두 이해 또는 인정
-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

제18조 B항 계속 원용
- 주요 선진국(미국, EC(구주공동체), 호주, 캐나다 등)은 반대
- 개도국은 중간입장 표명 또는 자국의 특정 요구사항과 연계

●

기존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자유화 유예기간 허용 문제
- 선진국, 개도국 공히 필요성 인정(협의 용의 표명)
- 특히 북구 및 EC의 경우 미국보다 부드러운 태도(농산물에 대한 자체적 약점)

●

추가 자유화계획 내용 및 기간
- 선진국들은 한국의 구체적 언질 희망

3. 사전교섭 반응 평가
●

초강경 입장의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선진국이 유예기간 협의 용의표명
- EC, IMF(국제통화기금)는 제18조 B항 원용중단 시기를 밝혀 줄 것을 희망

●

유예기간 확보 자체는 무난하나 가급적 최대한의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인도, 브라질 등 강경개도국의 확고한 지지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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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6 BOP 위원국 대상 사전협의(II))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12 / 1-146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관련, BOP 위원국 대상 사전교섭 결과 및 주요
위원국과의 비공식협의 결과임.
1. BOP 위원회 사전 비공식협의 결과(1989.6.16.)
●

참가자
- 24개 위원국 중 15개국 참가(9개국이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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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기존 입장 주장
- 기 자유화 실적 강조
- 1991.3월 추가 자유화계획 발표 약속
- 당분간 BOP 조항 계속 원용 및 한국의 자유화계획 인정 요청

●

의장이 종합한 협의 결과
- 다수국이 한국의 자유화 노력을 평가하고 농산물분야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
- BOP 조항 원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가 위원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봄.

2. BOP 협의 관련 주요 위원국 등과의 비공식협의(1989.6.20.)
●

참가자

●

목적

- 한국, 미국, EC(구주공동체), BOP 위원회 의장, GATT 사무차장
- 한국 BOP 협의의 순조로운 진행과 종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 1989.6.16. BOP 위원회 비공식회의의 후속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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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7 농림수산부 인사 사전협의차 주요국 방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13 / 1-48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대비한 농림수산부장관 등의 관련국 방문에
관한 내용임.
1. 김식 농림수산부장관 일본, 호주 방문(1989.6.11.~14.)
●

주요 면담일정
- 일본: 우노 수상 예방, 호리노 우치 히사오 농림수산대신, 미쓰츠가 히로시 외무대신 면담
- 호주: 호크 수상 예방, Duffy 통상교섭장관 및 Kerin 제1차 산업성장관 합동 면담

●

방문 결과
- 한국의 농수산물 개방화 시책 및 농업개발정책 설명
- BOP 문제 관련 한국입장 설명 및 협조요청
- 호주 측과는 소고기 수입 개방 문제 논의

2. 조규일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 EC(구주공동체), 스웨덴 방문(1989.6.12.~15.)
●

주요 면담 일정
- Paemen EC 집행위 대외관계총국 부총국장
- Mohler EC 농업담당총국 부총국장
- Bo Jonsson 스웨덴 농업성차관

●

면담 결과
- Paemen 부총국장은 한국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영세성을 이해하나, GATT 제18조 B항
남용은 방지되어야 하며, 한국은 농업문제와 BOP 협의문제는 분리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스웨덴 측도 한국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이해하나, BOP 흑자 등을 감안할 때 GATT 제18조
B항 해당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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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8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14 / 1-290

정부는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표
●

한국에 대한 선진국의 강한 BOP 졸업 요구에, 당분간 GATT 제18조 B항을 계속 원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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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 제18조 B항의 계속 원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금후 자유화에 필요한 최대한의 유예
기간을 확보

2. 진행사항
●

1989.6.27. 한국 수석대표는 한국경제의 어려움, 자유화 실적 및 계획 등을 설명한 후 타협안 제시
- 한국 측은 당분간 BOP 조항의 계속 원용이 바람직하나, 원용중단 문제 논의 용의를 표명함.
- 미국 측은 강경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회의 대세는 종반에 한국의 타협안 협의에 참여할 용의를
표명함.
- 의장은 모든 국가가 한국의 구체안이 제시될 경우 현실적 방안 검토 용의를 표명함.

●

6.29.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대표단 간 회의 개최
- 미국 측은 BOP 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일괄타결 잠정시안(tentative package)을 제시하고
한국의 검토에 필요하다면 위원회 협의 연기 용의도 시사함.
- BOP 의장은 주요 선진국대표의 양해를 구하여 협의 연기를 공식 제안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함.

89-10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9 협의결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15 / 1-199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최종 결과임.
1. 협의 기간: 1989.6.27.~30.(4일간)
2. 협의 결과
●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한국입장 제시)
- 당분간 BOP 원용 지속이 바람직하나,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 기간 중
GATT 상 법적제소의 자제를 조건으로 BOP 원용중단 문제 논의 용의가 있음을 표명

●

각국 반응
- 선진국, IMF(국제통화기금)는 물론 대다수 개도국들도 BOP 원용계속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한국 농업의 어려움을 고려, 수입자유화 유예기간 필요성을 인정
(미국도 최종 순간 유예기간 문제 협의 참여 수락)

●

의장의 중재안 제시
- 한국의 1989년말 BOP 원용중단 의사 환영
- 한국의 3개년 자유화계획 및 1991.3월 추가 자유화계획 수립의사 환영
- 한국 농업의 특수사정 이해
- 잔여수입제한 품목은 3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날부터 5년 이내로 점진적 자유화
- 상기기간 중 한국은 수입자유화 세부계획을 GATT에 제출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보고
- 상기기간 중 GATT 회원국은 한국에 대한 제소 자제

●

협의 연기
- 대부분의 국가는 상기 의장안을 최종 결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미국 양국이
협의 연기에 합의함으로써 10월 말 협의를 속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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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9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10 각국의 BOP 졸업관련 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1 / 1-265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에 대비하여 참고자료로 수집한 주요국 BOP 졸업 사례임.
1. 주제네바대표부가 보고한 스웨덴의 BOP 조항 졸업과정
●

1959년도 스웨덴 BOP 협의 보고서

2. 재무부가 작성한 일본 및 서독의 BOP 졸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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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네바대표부가 보고한 각국의 BOP 졸업과정 및 잔존 수입규제에 관한 GATT 절차
●

스페인의 졸업과정 및 관련 GATT 문서

●

뉴질랜드의 졸업과정 및 관련 GATT 문서

●

남아공의 졸업과정 및 관련 GATT 문서

●

최근 GATT의 수량제한 관련 절차

4. 주제네바대표부가 보고한 경제전문가 분석보고서
●

스페인의 BOP 졸업당시 GATT 토의내용

5. 주미국대사관이 보고한 일본 등 11개국의 BOP 졸업 전후 국제수지 통계
6. 주제네바대표부가 보고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리스의 BOP 졸업 당시 GATT 토의기록

89-109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이사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6 / 1-111

1988~89년 중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이사회 내용임.
1. 1988.6.15. 특별이사회
국제무역 환경
- 한국, 일본, 싱가포르, 폴란드, 쿠바 등 참가국은 무역 불균형, 환율 불안정, 실업, 선진국의
저성장 및 외채문제 등의 영향을 받아 보조금 지급, 반덤핑 조치 부과 확대, 보호주의적
양자협정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
- 미국, EC(구주공동체)는 무역 불균형, 재정･금융문제 개선을 위해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
-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유고슬라비아, 브라질, 홍콩, 폴란드 등은 자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설명하고, 일본은 거시경제계획 및 500억 달러 규모의 ODA(공적개발원조)계획을 설명
● 한국은 현대상선 문제와 관련 EC 집행위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불공정 무역개념을
서비스분야에 적용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모든 국가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분쟁해결의 절차
- 캐나다는 제소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환영하나, 근거없는 제소 현상에 주목하여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EC는 GATT 분쟁해결절차가 GATT의 실용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
- 미국은 GATT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행사가 교섭력 강화를 위한 시도로 남용되는 것을 경계
●

2. 1989.6.21. 특별이사회
세계 무역현황 검토
- 각국은 지속적 세계 교역량 증대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점증, 패널보고서 채택 지연 등으로 인해 국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음을 지적
- 미국의 신통상법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등 일방적인 무역조치 및 보복위협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우려를 표명
● 일방적인 무역 조치
- 브라질은 미국이 자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GATT 18조B항에 의거 미국
승인을 받은 브라질의 조치를 문제 삼는 것으로 중대한 선례가 된다고 언급
- 한국을 비롯한 23개국이 발언을 통해 미국의 신통상법 301조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며, 체약국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 발동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의장은 금번 특별이사회가 마지막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제도)에서의
토의가 이를 대체할 것임을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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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9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양허위원회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81 / 2 / 1-90

1987~89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양허위원회의 회의 개최내용임.
1. 1987.3.27. 회의
●

한국은 HS(동일관세체계) 제출 문의에 1987년 내 제출하겠다고 답변

●

CCC(관세협력이사회)대표는 1986년 말 기준 50개국이 HS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정식회원국은
9개국이라고 밝히고 다수국가의 가입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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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8.10.11. 회의
●

미국, 유고슬라비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쿠바, 싱가포르, 스리랑카, 터키가 1989.1.1.부터
HS를 시행하겠다고 발언

●

한국은 INR(최초협상국권한) 협상문서를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며, 1988년 중 협상 완료를 위한
각국의 협조를 요청

3. 1989.5.8. 회의
●

EC(구주공동체), 미국, 호주 등은 인도, 남아공 등이 HS 제출 없이 HS를 시행하고 있는데에
우려를 표명

●

EC, 미국, 호주 등은 이해 관계국과의 INR 협상 7월 말까지 종결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한국도
상반기 중 협상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

89-109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제337조 패널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0 / 5 / 1-184

1. 1987.4월 네덜란드기업과 미국기업의 특허권 분쟁으로 촉발되어, EC(구주공동체)가 GATT(관세
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에서 패널을 구성하여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하여 1988.3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됨.
●

한국은 미국의 관세법 제337조 남용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패널구성을 지지함.

2. 미국 관세법 제337조 관련 GATT 패널보고서가 1989.1.16.자로 배포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GATT 제3조 4항에 위배되며, 피소된 미특허 침해 수입산품에 대해
미국산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함.

●

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반적 예외를 규정한 GATT 제20조(d) 규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

미국에 대해 미특허 침해 수입품에 적용되는 절차가 GATT 규정 의무에 일치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함.

3. 외무부는 1989.2.3. 주제네바대표부에 2.8. GATT 이사회에서 제337조 관련 패널보고서 채택을
지지할 것을 지시함.
4. 1989.11.7. GATT 이사회에서 제337조 관련 패널보고서가 채택됨.
●

미국은 보고서 채택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나, 동 보고서 채택으로 미국 관세법 제337조가
자동 개정되는 것은 아니며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언급

●

EC는 UR 협상 종료시까지 동 보고서 불이행하겠다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으며, 6~9개월 내에
이행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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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9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에대한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4 / 1-60

1989년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결과임.
1. 1989.1.18. 회의
●

협정 운영 및 이행상황 검토
- 멕시코는 지난 회의 시 표명한 GATT 협정 제12조 8항에 의한 의무면제 요청을 철회

●

시험절차
- 일본과 인도는 노르딕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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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의 명료성 제고
-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인도는 노르딕제안에 지지 의사 표명

2. 1989.6.16. 회의
●

시험, 검사 및 승인절차
- 노르딕은 차기회의 이전에 각국의 코멘트를 감안하여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기로 함.

●

기술규정안 및 인증제도 운용의 명료성 제고
- 일본은 자국 제안의 유용성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수정제안을 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

●

비정부기구 및 지방정부기구에의 의무확대
- 미국은 지방정부기구에의 협정상 의무확대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

3. 1989.9.18.~20. 회의
●

협정관련 정보교환 절차 및 정보교류 시 사용언어

●

협정의 명료성 제고

- 노르딕은 GATT 통보 시 통보양식에 관련문서 페이지수를 추가하도록 제안
- 노르딕은 국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기술규정의 초안을 GATT에 통보할 것을 제안
- 미국, EC 등 각국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표시하고 뉴질랜드는 난색을 표명

4. 1989.11.23. 회의
●

표준 관련 양자협정에 관한 미국 제안
- 핀란드는 GATT 제10조 1항 6호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캐나다는 표준 관련 양자협정의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함을 주장

●

지역표준활동의 명료성 증대
- 미국은 명료성 증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멕시코는 EC제안과 미국제안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장

89-109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5 / 1-78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TSB(직물감독기구) 회의내용임.
1. 1989.2.22.~24. 회의
●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태국 간 섬유협정 중 수출실적이 없거나, 연 63Kg에 불과한 Bed Linen에
대한 쿼터 부과가 MFA(다자간섬유협정) 위반임으로 협정 재검토를 권고

2. 1989.5.23.~26. 회의
●

섬유위에 제출할 MFA IV 시행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 검토

●

미국의 대태국 일방규제 조치를 심의

3. 외무부는 10.5. 주제네바대표부에 미국의 9.22. 대한국, 대만 및 홍콩의 합섬섬유 스웨터에 대한
덤핑제소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함.
●

합섬섬유 스웨터는 MFA 상 쿼터규제 품목인바, 동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는 MFA를 벗어난
규제조치 자제규정에 반하는 것

●

미국 정부에 의한 TSB의 정식 조사절차 개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989.10.11.~13.간
개최되는 TSB 회의에서 홍콩 등과 협조하여 상기의 우려를 표명하고 MFA의 해석 및 운용
문제에 대해 TSB의 주위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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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9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노동권 비공식 회의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3 / 1-66

1. 제네바 주재 USTR(미무역대표부)은 1987.6.16.자 주제네바대표부 앞 서한을 통해 7.1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에서 국제교역과 국제노동권 기준을 연계시키는 작업반
구성을 제의할 계획임을 통보해왔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함.
●

GATT 규정상 직접적인 규정은 없음.

●

노동권의 특성
- 노동권 문제는 문화적, 지정학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어 노동기준을 일률화 할 수 없음.
- 국민소득차이를 무시한 동일한 노동조건요구는 무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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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노동권 보장 압박은 오히려 국내 실업 증대 및 근로조건 악화의 악순환으로 노동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임.

2. 미국의 노동권 문제 작업반 설치 제의에 대한 비공식회의가 개최됨.
●

1987.6.26.
- 미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피하기 위해 노동권 문제를 다자기구에서 다룰 것을
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
- 여타 국가들은 노동권 문제가 보호주의 조치의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

●

1987.7.2.
- 노동권 문제는 GATT와 무관
- 지속적인 비공식회의 개최를 통한 회원국 의견 청취 필요

●

1988.1.28.
- 미국은 노동권 작업단 설치 입장을 반복
- 멕시코, 니카라과, 쿠바 등은 노동권 문제가 보호주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동 문제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
- 홍콩, 아르헨티나 및 호주는 타협안으로 GATT 또는 ILO 회원국 정부전문가로 구성된 GATT-ILO
합동 연구그룹 설치 방안 제시

●

1988.6.7.
- GATT 사무총장은 GATT-ILO 공동작업반을 설치하여 노동권 관련 보고서 작성을 제의
- EC(구주공동체),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은 동의, 미국은 긍정적 검토 언급
-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인도 등은 반대 내지 유보 입장 표명

●

1988.6.14.
-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공동작업반 설치안을 수락하였으나, 칠레, 인도, 브라질 등 다수 개도국의
반대로 합의 실패

89-1097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협상그룹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2 / 6 / 1-133

1989년도에 개최된 제11~14차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협상그룹 회의의 내용임.
1. 제11차 회의(1989.5.1.~2.)
●

조문별 검토
- 통고 의무강화: 인도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
- 국영무역과 내국민 대우 원칙과의 관계: 일본, 인도, 미국이 GATT 제17조 관련 다른 견해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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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차 회의(1989.7.5.~6.)
●

제2조 1항 관련 뉴질랜드, 유고슬라비아, 홍콩, 호주, 미국, 오스트리아, 북구, 아르헨티나, 일본
등이 자국입장을 피력
- 한국은 뉴질랜드의 제안 취지에 동의하나, 동 제안이 수반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사무국이 배경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제안

3. 제13차 회의(1989.10.16.~18.)
●

제2조 1항
- 기타과세 및 부과금의 관세양허표상 명시여부와 관련 캐나다, 미국, EC 등 대부분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ODC(부과금) 범위와 관련 캐나다, 미국은 모든 양허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ODC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발언

●

제17조
- 폴란드는 정부기업의 정의와 관련 EC제안이 수출 및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너무
확대하고 있음에 우려 표명

4. 제14차 회의(1989.12.6.~8.)
●

제2조 1항 B(기타 과세 및 부과금)
- 사무국 작성 결정안을 토대로 부과금 기재장소는 관세양허표에, 이의제기 기간은 양허표
기탁일로부터 3년 이내, 대상품목은 모든 양허품목으로 잠정합의

●

제17조(국영무역기업)
- 미국은 국영무역기업의 정의를 확정하기보다는 작업단을 설치하여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예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인도는 미국의 작업단 설치 제안과 관련, 동 작업단의 통고 및 역통고 내용검토는 통고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국한되어야 하며, 체코, 브라질이 지지입장을 표명
●

제28조(양허 재협상)
- 미국은 제28조 운용상 문제가 없다고 보나 일단 재협상권 확대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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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98

UR(우루과이라운드)/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3 / 1-83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보호조치 동결 및 철폐(SS&RB,
Standstill & Rollback) 공약이행 감시기구 회의 내용임.
1. 1989.5.17. 회의
●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와의 관계에서 미국과 여타국가의 입장이 대립

●

한국은 제301조가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며, UR 협상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강화함으로서 SS 공약에 위배된다고 지적

●

일본은 미국의 대결적 태도는 국제무역 축소, UR 협상 약화 초래, SS 공약 위배임을 언급

●

EC도 미국이 SS 공약을 준수하여 통상법을 합법적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함.

2. 1989.11.29. 회의
●

미국은 EC 방송법안이 SS 공약 위배임을 지적

●

호주는 최근 EC가 검토 중인 농업정책 변경내용이 농산물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우려가 있음을 지적

●

호주 및 뉴질랜드가 기제안한 SS/RB 공약이행 절차 관련, 다수 국가는 양국의 제안을
TNC(무역협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는데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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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99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투자조치) 협상그룹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6 / 1-135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14차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투자조치)
협상그룹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10차 회의(1989.5.8.~9.)
●

논의사항
- 의제채택: 중간평가 시 각료들이 결정한 요소를 기초로 협상진전을 위한 토의
- 미국제안 설명 및 토의: 한국 등은 미국의 기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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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차 회의(1989.7.10.~11.)
●

논의사항
- 미국제안 설명 및 토의: 일본, EC(구주공동체) 등이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인도, 이집트 등은
규율제정의 시기상조 지적
- 스위스제안 설명 및 토의: 미국, EC 등은 현실성 결여 지적

3. 제12차 회의(1989.9.14.~15.)
●

논의사항
- 인도제안에 대한 반응: 선진국은 금지개념의 수용가능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집트 등
강경개도국은 반대
- 멕시코제안에 대한 반응: EC 등은 협상시안을 감안하여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싱가포르는 지지
- 기타 일본제안, 미국제안, 스위스제안 등 토의

4. 제13차 회의(1989.10.26.)
●

논의사항
- 신규제안은 없었으며 일본제안 및 인도제안을 토의

5. 제14차 회의(1989.11.27.~29.)
●

논의사항
- EC, 북구, 방글라데시의 제안 배포
- 홍콩 등은 개도국의 잠정기간에 대한 구체성 결여 지적

89-1100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 전2권 (V.1 1-7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16 / 1-212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9.1~7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의 주요동향임.
1. UR/평화그룹 비공식협의(1989.1.24.)
●

1989.4월까지 4개 미합의분야 고위협의에서의 진전에 공감
- 7.1. 실질 관세협상 개시 및 이를 위한 사전데이터를 교환하기로 결정

2. UR/평화그룹 비공식협의(1989.2.20.)
●

1989.7.1.부터 개시될 품목별 관세협상에 대비, 관세 및 무역자료 제공 필요성과 시급성 강조
- 제공자료의 형식과 절차에 관한 초안을 작성, UR/관세협상 그룹에 제기하는 방안 검토

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종합데이터베이스 회의(1989.5.8.)
●

의장은 금번 제출된 자료가 단지 종합데이터베이스를 시험하기 위한 잠정적 자료임을 상기하고
모든 참가국들이 늦어도 1989.6월 말까지 자료제출을 요청
- 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세미나를 대부분 참가국의 자료가 제출된 후인 7월 개최할 것에 합의

4. UR/관세협상회의(1989.5.9.)
●

협상방법, 관세협상 범위, 기존양허에 대한 크레디트 부여문제, 관세협상 기초자료 등 협의
- 공식적용 방식에 의한 관세인하와 품목별 관세인하방식이 대립
- 협상범위도 모든 품목 적용과 농산물 제외입장이 대립
- 의장은 관세협상의 기초자료로 Tariff study 가입을 촉구

5. UR/관세협상회의(1989.6.15.)
●

협상절차 및 방법, 관세협상 기초자료 확대 등 협의
- 관세인하 방식과 관련, 일본･캐나다 등의 공식인하 방식과 미국의 R/O(Request/Offer)
방식이 대립
- 의장은 협상 기초자료 교환은 각료들이 합의한 필수적이고 긴급한 사항임을 강조, 차기 회의
시까지 각 참가국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6. UR/관세협상회의(1989.7.18.)
●

관세협상 방식 및 절차, 관세양허에 대한 크레디트 부여방안 등 협의
- 관세협상의 단계별 시한설정, 다자간 중간평가, 비관세 협상그룹의 협상 진전 등 추후협의하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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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01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8-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2 / 1 / 1-182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9.8~12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의
주요 동향임.
1. UR/관세협상회의(1989.9.27.)
●

캐나다제안의 관세인하 방식 집중토의
- 관세인하 방식과 적용품목 범위에 대한 의견접근 실패

1174

2. UR/관세협상 비공식 회의(1989.10.12.)
●

관세인하 공식 관련 선진국은 단일공식 적용, 개도국은 동 적용방식 반대입장 표명

3. UR/관세협상회의(1989.10.23.)
●

의장이 관세인하 협상방식 및 절차를 제의하고, 이를 기초로 협의
- 관세인하는 1차 공식적용, 2차 R/O(Request/Offer)방식 보완
- 협상일정은 1차 Request 1990.1.15.까지, 1차 Offer 2.15.까지
- 양허범위 대폭 확대
- 관세인하 시행은 5개년에 걸쳐 인정, 개도국은 보다 장기간 허용
- 협상기준 및 세율: 양허품목은 양허세율, 비양허품목은 1986.9월 실행세율 등

4. UR/관세협상회의(1989.11.23.)
●

다수국이 의장의 협상방식 및 절차를 지지, 미국은 반대

5. UR/관세협상 비공식 회의(1989.11.30.~12.1.)
●

의장의 수정된 협상안을 토대로 협의
- 공식적용 방식과 R/O 방식을 협상참가국이 선택
- 적용대상품목 범위도 각국이 입장 제시
- 공식에 의한 최고인하율안을 38%와 50% 제시

6. UR/관세협상회의(1989.12.13.~15.)
●

구체적인 적용공식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원만한 합의 미도출

7. UR/관세협상 비공식 회의(1989.12.18.~19.)
●

공식적용 및 적용품목 범위에 대한 합의 미도출
- EC(구주공동체)의 관세인하 벤치마크 개념에 대해 미국 등이 반대
- 관세인하 최고인하율 44% 절충안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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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02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그룹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2 / 5 / 1-248

1988~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그룹
회의내용임.
1. 1989.4.27.~28. 회의
●

정부입장
- 제안 토의시 한국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대처
- 입장이 유사한 개도국과 공동보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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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 협상 프레임워크에 기초한 각국의 제안 촉구

2. 1989.6.28.~29. 회의
●

회의 결과
- 캐나다 제출(6.28.) 제안 논의

3. 1989.9.26.~27. 회의
●

정부입장
- 금지대상 보조금, 상계대상 보조금 , 허용되는 보조금의 종류, 반정기준 등을 가능한 명백히
하여 보조금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다자간 기구(절차)에 의한 해결방식을 code화에 주력

●

회의결과
- 스위스, 일본 제출 제안 이슈별 논의

4. 1989.10.26. 회의
●

정부입장
- 한국 관세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심사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반덤핑위원회로 일원화
- 대GATT 보조금 통보내용에 대한 토의 시 추가적인 문제 제기는 본부에 청훈한 후 답변

89-1103

UR(우루과이라운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능협상그룹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10 / 1-125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능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GATT 기능그룹 회의(1989.5.1.~5.3.)
●

TRAM(국별무역정책검토제도)를 담당할 무역정책검토국을 5.1.자로 신설

●

무역정책 국별보고서 양식(포함 요소 등) 관련 논의

2. GATT 기능그룹 개도국 비공식회의(1989.5.16.)
●

브라질, 인도, 유고슬라비아 등은 개도국을 위한 별도 국별보고서 양식을 공동안으로 제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아르헨티나, 홍콩의 반대로 공동안 마련 불발

3. GATT 기능기술그룹 회의(1989.5.26.)
●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사무국이 작성한 국별보고서 양식 초안을 수락하여 사무국 초안을
토대로 각 항목별 각국 입장 논의

4. GATT 기능그룹 회의(1989.6.19.~20.)
●

기술그룹회의 및 개별국가와의 협의과정 중 미합의된 사항된 대하여 EC(구주공동체)가 타협안 제시

●

다수국들이 EC 타협안을 지지하여 동 타협안이 6.20. 채택

5. GATT 기능그룹 회의(1989.11.6.~7.)
●

EC는 사무총장 보고서가 사무국 간 협력, 기구적 측면의 협력, 정책적 협력 등에서 사무국 간
협력에 치중하고 있는바, GATT 사무국의 법적지위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

●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은 동 보고서가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정책
간섭에 더하여 개도국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

6. GATT 기능그룹 회의(1989.12.15.)
●

EC는 GATT의 법적지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금융, 통화기구와의 기구적 차원 협력강화
제안을 차기회의(1990.2월)에서 제시할 예정임을 밝힘.

●

의장은 관심국가는 무역과 금융관의 관계, 외채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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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04

UR(우루과이라운드) 분쟁해결 협상그룹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7 / 1-171

1988~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분쟁해결 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제7차 회의(1988.4.27.~30.)
●

쟁점별로 각국 입장을 종합하여 비공식으로 작성한 사무국 Check List 검토(개도국 우대, 패널
설치, 패널 구성 및 임무, 패널 작업 기간, 분쟁해결 전담기구 신설 여부 등)

2. 제8차 회의(1988.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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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Check List 계속 검토(제3국의 이익 보호, 이사회 패널 설치 결정, 패널 구성)

●

개도국 우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멕시코제안(6.23. 제출) 검토

3. 제9차 회의(1988.7.11.)
●

복수 제소국의 경우 절차 및 제3국 참여, 개도국 우대 원칙 논의

●

사무국 Check List 검토

4. 제11차 회의(1988.10.10.~12.)
●

평화그룹 비공식 회의에서 검토한 캐나다제안이 제출되어, 캐나다안과 멕시코 수정안을 기초로
진행

●

차기 회의 이전 GNG(상품협상그룹) 제출 의장보고서 초안 작성･배부 결정

5. 1988.11월 공식 및 비공식회의
●

의장의 2차 초안 및 수정안을 기초로 미합의 사항 타결을 위한 주요국 간 협상 지속

●

패널보고서 채택방법, 패널 설치방법, 국내법과 분쟁해결 절차 일치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

6. 제14차 회의(1989.5.12.)
●

1989.4월 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결정대로 향후 작업 방향 설정

7. 제17차 회의(1989.12.7.)
●

최빈개도국 공동제안, 제3국의 권리･의무 등 논의

89-1105

UR(우루과이라운드) 비관세 협상그룹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11 / 1-186

1989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비관세 협상그룹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1차 회의(1989.5.19.)
●

회의 내용
- 다자간 규범 정립 방식, 선적전 검사, 원산지 규정, Formula 접근 방식 등에 관해 논의

2. 제2차 회의(1989.6.26.~30.)
●

회의 내용
- 비관세, 세이프가드 등에 관해 논의

3. 제3차 회의(1989.7.26.)
●

회의 내용
- 다자간 규범 정립 방식, 다자간 공식 정립 방식 등에 관해 논의

4. 후속회의(1989.10.2., 10.17., 10.18., 11.10., 11.30.)
●

회의 내용
- 선적전 검사, 원산지 규정, Rollback과의 관계 등에 관해 논의
- 평화그룹제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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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06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류 협상그룹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12 / 1-120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류 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1989년도 UR 섬유협상그룹 회의에서 정부는 아래 기본입장을 견지함.
●

섬유수입규제 조치 또는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교역자유화 주장 유지

●

조속한 협상타결 위해 ITCB(섬유수출개도국기구) 입장에 동조하되, 부분적인 선진국 입장을
수용하는 실리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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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고위협의(1989.1.24~25)
●

통합과정의 개시 및 종료시점 설정에 대한 선진･개도국의 종전 기본입장 확인

●

추가규제 동결, 타협상 그룹과의 관계, 모든 참가국의 섬유분야 개방 약속 관련 논의

3. 제2차 고위협의(1989.2.17.)
●

의장은 개도국 섬유산업의 중요성, UR 협상 중 섬유 협상의 중요성, 참가국의 권리, 의무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섬유교역상황 악화 방지 양해, UR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조율방식 발굴,
강화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및 원칙의 반영 등의 개념 제시

4. 섬유류 주요국 비공식협의(1989.4.3.)
●

3월 제출한 의장의 1차 초안 수정 방향 협의

●

캐나다는 1988.9월 제출한 자국제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5. 섬유협상그룹 회의(1989.6.9.)
●

Salim ITCB 의장은 MFA(다자간섬유협정) 하 규제 철폐에 대한 ITCB 공동 제안 배포하고,
TNC(무역협상위원회) 결정에 따른 추가 제안 제출 예정 언급

●

섬유 협정의 GATT 체제로의 통합 원칙 및 시점 등 논의

6. 섬유협상그룹 회의(1989.9.21.~22.)
●

ITCB 의장은 MAF 종료 후 바로 GATT 복귀 절차 개시, 잠정적인 세이프가드 방식 설치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한국, 홍콩, 인도 등 개도국은 동 발언을 지지

7. 섬유협상그룹 회의(1989.10.31.~11.1.)
●

의장 초안 초기 검토 완료 및 GATT 통합 방식에 대한 인도 측 제안 중심 논의

89-1107

UR(우루과이라운드) 열대산품그룹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13 / 1-142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그룹 회의 내용임.
1. 제13차 회의(1989.4.21.)
●

정부 입장
- 개도국 부담분담 문제는 한국의 경제수준에 상응한 부담요의 표명
- Offer List는 우선 구두 표명하고, 서면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속 제출 계획 표명
- 후속협상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 유지

●

회의 결과
- 각국의 열대산품 관세인하 및 수입자유화 계획 발표

2. 제14차 회의(1989.6.12.~14.)
●

정부 입장
- Indicative List 제출 계획 표명
- 실질협상의 조기이행의 폭과 시기 선택에 유보적인 자세

●

회의 결과
- 한국은 자발적 기여안을 작성중임을 설명하고, 1989.1.1. 관세 인하에 추가하여 7.1.부터
비관세 조치의 감축 시행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
- EC(구주공동체), 미국은 개도국의 기여가 미흡하다고 하며 향후 개도국 기여 필요성을 강조

3. 제15차 회의(1989.7.24.~26.)
●

정부 입장
- Indicative List 제출
- 실질협상에서 개도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자발적 기여 강조

●

회의 결과
- 의장은 한국의 기여안이 광범위하고 건설적이라고 평가하고, EC, 일본, 나이지리아는 환영 표시
- 의장이 배포(7.25.)한 하반기 협상 추진방향 관련 비공식 문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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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08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전2권
(V.1 1-7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14 / 1-202

1987.1~7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차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 협상그룹 회의 결과임.
1. 제1차 회의(1989.2.2. 및 2.6.~7.)
정부대표: 한철수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정부훈령
- 협상대상으로 보호기준제정 포함 지지
- 협상안은 몬트리올 각료회의 시 논의되었던 최종안을 기초로 협상안 작성 지지
● 회의 결과
- 한국은 협상대상으로 보호기준의 포함을 지지하고, 국제협약의 존중, 보호와 이용 간의 균형적
접근, 기존협약에 없는 신분야의 경우 개도국에 대한 경과조치 인정 등을 주장
-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 한국은 다자적인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지지하고, 별도의 절차를
제정하는 것에 의문을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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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회의(1989.3.16.~17.)
●
●

정부대표: 변양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정책1과장
회의 결과
- 이집트가 제출한 개도국 간 지적재산권 대책회의 결과에 대해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은 지적재산권 협상을 방해하는 선별적인 내용이라고 비난하고, 브라질, 인도, 콜롬비아
등 강경개도국은 포괄적이며 진취적 제안이라고 지지함.
- 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내에서 다자협정 제정, 보호기준, 시행절차,
분쟁해결 등을 토의하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 간의 균형을 주장함.

3. 제3차 회의(1989.5.11.~12.)
●

회의 결과(주제네바대표부 보고)
- 의제별 토의에서는 각 의제별로 앞으로의 협상방법, 절차 등에 역점
- 차기회의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서면제안을 토대로 보다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될 전망

4. 제4차 회의(1989.7.12.~14.)
●
●

정부대표: 윤희창 문화공보부 저작권과장
회의 결과
- 보호기준의 설정에 대해 한국은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선진･개도국 간 극단적인
입장 차이를 좁혀 다자협정에 도달하기 위해 기존 국제협약의 최대한 존중, 권리행사와 이용
간의 균형적인 접근, 합리적인 경과조치 및 양자방식의 지적재산권 문제해결 지양 등을 강조함.

89-1109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8-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15 / 1-217

1989.8~12월 중 제네바에 개최된 제5~7차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 협상그룹 회의 결과임.
1. 제5차 회의(1989.9.11.~13.)
●

정부대표: 변양균 경제기획원 정책 1과장

●

정부 훈령
- 회의 의제인 기본원칙, 시행절차 및 위조상품 교역 중 입장이 기 정립된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의 기본원칙 적용 및 위조상품 교역의 통합협상 문제는 기존입장에 따라 대처
- 시행절차 중 절차형태에 관하여는 정당무력에 대한 장벽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
해야 함을 강조하고 절차상의 공개주의 원칙, 구체적인 피해구제수단의 강구 등 견해 표명
- 회기 중 한국 정부 서면안이 제출, 배포될 수 있도록 하되, 제안 설명을 통해 가능한 차기회의
시 논의되도록 요망

●

회의 결과
- 시행절차에 대한 일반 토의에서 브라질, 콜롬비아 등 개도국들은 구체적 절차는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되어야 하며 규율제정 대상도 국경절차에 한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견지함.
-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각국의 상이한 법률체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충분한 구체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경절차와 국내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은 협정에는 일반적인 지침만을 규정하고 구체적 시행절차는 각국이 결정해야 함을 주장함.

2. 제6차 회의(1989.10.30.~11.3.)
●

정부대표: 최태창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부교수

●

참가 목적
- 한국 서면제안을 제출하고 동 제안의 취지에 맞추어 입장 설명

●

회의 결과
- 한국대표는 지적재산권보호 기준에 대해 서면제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함.
- 한국 서면제안에 대해 EC(구주공동체), 호주, 스위스, 일본 등 8개국이 질의하였으며 대체로
내용이 충실하다는 평가를 하고 지지를 표시함.

3. 제7차 회의(1989.12.11.~14.)
●

분쟁해결 절차 관련, EC 및 오스트리아가 제안 설명을 함.

●

한국은 홍콩, 캐나다, 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함께 GATT 양해각서와 UR에서의 개정절차
등 GATT 분쟁해결절차 내에서의 해결 방안에 찬성함.
- 한국은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을 지지

1183

89-1110

UR(우루과이라운드) 천연자원 협상그룹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8 / 1-120

1. 198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천연자원 협상그룹 회의에 관한 내용임.
●

1988.2.8.~10. 회의
- 의장은 대상범위, 대상조치 및 접근방식에 대한 토의제의
- 한국은 종합접근방식 제안으로 혼선 제거 필요 강조
- 미국의 에너지 포함 확대 입장 재확인

●

1988.6.8. 회의
- 호주 추가제안: 보조금 및 기타 비관세지원 정책제안 배포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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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추가제안: 이중가격에 대한 제안 배포 및 설명
●

1988.9.16. 회의
- 협상방식 및 범위 관련 칠레제안 배포 및 논의
- 호주의 천연자원분야 공통된 문제점 지적

●

1988.10.17.~17.(비공식 회의)
- 타 그룹과의 관계 및 협상접근방법 등 의장보고서 초안 검토

●

1988.11.10. 회의
- 의장보고서 초안 검토 완료

2. 1989년도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천연자원 협상그룹 회의에 관한 내용임.
●

1989.4.19. 회의
- 천연자원 교역 및 교역장벽 자료 제출요청 및 사무국의 배경자료 현황 설명

●

1989.7.13.~14. 회의
- 협상범위 및 방식 관련 미국의 제안 및 논의

●

1989.9.29. 회의
- 캐나다의 신규제안 논의
- 향후 협상진행에 대한 의장 제안

●

1989.11.6. 회의
- 미국의 신규제안: 캐나다, 북구는 미국제안의 보완적 접근방식 환영, 한국 등은 천연자원
협상그룹의 독자적 활동 강조

●

1989.12.12. 회의
- 세네갈의 수산물 등 분야 신규제안
- 호주의 향후 협상제안
- 한국 등은 product coverage 문제해결 선행성 지적

89-1111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반 및 비공식협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1 / 9 / 1-128

1. 협상 전반
●

1989.1.18. 주요국 수석대표 비공식협의가 개최됨.
- 몬트리올 TNC(무역협상위원회) 각료급 회의 결정에 의해 4월 TNC 고위관리급 회의전까지
미합의 4개 분야(섬유,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농산물)에 관한 고위급 협의 진행 예정
- 호주, 뉴질랜드 등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농산물 문제 타결이 협상의 관심사항임을 강조
- 일부 국가들은 4개 미합의 분야 외에 여타 11개 분야에서도 기술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1989.2.16. TNC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가 개최됨.
- Dunkel 의장(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은 차기 TNC 비공식 회의 등에
4개 분야에 대한 타결안을 동시에 제시할 예정임을 언급

●

1989. 7.27. TNC 회의가 개최됨.
- 3단계 협상 일정(의장 초안)에 합의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종결하는 최종 TNC 각료회의를 1990.11.26~12.8. 중 추후 정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

2. 평화그룹 비공식협의
●

1989.3.10. 협의

●

1989.4.21. 협의

- 4개 미타결 분야 협상, TNC 고위급 회의와 관련한 각료급 참가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
- 각 분야별 주관국이 실무협의를 시행하기로 합의(시장접근, 분쟁해결-캐나다, 서비스-스웨덴,
GATT 기능강화-스위스, 보조금 및 상계관세-한국, 세이프가드-홍콩)
●

1989.6.27. 협의
- UR 협상의 기일 내 타결 필요성 확인, UR 결과 합의문서의 법적 형식 논의

3. 개도국 비공식협의
●

1989.2.22. 회의
- 미합의 4개 분야에서의 개도국 공동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협상분야별 협의 추진 합의

●

1989.4.27. 회의

●

1989.5.9. 회의

- 열대산품, 천연자원, GATT 기능 등 분야별 협상 대응 방안 논의
- 노동권 문제, TPRM(국별무역정책검토제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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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11.10. 회의
- UR 협상 진도 분야별 불균형에 따른 단계적 행동 결정(도쿄 UR 비공식 각료회의시 협상진전
불균형에 대한 개도국 우려 전달, 개도국 우대사항 반영여부 회의 조속 개최 노력,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 토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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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12

UR(우루과이라운드)/GNG(상품협상그룹)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2 / 7 / 1-69

1988~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G(상품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1988.11.16.~19. 비공식회의 및 11.21. 공식회의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 보조금/상계관세, 투자 등
4개 협상그룹 보고서는 토의 없이 사무국에 일임

●

농산품과 열대산품그룹 보고서는 GNG 의장 및 각 그룹 의장 책임하에 작성･보완하여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 직접 제출

●

11.21. 공식 회의에서 비공식협의 결과 작성된 TNC 앞 보고서 채택

2. 1989.4.25. 공식회의
●

방글라데시는 1988.11월 회의시 배포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고려요청 문서내용을 개별협상
그룹에서 검토할 것을 제의

3. 1989.7.27. 공식회의
●

협상그룹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상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협상에서 다자주의의 중요성, 협상그룹 임무, 협상그룹 간 균형, 명료성 문제 등에 유념

4. 1989.12.19. 공식회의
●

미국, 캐나다 등은 관세 등 시장접근 분야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의견 피력

●

개도국들은 시정접근 분야를 포함, 전분야 협상에 걸쳐 개도국 개발수요의 실질적 반영 협의
단계 도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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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13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전4권
(V.1 1-5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2 / 8 / 1-274

1989.1~5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GNS 비공식 회의(198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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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회의일정을 상반기 3회(4월, 6월, 7월), 하반기 3회 개최

●

4월 회의부터 4~5개 분야를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선정, 기본원칙 및 규칙의 적용 가능성검토

2. 제1차 회의(1989.4.18.~20.)
●

정부대표: 김용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

정부 훈령
- 서비스교역을 규율할 다자간 규범 제정에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시킨 규범을 제정
- 모든 참가국이 관심을 갖는 소수분야를 일차적으로 검토작업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
-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념 규칙을 바탕으로 기본협정을 작성하고, 동 기본협정이 적용될 적용분야를
결정
- 기본협정상의 일부개념, 원칙 및 규칙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부분협정을 제정

●

회의 결과
- 포괄범위에 대해 미국, EC(구주공동체)가 차기회의 의제에 포함을 주장한 반면, 한국 등
대부분 국가는 제외할 것을 주장
- 의장은 포괄범위에 대한 예단없이 검토 진행한다고 설명
- 선진국들은 통신, 건설 등 6개 분야에 대한 개념, 원칙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즉시, 연내에
협정 초안을 작성한다는 의지 표명

89-1114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전4권
(V.2 6-8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2 / 9 / 1-244

1989.6~8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UR/GNS 관계부처 대책회의(1989.5.29.)
●

정부입장 확정
- 건설 및 통신분야에 대한 입장 정립
- 몬트리올 각료회의 시 합의한 서비스교역의 정의, 공개주의 및 점진적 자유화에 대한 내용
구체화

●

UR 서비스협상 전담연구반 설치
- KIET(산업연구원) 무역정책실에 연구반을 설치하여 각 부처가 작성한 대책, 분야별 검토
결과를 종합

2. 제2차 UR/GNS 회의(1989.6.5.~9.)
●

정부대표: 이부식 건설부 해외건설국장 등

●

회의 결과
- 공개주의 관련, 한국은 공개대상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행정력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 행정관행까지 포함시킬 수 없음을 제의
- 점진적 자유화 관련, 한국은 통신서비스 분야별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점진적 자유화를 주장
- 건설 서비스교역 분야에서의 장벽제거 관련, 한국은 고용법, 이민법 등 법규상의 무역 왜곡을
유발하는 각종규제의 논의 필요성을 언급

3. 제3차 UR/GNS 회의(1989.7.17.~21.)
●

정부대표: 한지연 교통부 수송정책국장 등

●

회의 결과
- 한국은 교통서비스 공표 및 통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행정관행의 공개와 사전 협의는
불가하며 의견 조회처의 설치 및 별도 방안 검토를 제의

1189

89-1115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전4권
(V.3 9-10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2 / 10 / 1-256

1989.9~10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제4차 GNS회의(1989.9.18.~22.)
●

정부대표: 전병조 재무부 국제금융과 사무관 등

●

의제
- 금융 및 전문직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교역의 기본원칙 적용가능성 및 의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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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교역의 기본원칙(개도국 우대, 세이프가드, 규제상황)에 대한 논의
●

회의 결과
- 세이프가드, 예외, 규제상황과 관련 한국은 국내시장의 혼란, 국제수지 악화 등의 경우 외국기업의
시장접근 및 영업활동에 긴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
- 한국은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격취득에 있어서 국적요건은 배제되어야 하나, 국내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 전문인력의 영업 범위를 자격취득국의 업무로 한정되어야 함을 언급

2. 제5차 GNS회의(1989.10.23.~25.)
●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1989.10.12. 관계부처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비스협정에 관한 서면
제안(안)을 검토하고 확정함.
- 10.24. GNS 의장에게 서면제안을 제출
- 한국 서면제안 내용은 협정구조, 주요원칙 및 개념, 점진적 자유화를 위한 양허협상으로 구성

●

미국, 싱가포르, EC(구주공동체), 스위스, 캐나다, 페루, 뉴질랜드에 제안 설명을 함.
- 한국은 뉴질랜드제안에 대해 시장접근이 허용된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동적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양허된 범위 내에서 내국민 대우가 가능하다고 주장

89-1116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전4권
(V.4 11-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2 / 11 / 1-317

1989.11~12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제6차 GNS회의(1989.11.20.~24.)
●

정부대표: 김용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

미국 주최로 비공식 회의 및 토의
- 한국은 서비스분야에도 관세와 같은 합법적 보호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합법적
보호수단의 완화를 통해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가 달성될 수 있음을 주장함.

●

각국 제안에 대한 설명과 토의

●

사무국 비공식 문서에 대한 토의

●

한국의 제안요점 설명

2. 제7차 GNS회의(1989.12.6.~8.)
●

정부대표: 변양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정책1과장

●

의장보고서 검토 및 비공식 회의 토의 사항
- 점진적 자유주의
- 시장접근
- 내국인 대우
- 개도국 무역 비중 증대, 세이프가드
- 예외 및 규제사항

●

주요국 회의 토의사항
- 서비스협정의 범위 및 정의
- 공개주의

●

주요국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무국 문서 재작성
- 합의된 부분과 미합의된 부분으로 정리한 후 재토의를 거처 의장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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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17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그룹
회의.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1 / 1-217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9.1~6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그룹 회의 주요 동향임.
1. 반덤핑 소그룹 회의(1989.2.9.~10.)
●

홍콩은 최근 선진국이 반덤핑 입법을 강화하고 통상정책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유사 이해관계국이 UR/MTN 협상그룹에 공동제안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제의
- 공정･불공정 무역구분, 덤핑판정 시 공공이익보장 등 핵심이슈에 대한 개정문안을 작성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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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덤핑 소그룹 회의(1989.4.17.~18.)
●

반덤핑 전문가 회의(1989.4.24.) 시 주요쟁점(Negative Dumping, De Minimis 기준 등)에
대한 각국의 운용실태를 사무국이 조사하도록 합의

●

홍콩제안의 각 항목별 검토 지속

3. UR/MTN 협상그룹 회의(1989.5.18.)
●

반덤핑 협정
- 홍콩의 일반적 제안과 한국의 구체 협정안의 상호보완방안 협의
- 1989년 하반기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차기회의 개최(1989.7.17.~20.) 확정

●

수입허가절차 협정

●

기술장벽 협정

- 미국의 제안서 추가 설명
- 핀란드, 인도제안 등 협의
●

정부조달협정
- 한국의 제안서 추가 설명
- 동 협정 가입문제는 1989년 하반기 협정그룹 회의 결과 및 대미국 통신협상 추이를 지켜본
후, 한국의 협정 가입의사 표명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조달청 의견)

4. UR/반덤핑협정 홍콩제안에 대한 입장 수립(1989.6.26.)
●

홍콩제안에 대해서는 반덤핑 소그룹 회의 회원국 간의 공동협조차원에서 지지는 가능하나,
공동제안국 참여는 곤란
- 홍콩제안은 수출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나, 기본원칙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 한국이 추구하는
구체적 토의와 협상이 소홀해질 가능성을 고려

89-1118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그룹
회의. 전2권 (V.2 7-11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2 / 1-238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9.7~11월 중 개최된 제11~13차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그룹 회의의 주요 동향임.
1. 제11차 회의(1989.7.17.~20.)
●

경위
- 1989.6.2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 회의문서 송부
- 1989.7.7. GATT 사무국은 한국, 일본 등 대표초청 그룹회의 진행방향 협의
- 1989.7.15. 주제네바대표부에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 통보

●

회의 개요
- 정부대표: 이제길 상공부 중소기업지도과장
- 한국 입장: 반덤핑코드 관련 홍콩제안 지지, TBT(무역기술장벽) 및 수입허가절차협정 관련
기존입장에 따른 대처

●

회의 내용(의장: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 반덤핑협정: 홍콩의 제안 설명, 한국 등 다수개도국 및 일본, 노르딕 등의 홍콩제안 지지
- 기술장벽협정: 미국이 제안한 수정안 차기 회의 시 배포, EC(구주공동체)의 공정관행 추가제안 배포
- 수입허가절차협정: 미국의 추가제안 배포 예정

2. 제12차 회의(1989.9.18.~20.)
●

경위
- 9.4. 홍콩의 반덤핑협정 제안 송부
- 9.11. 정부대표 임명 및 통보

●

회의 개요
- 정부대표: 정태승 상공부 방위산업과장
- 한국 입장: 반덤핑협정 관련 홍콩 및 일본제안 지지, TBT 관련 EC제안 지지, 수입허가절차
협정 관련 미국 및 EC제안 지지

●

회의 내용(의장: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 일본 및 홍콩제안 검토, 반덤핑협정 등 관련 향후 협상방식 협의

3. 제13차 회의(1989.10.16.~18.)
●

정부대표: 이제길 상공부 중소기업지도과장 등

●

회의 내용: 싱가포르의 반덤핑협정 제안, 인도의 관세평가협정 제안 및 수입허가절차협정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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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차 회의(1989.11.20.~24.)
●

정부대표: 상공부 중소기업지도과장 이제길 등

●

회의내용: 한국의 반덤핑 추가제안 설명, 사무국 작성 체크 리스트 논의, TBT 협정 관련 인도
및 뉴질랜드제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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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19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Geneva, 1989.4.5.-8.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4 / 1-305

정부는 1989.4.5.~7.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1988.12월 몬트리올 각료회의 시 미합의 4개 분야의 향후 협상방향의 설정
- 4개 미합의 분야 및 기합의 분야의 일괄타결 시도

2. 한국대표단 훈령
●

기본방향
- 4개 분야에 대한 기본입장 반영 노력 및 공동대응방안 모색
- 선진국과 강경개도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통한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기여

●

분야별 협상방향
- 섬유, 세이프가드: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저지 및 한국의 수출환경 개선을 위한 GATT(관세
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본원칙 준수의 당위성
- 지적재산권: 국제규범 정립의 적극 지지
- 농산물: 농업의 특수성 및 수입국 입장 반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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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20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Geneva, 1989.4.5.-8.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5 / 1-177

1989.4.5.~8.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결과보고임.
1. UR/TNC 고위급회의 개요
●

참가현황: 85개국, EC 집행위 및 3개 국제기구

●

의장: Arthur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

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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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개회식 및 폐회식
- 수석대표 비공식회의: 4.5., 4.6., 4.7. 각1회
- 주요국 비공식 협의그룹: 농산물 등 4개 분야별 협의 그룹
- 소그룹협의: 농산물분야

2. UR/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내용
●

회의성과
- 1988.12. 몬트리올 TNC 회의 시 미합의된 4개 분야(농산물, 지적재산권, 섬유, 세이프가드의
향후 협상 프레임워크 설정
- 4개 미합의 분야와 12개 기합의 분야의 일괄타결로 UR 전체에 대한 향후 실질협상 기반 마련

●

4개 분야 합의 요지
- 농산물: 1991년도부터 보조 및 보호의 점진적 감축, 비교역적 요인고려, UR 협상 종료 시까지
현보호수준의 동결, 개도국의 단기조치의무 면제 등 합의
- 지적재산권: 적절한 보호기준, 시행절차, 분쟁해결절차, 개도국의 공공정책목표 고려 등 합의
- 섬유: UR 기간 내 섬유교역의 GATT 복귀 방안, 실질협상 개시 시기 등에 합의
- 세이프가드: 회색조치 철폐, 세이프가드의 한시성 인정, 향후 실질협상 일정 등 합의

●

평가
- 협상의 관건인 농산물분야 관련 미국과 EC(구주공동체) 간의 합의 도출 성과
- 선진･개도국 간 및 분야별 이해그룹 간 입장의 균형있는 반영
- 핵심 쟁점 타결문안 제시 미흡으로 인한 재론 가능성

89-1121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전3권
(V.1 1-4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2 / 2 / 1-154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농산물 고위급 협의(1989.2.13.~16.)
●

정부입장
- 한국제안(1988.10 서면으로 제안) 반영에 주력
- 이행가능하도록 국내정책과 연계
- 단기조치 대상국가에 개도국 제외

●

회의결과
- 장단기조치 방식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2. 농산물 고위급 협의(1989.3.7.~9.)
●

정부입장
- 동결 및 감축 수단이 단기조치 이행국에 포함될 경우를 상정하여 선택

●

회의결과
- 미국은 시장접근의 개선의 방법으로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주장
- 수출보조금 감축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

3. 케언즈그룹 회의(1989.3.17.~19.)
●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이 채택됨
- 농산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 UR 전체 협상에 큰 손상
- 장기 개편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보조금의 현행수준으로의 동결, 농산물 수출국가들에 대한
단기 수혜보장 및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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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22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전3권
(V.2 5-10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2 / 3 / 1-286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농산물 협상그룹 회의(1989.7.10.~11.)
●

정부입장
- 농산물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구조 및 개발수준 격차, 농산물 수입개도국이 당면한 농업의
특성 등 예외 사항을 농산물 교역체계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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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 EC(구주공동체)가 제출한 AMS(총량지지측정) 관련 제안과 미국이 제출한 비관세 조치의
관세화 및 위생검역 규제 제안 관련 토의
- 멕시코의 개도국우대 반영 고려 요청 및 이집트의 농산물 교역개혁조치가 순수입 개도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련 발언에 대해 토의
- 한국의 구체적 입장을 9, 10월 중 제출 필요

2. 농산물 협상그룹 회의(1989.9.25.~26.)
●

정부입장
- 한국입장 강화를 위해 입장이 비슷한 국가(스위스, 일본, 유럽, 수입개도국 등)와의 공동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들 국가의 제안 또는 발언이 한국입장과 일치되는 경우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명

●

회의 결과
- AMS 산정시 최소자급률, 비교역적 요소 포함여부 논의
- 개도국우대 개념 정립 필요성 제기

3. 농산물 협상그룹 회의(1989.10.25.~25.)
●

정부입장
- 기초식량에 대한 최소한의 국경제한 조치 및 자급률 유지 허용
- 기초식량 자급률 및 범위는 각국 소비특성, 생산기반 등 고려
- 수출금지, 제한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1조는 각국 기초식량자급률 범위
내에서 인정
- 비교역적 요소에 의한 정부 지원은 AMS 산출요소에서 제외 또는 차감

●

회의결과
- 미국의 모든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및 보조금 10년 내 철폐 또는 감축제안 관련 토의
- GATT 제11조 철폐 또는 개정 논의

89-1123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전3권
(V.3 11-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2 / 4 / 1-283

1989.11.27.~28.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에서
정부는 아래와 같이 서면제안서를 제출함.
1. 배경
●

1989.4월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 각국 제안을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합의

●

한국입장을 농산물수입국 내지 수입개도국 관점에서 적극 개진 필요

2. 협상 중점사항
●

선진･개도국 간, 농산물수출입국 간 협상이익 균형

●

산업으로서의 농업기능이 유지되도록 보호방안 강구

●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경제적 요인 반영

●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기간 동안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의무 면제

3. 제안 요지
●

서론에서 한국농업의 일반적 특성(구조조정에 상당 시간 소요)과 농업정책이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설명

●

GATT 규범 정립 시 고려사항으로 농산물 가격상승, 비교역적 정책 요소에 의한 최소한의 보호 및
지지 조치 인정, 개도국에 대한 농업개발 지원, 다자간 감시체제 및 분쟁해결 절차 명료성 확보 등

●

시장접근(수입규제, 보조금 수출경쟁), 개도국 우대(유예기간 설정 등), 농업의 비교역적 정책요소
고려(식량 자급률, 최저수입비율 등 도입), 총량보조 측정(농민 1인당 AMS(총량지지 측정) 인정),
위생 및 식물 위생 규제(식습관, 방제기술차이 인정 등) 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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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24

Dunkel, Arthur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방한, 1989.11.13.-1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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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kel Arthur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이 1989.11.13.~15. 방한함.
1. 방한 경위
●

한승수 상공부장관의 방한 초청에 대해 Dunkel 총장은 편리한 시기에 방한을 수락

●

1989.11.15~17. 도쿄에서 개최되는 UR/비공식 각료회의 이전에 방한하기로 결정(방한 직전
인도, 홍콩 방문)

1200

2. 주요 방한일정
●

11.13.
-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

11.14.
- 상공부장관 예방
- 부총리대리(경제기획원차관) 예방
- 무역협회 주최 오찬 강연회
- 외무부장관 예방
- 상공부 주최 실무 만찬

●

11.15.
- 기자회견
- 올림픽공원 관광

89-1125

Roessler, Frieder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법률국장 방한, 1989.3.26.-3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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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ssler Frieder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법률국장이 1989.3.26.~31.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1월 주제네바 대사는 차기 GATT 법률국장으로 유력시 되는 Roessler 수석참사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
- 동인은 3월 법률국장으로 승진함.
- BOP(국제수지)위원회 문제에 관하여 GATT 내에서 권위자임.
1201

2. 초청 목적
●

GATT 관련 현안 논의
- GATT 소고기 패널
- GATT BOP 협의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

GATT와의 협력강화
- 한국 관련 무역분쟁 등에 대비, 협조 관계 구축

3. 주요 일정
●

외무부 통상국장, 농수산부 제2차관보, 경기원, 상공부, 재부부, 농수산부의 GATT 관련 담당국장 면담

●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세미나 참석 강연

4. 방한 결과
●

관계부처 관계관 면담 시 논의 사항
- 한국의 BOP 협의 전망
- GATT 분쟁 해결절차
- 소고기 패널
- UR 협상전망
- 한국의 최근 BOP 상황 등 경제동향과 농･수･축산 현황

●

KDI 세미나에 참석
- GATT 기구 일반, 기본원칙 및 예외조항,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강연

89-1126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세미나. 서울,
1989.11.13.-1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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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세미나가 1989.11.13.~14.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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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1.2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아태지역 개도국 사업담당관, 대한국 기술지원사업 제의

●

1989.3.22. 외무부, 경제기획원 등에 세미나 개최 사업 통보 및 협조 요청

●

1989.4.8. 농림부, UR 농산물 협상 관련 세미나 개최 의사 표명

●

1989.4.19. 주제네바대표부, UNCTAD 담당관에게 전달

●

1989.5.19. UNCTAD 서한 송부

2. 개최 결과
●

개최 장소
-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참석자
- UNCTAD 측: 한국지부대표 및 전문가 3명
- 한국 측: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농협, 축협, 대학교 등 22명

●

기조논문 발표
- "한국산업과 UR 농산물 무역협상"

●

제1세션 내용
- H. Purl(UNCTAD 아태지역 다자간 협상조정관): UR 협상 진행과정 개관
- H. Thomas(UNCTAD 농업전문가): UR 농산물 협상에서의 각국별 이해관계 주요 쟁점
- 이준영(농림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UR 농산물 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제2세션 내용
- 허신행(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UR에서 고려되어야 할 농업 구조조정 문제
- R. Plank(전 GATT 농업분과위 자문관): UR에서 고려되어야 할 개도국의 우대조치

●

제3세션 내용
- H. Thomas(UNCTAD 농업전문가): UR에서 고려해야 할 농업의 비경제적 역할
- 김동희(단국대 농경제학과 교수): UR에서 고려해야 할 비경제적 역할

89-1127

미국･제3국 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 설치
동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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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도 미국의 브라질산품 및 EC(구주공동체)산 설탕류 수입제한 조치 관련, 브라질과
EC가 요청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 설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미국의 브라질산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관련, 브라질의 패널 설치 요구
●

1989.2.8. GATT 이사회
- 브라질은 이사회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1988.12.20.
이사회가 이미 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므로 패널 설치 지연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함.
- 미국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매우 중요사안이며 금번 이사회에서 패널 설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함.
- 한국은 브라질의 패널 설치 요청에 지지를 표명함.

●

1989.2.21. 특별 추가 이사회
- 미국은 브라질의 패널 설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나 패널을 설치하자는 컨센서스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모든 분쟁의 GATT 절차 회부가 GATT 체제의 초석임을 언급한 던켈 GATT 사무총장의 지적에
따라 패널 설치가 결정됨.

2. 미국의 설탕류 수입제한조치 관련 EC의 패널 설치 요구
●

1989.6.21.~22. GATT 이사회
- EC의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패널이 설치됨.

●

1989.10.9. 제1차 패널 회의 개최 예정
- 의장은 9.29.까지 이해당사국의 서면의견 제출 요청
- 한국은 동건에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 개진권을 유보

1203

89-1128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제2차. Canberra/Sydney(호주), 1989.2.27.-3.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11 / 1-29

정부는 1989.2.27.~3.3. 호주 캔버라와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에 신명호 재무부 관세국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대영 관세청 평가1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석자
●

120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11개 회원국 대표

2. 주요의제
●

역내 각국의 관세행정 변화 소개 및 정보교환

●

관세행정 전산화에 따른 대처 방안

●

마약유통 근절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

상호 관세공무원의 교환 및 훈련강화 방안

3. 회의 토의내용
●

마약거래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치안당국과의 협조가 긴요

●

세관공무원 훈련의 중요성 인식과 국제훈련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지역의 협력체제 구축 문제

●

제1차 지역회의 시 거론된 과제들의 추진현황 확인

4. 한국대표단 활동
●

한국의 관세법 개정 내용 및 관세율 개편 설명

●

한국의 관세행정 전산화계획 설명 및 역내 선발 전산화국의 기술협조 및 훈련 요청

●

공항 여객 검색의 2중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 협의

●

호주의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문제의 적절한 처리 요청

89-1129

CCC(관세협력이사회) 감시위원회 회의, 제8차.
Brussels(벨기에), 1989.3.6.-1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12 / 1-16

정부는 1989.3.6.~10.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8차 CCC(관세협력이사회) 감시위원회
회의에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의제별 한국 입장
●

이사회 및 상설 기술위원회 결정사항
- 감시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 파악

●

나이로비 협약
- 나이로비 협약 가입국 해당사항이므로 중립적 입장 견지
- 관세범 방지를 위한 국가 간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한국도 동 조약
가입이 불가피한 바 각국의 반응을 상세히 파악

●

불법마약 유통에 관한 신유엔협약 경과보고
- 협약내용의 충분한 검토 및 최근의 마약유통 현황파악

●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

감시훈련

- 작업반의 견해에 동의
- 경비행기 탐색, 상업용 차량 탐색, 내수용 통관 등 감시 훈련내용 파악

1205

89-1130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제3차.
Brussels(벨기에), 1989.4.17.-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13 / 1-67

정부는 1989.4.17.~28.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3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에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선욱 관세청 감정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1206

38개 회원국, 23개 옵서버, 10개 국제기구

2. 토의 및 합의사항
●

일반토의사항
-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갱신 방안
- HS 데이터베이스 구성
- 상업 송장상 부호기입에 관한 결의 초안
- 국가 간 품목분류규칙 교환

●

HS 및 동 해석 관련 토의 및 합의사항
-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입증된 식물성 추출물 관련 해설서 수정안: 실무위원회안 승인
- 요리용 포도주와 코냑 관련 해설서 수정안: 실무위 최종안 승인
- 전기음악 모듈 관련 해설서 수정안: 실무위안 승인

●

한국 대표단 활동

●

평가

- 재압연고철에 관한 품목 분류 토의 시 고철의 성격 관련 입장 개진 및 수용
- HS의 범세계적인 시행 1년 경과로 다수국가가 시행상의 문제를 제기
- 미국이 신규 주요회원국으로 가입,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

89-1131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제4차.
Brussels(벨기에), 1989.10.16.-2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통상1과

MF번호

2019-83 / 14 / 1-115

정부는 1989.10.16.~26.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4차 CCC(관세협력이사회)/조화제도위원회
회의에 이원식 재무부 산업관세과 사무관과 신경범 관세청 감정과 사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38개 회원국, 22개 옵서버 EC(구주공동체) 등 2개 국제기구

2. 토의 사항
●

일반행정
- 제73/74차 이사회 결의사항
- 관세율표 전환과 훈련활동 관련 기술지원 문제

●

의제토의
- 다목적 자동차에 대한 품목 분류
- VTR용 mechanical assembly 품목 분류
- 코코아파우더 함유 밀크 조제품 분류 등

3. 한국대표단 활동
●

동물품 품목 분류에 대한 한국제안 설명 및 논의 참여

●

다목적 자동차의 mecadeck 등 관련 한국입장 표명

1207

89-1132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감시합동전문가 회의,
제6차. Brussels(벨기에), 1989.11.6.-1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15 / 1-20

정부는 1989.3.6.~10.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6차 CCC(관세협력이사회) 감시위원회
감시합동전문가 회의에 이병근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석자
●

23개국 대표 및 CCC 간부

2. 회의 토의사항
1208

●

표준 세관통제과정 마련에 따른 기준 검토
- 관세공무원의 훈련 교범으로 활용
- 운송인, 화주의 관세범죄와 이에 대한 세관의 권한에 대한 법적구성 토의

●

세관통제과정의 내용 구성
- 세관통제과정 서문
- 세관통제 목적
- 세관통제의 주요 원칙
- 세관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력
- 세관통제의 필요성, 적용방법
- 세관통제의 효율성을 검사하는 평가방법

3. 차기회의 내용 결정
●

세관통제과정을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나누고 각 실무반은 세관통제의 대상, 목적, 규모, 도입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

사무국은 3개의 실무반 안을 조정하여 최종 표준 세관통제절차를 마련한 뒤 정책위에 제출

4. 한국대표단 활동
●

CCC 평가국과 기술국 관련 직원을 면담하여 제22차 정책위 의제 등 주요 토의내용 파악

●

프랑스, 호주 등 회원국대표와 접촉하여 한국의 CCC 활동에 대한 관심사항 전달

89-1133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회의, 제22차.
Budapest(헝가리), 1989.12.5.-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16 / 1-108

정부는 1989.12.5.~8.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22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회의에 문헌상 재무부 관세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9개국

2. 토의사항
●

사무총장 보고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개도국 관세행정전산화 관련 기술지원문제

- 품목 분류, 세관기술, 훈련, 재정 등
- 평가단 보고서 승인
- 사무국의 업무협력협정 협상 개시
●

마약
- 회원국 간 관심 제고

●

예산
- 추후 재정위에서 구체적 대안 토의 후 차기회의 시 예산 확정

3. 회의 평가
●

국제무역증진을 위한 관세행정의 전산화 추진 강조

●

개도국 전산화 관련 UNCTAD 사업 지원

●

CCC의 재정상태 호조에 따른 조직개편 및 신규사업의 확장 활용 필요

1209

89-1134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17 / 1-62

1. 정부는 1989.5.22.~6.2.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41~142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에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주요 의제
- 실무작업반: 일시수입 관련 신협약 중 8개 부속서 초안 작성 검토
- 상임기술위: 일시수입 관련 신협약 본문 초안 및 6개 부속서, Single Goods Declaration
2차 보고서, Customs Application of Computers 전문가 회의 보고서

●

1210

토의 사항
- 실무작업반: 여행자 개인용품, 간행물, 진료 및 구호용품 등 일시수입절차
- 상임기술위: 사업개발 관련 사무국 보고, 담보액 등 관련 협약 본문 토의

2. 정부는 1989.11.13.~24.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43~144차 CCC 상임기술위원회 실무작업반
회의에 우주하 재무부 관세정책과 직원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주요 의제
- 일시수입 관련 신협약

●

한국입장
- 일시수입 관련 다수의 CCC 협약에 이미 가입
- 단일협약 작성으로 물품과 사람의 국가 간 왕래 촉진위한 CCC 입장 원칙적으로 지지
- 위해물품의 국내반입 억제를 위한 입장 반영 노력

89-1135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제17-18차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18 / 1-224

1989년 중 개최된 제17~18차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및 GATT(관세
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평가위원회 회의내용임.
1. CCC 관세평가기술위원회
●

제17차 회의(1989.3.14.~17., 브뤼셀)
- 참가자: 39개 회원국, 19개 옵서버, 3개 국제기구
- 한국대표단: 이종남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등
- 토의 의제: 특수관계의 가격영향에 대한 증명문제, 구매자의 수입전 계산 활동의 의미,
계약서상 통화의 환산문제, 공제방법 수수료 결정문제, 구매수수료 등

●

제18차 회의(1989.10.2.~6, 브뤼셀)
- 참가자: 26개 회원국, 16개 옵서버, 2개 국제기구
- 한국대표단: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등
- 토의 의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과세가격 결정 예해, 평가가액 배제의 요건에 대한
예해 채택, 구매자의 생산비용 구체상황에 대한 사례 연구, 구매수수료 예해, 의사결정 등

2. GATT 관세평가위원회
●

제17차 회의(1989.3.20.~21., 제네바)
- 참가자: 38개국
- 한국대표단: 변형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등
- 토의 의제: 한국의 관세법 개정 등 각국의 평가협정 시행, 기술협정 등

●

제18차 회의(1989.10.10., 제네바)
- 참가자: 28개국
- 한국대표단: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 토의 의제: 한국 등 각국의 입법심사, 인도의 신고가격 책임 관련 협약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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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36

CCC(관세협력이사회) 제73-74차 총회 및 제21차 정책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3 / 19 / 1-131

1. 정부는 1989.7.3.~6.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73~74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 문헌상 재무부
관세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참가자
- 회원국 및 옵서버 96개국,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 24개 국제기구

●

토의 및 합의사항
- CCC 사무총장 보고: 관세기술 협력, 관세기술 주재관 파견 사의
- 지역그룹회의: 아태지역 차기 대표국으로 일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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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평가위 의장 및 평가기술위 의장 보고,
- 품목분류: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실시 현황
- 집행: 마약사범 관련 유럽 내 협력 심포지엄 등 개최
- 관세기술: 수출입국 간 정보교환의 중요성
●

평가
- 세관절차의 선진화 및 표준화 필요
- 세관행정의 전산화 추진 필요
- 세관행정 관련 국제협약 가입 추진 요망

2. 정부는 1989.6.28.~30. 미국 윌리엄즈버그에서 개최된 제21차 CCC 정책위원회 회의에 문헌상
재무부 관세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참가자
- 회원국 및 옵서버 96개국, GATT 등 24개 국제기구

●

토의 및 합의사항
- CCC 사무총장 보고: 51개국의 HS 채택, CCCN 채택 국가의 HS로의 전환지원, 품목 분류
규칙의 상호교환을 위한 프로그램 기간의 연장
- 준회원국제: 빈곤개도국의 참여 이점 및 부담금 문제 관련 검토의견서 제출 요청
- Regional Program of the Council: 지역별 관세협력체제의 중요성 재확인
- 워싱턴 선언 채택 권고: 세관 절차의 통일, 전산화 및 21세기 전략을 위한 CCC 선언
- 과학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89-1137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제104-105차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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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및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개정 의정서가 1897.5.19.자로 한국에서
발효됨(조약 제921호).
●

1987.5.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19. 프랑스에서 가입서 기탁

2. 1988.10.31. 외무부는 제104차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BIE 협약 개정안 채택
배경 등에 관하여 조사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배경: 최근 EXPO 개최 희망국가 급증에 따른 통제 곤란 및 EXPO 개최 효과 저하방지를 위해
개최빈도 축소 제한

●

승인박람회를 신설하여 승인/등록박람회로 구분하고, EXPO 참가회원국 정부의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해 승인박람회에 소규모 박람회를 신설

●

개정안 효력발생 예상시기
- BIE 가입국 4/5 이상 비준절차를 완료해야 정식 발효되므로 통상 4~5년이 소요됨.

●

개정안 효력발생시 한국의 승인박람회 신청 가능 시기
- 1992~2001년 사이 EXPO 개최 신청은 1988.11.20. 최종 마감
- 2001년 이후 승인박람회 신청의 경우 개정안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박람회 개최 간격은
최소 5년, 두 개의 등록박람회 사이 한 개의 승인박람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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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38

시모노세키 자유무역지대 구상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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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일본 정부의 시모노세키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89.6.6. 일본 정부가 시모노세키항을 자유무역권으로 지정하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보도함.
●

아시아국가들로부터의 수입거점지역 및 유통센터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통산성 외곽단체인
주코쿠지역 활성화센터에서 사업화 예비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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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1989.7.10. 주후쿠오카 무역관이 작성한 시모노세키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함.
●

야마구치현의 경제개황
- 세토나이카이 공업지대를 형성하는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섬유 등과 수산업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어묵, 성게 병조림 등 식품가공업이 중심을 이룸.
- 건설부문의 공공 건축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나, 민간 건축은 하강국면을 보임.
- 무역에 있어 수출은 도쿄, 오사카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97%를 차지하나, 수입은 중소기업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한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임.
- 국별 수출은 미국, 한국, 서독 순이며, 수입은 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임.

●

일본 통산성의 방침
- 지금부터 조사, 연구활동에 착수함.
- 중소유통업에 의한 해외상품 접근기회를 확보하여 상품조달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종합유통센터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함.

●

선정된 조사 항목
- 국제적 거래거점으로서 필요한 기능
-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기능
- 대규모 집적거래거점의 장단점
- 성장성 있는 상품
- 국내수요의 흡수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아마구치현의 사업활동
- 야마구치현은 독자적으로 사업조사활동을 추진, 약 1200만 엔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중
타당성조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임.

●

유사구상 및 프로젝트
- 오키나와 자유무역지대 및 오사카 아시아･태평양무역센터도 연구 검토대상이 될 것인바, 동
사업 추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3. 외무부는 1989.7월 상기 자료를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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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39

일본･미국 통상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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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일본과 미국 간의 통상관계 주요 동향임.
1. 일본 정부 농산물 12품목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정안 일괄 수락(1988.2.2.
주일본대사관 보고)
●

일본 정부는 1988.2.2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이사회에서 자유화 권고 농산물 12개 품목
중 10개 품목의 일괄 수락을 발표함.
- 미국 정부는 1986.10월 일본의 12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부과에 대해 GATT에 제소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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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1987.12월 GATT 총회에서 12개 품목 중 분유, 연유의 유제품과 전분의 2개 품목에
대해 자유화 권고안 채택을 거부한 바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일본 농수산성은 가공치즈 등 8품목은 1988년부터 개방하고, 자유화 권고에서 제외된 낙화생,
잡두 등 4개 품목은 수입수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
- 미국은 당분간은 양해하더라도 개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미국･일본 양국간 협상이 계속될 전망임.
- 미국, 호주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금번 일본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나머지 2개 품목의
개방문제도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함.

2. 일본･미국 간 주요 통상 현안문제와 관련한 양측 입장(주일본대사관 보고 종합)
●

소고기, 오렌지 수입자유화 문제
- 미국은 양국간 협의가 진전이 없자 1988.4.8. GATT 임시이사회에서 패널 설치를 요구함.
- 일본은 패널 설치 요구를 일단 거부하고 5.4. GATT 정기이사회까지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임.

●

일본 건설시장 개방문제
- 미국의 강력한 개방조치 요구로 1988.3.29. 오자와 일본 관방장관의 방미 시 타결됨.
- 구체사항에 관해서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간다는 방침임.

●

일본･미국 반도체 협정
- 미국 정부는 1987.4월 일본의 제3국 덤핑과 관련 미국･일본 간 반도체 협정 위반을 이유로
3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함.
- GATT 패널은 1988.3월 일본의 제3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가격 감시부분이 GATT 제11조
위반이라는 판정을 양국에 통보함.
- 일본은 동 감시를 폐지하려 하나 미국은 존속을 주장함.

89-1140

일본의 관세제도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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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89년 중 주일본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일본의 관세제도 내용임.
1. 일본의 관세감면제도(1987.8.1. 보고)
●

국내 가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내에서 가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서
관세감면조치를 하고 있음.

●

최근 엔화강세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을 들어 국회 등에서 동 제도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 표명됨.
- 1985년 아세안으로부터 아세안 관심품목에도 확대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국내의
가공업자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거부함.

2. 일본의 관세제도(1988.11.11. 보고)
●

외국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외국 현지에서 구입한 포장용기에 포장 반입 시 과세여부는 아래와 같음.
-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고 공해상에서 체포한 어획물은 포장용기에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냉동해야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본에서 출어한 자국선박이 체포한 어획물은 관세대상이 아니나, 외국에서 구입한 포장용기는
별도 대금이 지불된 것으로 통관절차와 관세납부의 대상이 될 것임.

3. 일본의 관세율 변경(1989.1.19. 보고)
●

일본 대장성 자문기관인 관세율심의회가 1989.1.18. 대장대신에게 제출한 농산물 수입자유화
관련 관세율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88년도 일본･미국 간 소고기 및 오렌지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세율을 인상함.
- 자유화 농산물 12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함.
- 옥수수, 그레이프, 소시지 등 농산물 자유화 교섭 관련 34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함.

4. 기타 보고내용
●

일본의 상계관세제도(1986.2월)

●

일본의 수입통관절차 설명회(1988.5월)

●

일본세관의 검사비율(1988.10월)

●

일본세관 수입물품 통관 소요시간(1989.1월)

●

여행자 휴대품목에 대한 면세한도 및 과세가격 기준(1989.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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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41

경제통상관련 미국 의회 청문회 개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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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산하 국제무역소위(위원장: Baucus 의원)는 1989.3.13.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

상원 재무위원회 산하 국제무역소위는 미국･이스라엘 간 FTA 교섭책임자 등의 증언을 청취함.

●

D. Cooper 교섭책임자 증언
- FTA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촉진하고,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부문 무역자유화의 모델을 제공함.
- 미국은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한국, 및 아세안국가 등과 FTA 체결 노력을 계속해야 함.

●

F. Bergsten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증언
- FTA는 한국, 일본, 대만 등 협정 체결 대상국보다 시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미국에 불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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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을 포기한다는 인상을 줌.
- 미국은 양자간 무역협상보다 UR(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협상에 노력해야 함.

2. 미국 의회 경제합동위원회(위원장: Hamilton 하원의원)는 1989.9.27. 독일, 일본, 대만 및 한국
등 대미 흑자국의 경상수지 추세 및 전망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

J. Williamson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증언
- 한국의 무역흑자 추세와 관련,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조치 및 원화 절상에 따라
1989년에 들어 대미 무역흑자가 대폭 감소함.
- 한국이나 대만에 대해 지나치게 급속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기보다는 경제정책 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

●

Lincoln 연구원 증언
- 한국을 슈퍼 301조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한국에 대한 압력을 줄인다는 것은 아님.
-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301조 지정과 같은 과도한 조치는 정치적 안정을
크게 약화시켰을 것임.

●

Hufbauer 조지타운대 교수 증언
- 한국이 시장개방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은 한국 내의 반미감정도
고려하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조용한 압력을 행사해야 함.

3. Brady 미국 재무장관은 1989.5.5. 상원 금융･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한국 및 대만과의
환율협상에 관해 증언함.
●

한국 정부가 1989년 1/4분기의 경상수지 흑자감소에 따라 원화 절상율을 둔화시킨데 유감을
표시하고 최근의 무역흑자감소 추세를 감안, 원화 절상률을 높일 것을 촉구함.

89-1142

중화민국(대만)의 미국 무역통상법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대처 동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4 / 11 / 1-140

대만(구 중화민국)의 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한 대처 동향임.
1. 대만의 대미 무역강화 실천계획 수립
●

1988.11. 대미 무역강화를 위한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

대만 실천계획 주요 내용
- 대미 무역흑자는 매년 10% 감소, 1992년에 GNP의 4% 수준 인하
- 1992년까지 대미 수출량을 전체 수출량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
- 각종 수입자유화 일정, 관세인하, 서비스시장 개방 및 각종 수입제한규정 완화 등

2. 대만 정부대표단 방미, 실천계획 설명
●

1989.3.12.부터 10일간 차관급 대표단(경제건설위 부주임)의 미국 방문, 실천계획 설명
- 경제자유화 일정, 대미 구매강화 등 대미흑자감소 노력

●

미국의 주요 관심분야인 환율문제를 제외하여 미국 측의 반응을 미온적으로 평가

3. 미국･대만 간 비공개 환율회담 개최
●

1989.3.20.~24. 하와이 개최

●

C. Davallar 미국 재정부차관과 대만 중앙은행 부총재 간 회담

●

대만 측 입장 언론표명: 환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절상선을 정할 수 없으며, 미국 측이
요구하더라도 수용 불가

●

회담 결과
- 대만 측은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환율절상을 요구하였다고 언급, 회담의 실패를 암시

4. 슈퍼 301조 관련 미국･대만 간 무역협상 개최
●

기간 및 장소: 1989.5.1.~5., 대만

●

대표단(수석대표)
- 미국: Mark Orr USTR 부대표보
- 대만: 강병곤 경제부 국제무역국장

●

토의 및 합의내용
- 향후 4년간 대만의 관세인하 계획 설명, 지적재산권보호 합의, 대미 무역흑자 개선 노력,
보험회사 설립숫자 제한폐지 문제 등 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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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미 구매사절단 파견
●

농산물 구매사절단
- 1989.8.4.~20. 워싱턴, 아이다호 등 미국 서북부 6개주 방문
- 30만 톤의 곡물구매계약 체결

●

제조업체 구매사절단
- King Mau-Hui 대만 제철회장 등 제조업체대표 31명
- 기간: 1989.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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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목표액: 4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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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한･칠레 통상관계와 관련된 협상 내용임.
1. 칠레의 대한국 무역협상 제의
●

제의 내용
- 주제네바 칠레대사는 1988.10.17. 본국의 훈령을 전제로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증진을
위한 협상을 제의
- 칠레는 상호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 방안에 대한 협상을 희망

●

무역협상의 성격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다자간 무역협상 차원에서 추진
- 협상의 결과는 MFN(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여타 체약국에도 적용

2. 칠레 제의에 대한 정부 검토
●

외무부는 칠레의 제의에 관해 상공부, 재무부, 농림수산부의 의견을 1988.11.14. 문의

3. 칠레산 포도 독극물 검출
●

미국의 수입금지
- 미국으로 수출된 칠레산 포도에서 독극물 검출
- 미국 FDA(식품의약국)은 1989.3.13. 칠레산 농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
- 미국 FDA는 3.17. 칠레산 포도 수입금지를 해제하고 기타 과일에 대한 수입금지는 유효하다고 발표

●

칠레 정부의 성명
- 칠레 내무장관은 3.14. 특별성명을 발표, 극약 검출 경위를 조사함과 동시에 대미 수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
- 농산물 수출 사보타주는 좌익 공산세력의 테러행위의 일부로 간주

●

여타국의 반응
- 칠레 농산물을 수입 중인 일본, EC(구주공동체) 등도 당분간 칠레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

4. EC의 칠레산 사과 쿼터 관련 GATT 패널보고서 지지 요청
●

주한 칠레대사관은 1989.4.26. GATT 이사회에 상정될 EC의 칠레산 사과 쿼터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

●

6월 한국의 BOP(국제수지)위원회 협의 시 BOP 위원국인 칠레의 지지 교섭 필요성과 동
패널보고서의 결론이 정당함을 감안, 칠레입장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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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된 한･캐나다 간 협의 내용임.
1. 주한 캐나다공사는 1988.6.16. 통상국장과 오찬 시 한국의 보험시장이 미국회사 외에 타국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2. McCloskey 캐나다 외무부 차관보는 1988.11.4. 주캐나다대사 앞 공한으로 한국의 보험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
1222

●

Wilson 캐나다 재무장관의 사공일 재무부장관 앞 서한 첨부

3. 외무부는 1988.12.3. 캐나다의 한국 보험시장 참가 가능성에 대한 관심 표명과 관련, 생명보험
등에 관한 입장을 재무부에 문의함.
4. 외무부는 1989.1.30. 주캐나다대사관에 한･미국 간 합의사항이 캐나다 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캐나다 보험회사의 한국 진출문제는 양국 정부간 합의 후 처리될 사항임을 통보함.
5. 외무부는 1989.2.9. 국내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 캐나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등
하게 시장을 개방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6. Lewis 주한 캐나다대사관 1등서기관은 1989.3.29. 외무부 통상1과장을 접촉, 캐나다 외무차관
방한 시 협의된 캐나다의 한국 보험시장 진출문제에 관한 후속조치를 문의함.
7. Lewis 1등서기관은 1989.3.30. 재무부를 방문, 캐나다 보험회사의 합작생보사 설립허가 신청서를
4월 제출 예정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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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캐나다 세관협력회의가 1989.5.19.~20.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홍재형 관세청장

●

캐나다: Ruth Hubbard 국세부 관세담당차관

2. 회의 의제
●

한국 관세공무원의 파견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

덤핑방지 관세제도의 운영

●

양국간 무역통계 관련 사항

●

양국 세관 상호지원협정 이행 및 세관협력회의 검토

3. 회의 평가
●

상호지원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포함한 상호 현안의 정기적인 협의체제 구축

●

연수파견제도의 효과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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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한･캐나다 섬유협정 운용에 관한 협의 내용임.
1. 1988 섬유쿼터 융통성 협의
●

한･캐나다 섬유협정 양해각서 제14, 16, 18조에 의거, 융통성 사용 및 가용량에 대한 한국
측 계획과 관련 캐나다 측이 1988.12.15. 의견을 제시

●

이에 대해 상공부는 1989.2.8. 주한 캐나다대사관 상무관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
- CAT1, 1C, 5, 5A조 상 사용 건: 1988 물량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 측의 가용량 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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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함.
- CAT12, 13의 Swing In 및 CAT14의 Swing out: 물량산출 시 전환요소 착오로 물량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재조정함.

2. Polycotton Yarn 섬유쿼타 규제 적용 여부
●

상공부는 1986년도 한･캐나다 섬유협상 시 섬유쿼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양국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1989.1.26.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캐나다 측과의 협의를 요청

●

캐나다 외무부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여 당초 입장을 철회하고 Export Licence없이
수입통관을 허용하겠다고 3.3.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

3. Item10 품목 분류 이견 관련 협의
●

상공부는 1989.1.30. 주한 캐나다대사관 상무관으로부터 Item10으로 캐나다에 수출한 자켓에
대한 Item 분류상의 이견을 접수한데 대해, Item1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캐나다 정부는 동 품목이 Item1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당초 주장에 변함이 없으며 Item1로
분류되어 수입통관 조치됨을 4.20. 한국 측에 통보

4. 섬유쿼터 융통성 사용
●

캐나다 정부는 섬유쿼터 품목에 대한 1989.1~6월 간 E/L 발급통계와 관련, 1988.11월 한국의
조상사용 요청에 따라 Item13 및 13C의 1989년 중 규제물량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 측에 통보

●

캐나다 정부는 1988년 중 Category 13U의 대캐나다 선적량이 79,678Kg이므로 1989년 이월
가능량은 3,730kg라고 1989.12.19. 한국 측에 통보

●

상공부는 이월량 통계 차이분에 대해 한국 측의 현 소진량 감안 시 섬유쿼터 집행상 문제가
없다고 12.20. 캐나다 측에 통보

89-1147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통상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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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9년 중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통상 관련 교류 동향임.
1. 체코 한국상품전시회 개최 결과
●

기간 및 장소: 1985.12.9.~14.

●

개최방법: 동구 전문상을 통한 간접 개최

●

전시품목: 자켓, 셔츠, 바지 등 의류

●

참가업체: 유림통상 등 6개 업체

●

성과: 35만 달러 계약

2. 1988 춘계 브루노 국제소비재 박람회 참가 결과
●

기간 및 장소: 1988.4.16.~21., 체코 브루노

●

참가현황: 43개국 900개 업체

●

성격

●

한국관

- 체코 유일의 소비재 종합국제박람회로 박람회 기간 중 서방측의 주요 소비재 구매계약 체결
- 참가방식: 서독 중개상과 공동명의로 상사요원 2명 참가
- 참가업체: 쌍용 등 3개사
- 전시품: 비디오/오디오 제품,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섬유제품 등
- 성과: 섬유제품 200만 달러 확정 상담으로 체코 방직기와의 구상무역 추진

3. 1989 춘계 브루노 국제소비재 박람회 참가 결과
●

기간 및 장소: 1989.4.15.~20., 체코 브루노

●

참가현황: 28개국 762개 업체

●

성격

●

한국관

- 춘･추계 2회에 걸쳐 열리는 박람회로 춘계에 일반소비재, 추계에는 기계류 박람회로 구분, 개최
- 규모: 102 S/M
- 참가형태: 비인 무역관 명의 참가
- 참가업체: 삼성, 대우, 효성 등 5개사
- 전시품: 섬유류, 가전제품, 신발류 등
- 상담실적: 수출 404만 달러, 수입 543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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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섬유쿼터 운영.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85 / 4 / 1-128

1989.1~6월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쿼터 운영에 관한 교류 내용임.
1. 섬유쿼터 비자발급건별 수입통계
●

상공부는 1988.6월 섬유쿼터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출대상국에 건별 수입통계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하면서 1989년도 EC 등의 1/4분기 수입통계를 입수하여 주도록 1989.4.11.
외무부에 요청

1226

2. 섬유쿼터 품목 1988 수출허가서 발급실적 및 조상 사용실적
●

상공부는 한･EC 섬유협정 등에 의거, 수출실적과 조상 사용량을 관계국에 송부하도록 요청하면서
일부 EC국가와 한국과의 쿼터 가용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용량 차이 발생의 방지를
위해 조상 협의량이 아닌 실제사용한 조상량으로 1989 쿼터 가용량을 관리하도록 1989.4.20.
외무부에 요청

3. 스페인 섬유 CAT100 통관보류
●

상공부는 섬유쿼터 CAT100이 쿼터 소진을 이유로 스페인 세관에 통관 보류 중인 사안과 관련,
EC 집행위와 한국 간 협의에 의해 1988.10.18. 신규 쿼터로 전환된 품목이므로 쿼터 전환전의
EC 역내수출 등으로 통계차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우선 1989년도 E/L을 발급,
통관하도록 스페인 측에 요청할 것을 1989.3.21. 외무부에 요청

4. 섬유쿼터 E/L 실적
●

외무부는 한･EC, 한･스웨덴, 한･오스트리아, 한･노르웨이 섬유협정에 의거 섬유쿼터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서 발급 실적을 관련대사관에 1989.5.23. 송부

5. 포르투갈 섬유쿼터 CAT35 기본 쿼터 초과
●

주EC대사는 EC 집행위 섬유담당관이 1989.5.23. CAT35의 포르투갈 수입물량이 1989 쿼터를
초과함을 통보하여 왔다고 보고하면서 사실 여부 및 관련 통계를 요청
- 포르투갈 측이 8건의 수입물량 행선지가 베네룩스이었음을 확인하고 EC와 협의, 시정 예정이라고
대사관이 보고

89-1149

한･EC(구주공동체) 섬유쿼터 운영.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85 / 5 / 1-196

1989.7~12월 중 한･EC(구주공동체) 섬유쿼터 운영에 관한 교류 내용임.
1. 섬유쿼터 수입허가 실적
●

EC 집행위는 1989.1~3월 섬유쿼터 수입허가 실적을 1989.6.27. 주EC대표부에 통보

●

상공부는 한･EC 섬유협정 등에 의거, 대EC 수출허가서 발급실적 등을 7.21. 송부

●

상공부는 1989.1~9월 대EC 수출허가서 발급실적을 11.1. 송부

2. I/L 취소 및 선 E/L 원본 반송 요청
●

이태리 수입상은 섬유쿼터 CAT3 9,946kg을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하고 1989.3.14.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장침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

외무부는 수입상의 계약취소 물량 9,946kg에 대한 I/L 취소, 선 E/L 원본 반송 및 수입통계
정정을 요청하도록 주이태리대사에게 7.12. 지시

●

이태리 정부는 I/L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므로 수입상이 미사용 I/L을 자진 반납하기 전에는
통계 정정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통보하여 왔다고 7.27. 주이태리대사가 보고

3. I/L 통계정정 요청
●

상공부는 프랑스 ’88 섬유쿼터 CAT32, 35 및 그리스 ’88 섬유쿼터 CAT21, 35의 I/L 통계가
한국 측과 상이하므로 통계를 정정하도록 1989.8.14. 요청

●

주그리스대사는 Bank of Greece가 통계를 정정하였음을 9.15. 보고

●

EC 대표부는 EC 측이 프랑스 CAT32, 35 통계안에 BNL분이 포함되어 한국 측 통계와 차이를
초래하였으며 EC집행위에서 협의, 통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하였음을 10.25. 보고

4. 대EC ’89 섬유쿼터 융통성사용 협의
●

상공부는 한･EC 섬유협정 제7조에 의거 ’89 섬유쿼터 융통성 및 가용량을 산정, 송부하면서
이월 및 조상 관련 EC 집행위와 협의하여 주기를 1989.9.22. 요청

●

주EC대표부는 EC 집행위 측이 11.7. 개최되는 섬유위원회에 회부, 협의 예정이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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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50

핀란드의 신발류 수출 자율규제 요청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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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란드의 한국산 신발류 수출 자율규제 요청
●

주한 핀란드대사는 1989.1.26. 통상국장을 면담, 1987년 및 1988년 한국산 신발류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핀란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1989년도 대핀란드 수출을 150,000(남성용)
및 100,000(여성용) 수준으로 자율규제하여 주기를 요청

●

주핀란드대사도 핀란드 외무부 경제부국장의 1.26. 발언을 보고

2. 핀란드 요청 검토 및 통보
1228

●

주핀란드대사관 보고
- 국산 신발류가 대용품 내지 보완재로 사용될 뿐, 핀란드 국내산업에 직접적 영향이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핀란드의 고임금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에 있어 자율규제는 부당
- 한국산 신발류의 수출이 1987년보다 감소

●

상공부 의견
- 핀란드 측 관심품목인 목이 긴 혁화의 수출이 1987년 이후 시장개척 및 소비자 선호추세로
수출이 급증
- 국산품의 가격이 저임금 구조로 인해 핀란드산보다 저렴하며, 덤핑 등 불공정수출에 의한
것은 아님.

●

외무부는 상기 정부입장에 따라 한국신발수출조합 및 핀란드 제조업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출자제방안을 강구하는 등 해결을 유도할 계획임을 핀란드 정부에 전달하도록 1989.3.30.
주핀란드대사에게 지시
- 주핀란드대사관 직원은 4.25. 핀란드 외무부 경제부국장을 면담, 한국 측 입장을 설명

3. 대핀란드 수출자제 협의
●

상공부가 핀란드 입장이 강경할 경우에 시장교란법에 의한 일방적 규제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외무부는 1989.4.4. 주핀란드대사에게 핀란드 내 동향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

●

외무부는 4.22. 선제적 조치로 한･핀란드 민간업계 간 협의 필요성에 관한 상공부의 의견을 문의

●

상공부는 5.22. 한국 신발수출조합의 핀란드 대표단 방한 초청이나 한국업계 대표단의 핀란드
방문을 통해 협조체제 구축을 협의하는 방안을 회신

●

주핀란드대사관 직원은 5.26. 핀란드 외무부 경제부국장에게 이에 관해 통보

89-1151

한･인도 통상진흥.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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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5월 중 한･인도 간의 통상진흥에 관련된 교류 내용임.
1. 워크숍, 박람회 등 행사 참가
●

중소기업수출진흥 워크숍이 1989.2.14. 뉴델리에서 개최된바, 동 워크숍에서 유기정 전
중소기업협동조합회장이 세계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

●

백성일 주인도대사대리 및 주인도대사관 상무관은 3.15. 인도상의 연합회가 주최한 National
Convention on Exports에 참가
1229

2. 인도산 캐슈넛 수입문제
●

농림수산부는 인도 측이 요구한 인도산 캐슈넛의 수입규제완화와 관련, 식물방역법 제7조 등에
의해 수입금지품목이 아님을 1989.2.10. 회신
- 생과실로서의 캐슈넛은 금지되며, 과육이 제거된 핵 및 인으로서의 캐슈넛은 수입이 가능

●

주인도대사관 상무관은 3.2. 인도 상무부 국장을 면담, 수입규제가 없음을 통보

3. 비공식 교역증진회의 개최
●

제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1989.1.16. FICCI(인도상의)
- 한국 측 참가자: 대사, 상무관, 무역관장, 주재상사 대표 등 11명
- 인도 측 참가자: 자동차부품협회장, 11개 자동차부품회사대표
- 회의 평가: 자동차 부품회사와의 종합적인 상담 기회 마련

●

제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1989.5.9. FICCI
- 한국 측 참가자: 대사, 상무관, 경제담당서기관, 무역관장, 주재상사 대표 11명
- 인도 측 참가자: FICCI 회장, 인도투자센터 사무총장, 24개 업계대표
- 회의 내용: 인도의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 정책 및 절차 설명, 한･인도 기업인 간 개별 상담 등

89-1152

한･인도 통상진흥.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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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6~12월 중 한･인도 통상진흥에 관련된 교류 내용임.
1. 1989년 2/4분기 무역진흥경제협의회

1230

●

일자 및 장소: 1989.6.8. 주인도대사관

●

참석자: 주인도대사, 주인도대사관 직원 및 현지 주재 상사대표 등 16명

●

회의 내용: 인도 경제정세, 무역현황, 인도시장 전망 등

2. 한･인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

일자 및 장소: 1989.8.3. Confederation of Engineering Industry

●

참석자
- 한국 측: 주인도대사, 주인도대사관 상무관
- 인도 측: 민간경제협력위 인도 측 회장 등 22명

●

회의 내용: 인도 측 회장 환영사, 주인도대사 연설 및 질의응답

3. 제3차 비공식 교역증진회의
●

일자 및 장소: 1989.8.31. 인도상의 연합회

●

참석자
- 한국 측: 주인도대사, 주인도대사관 상무관, 무역관 부관장, 9개 주재 상사대표
- 인도 측: 한･인도 민간경제위원회 교체회장 등 기업인 22명

●

회의 내용: 한국의 무역정책 설명, 양국간 교역증진 관련 질의응답, 개별상담

4. 1989년 3/4분기 무역진흥경제협의회
●

일자 및 장소: 1989.9.12. 주인도대사관

●

참석: 주인도대사, 주인도대사관 직원 및 지사장 등 13명

●

회의 내용: 인도경제 및 무역현황, 무역동향과 하반기 전망 등

5. 봄베이 상공회의소 연설
●

주인도대사는 1989.11.6. 봄베이 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경제현황 및 한･인도 경제협력” 제하로 연설

●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양국기업 간의 구체적인 합작가능 분야 및 실현가능성에 관해 답변

6. 인도 수출자유지역 확대
●

인도는 기존의 6개 수출자유지역에 추가하여 1989.3.15. 인도동부 항구도시인 Vishakhapatnam
지역을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

●

인도 상무부는 동 수출자유지역에 한국기업의 입주를 요청하고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공동입주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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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품목 축소문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85 / 9 / 1-18

일본의 한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대상품목 축소문제와 관련된 내용임.
1 일본 언론 보도내용
●

1988.10.25. 마이니치신문 보도
- 대장성은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계속하기로 하고, 한국에 대한 GSP 폐지는 내년도
관세율 개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

●

1232

1989.4.7. 니혼게이자이신문 및 4.16. 산케이신문 보도
- 일본 정부는 현행 특혜관세제도를 개정, 한국 등 NICs(신흥공업국) 에 대한 특혜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할 방침임.
- 동 방침은 1989.5월 각료회담 시 한국에 설명할 예정임.

2. 일본 관계기관 반응(1989.4.19. 주일본대사관 보고)
●

외무성

●

통산성

- 관계성청으로부터 통보받은바 없으며 전혀 근거없는 추측기사임.
- 대한국 GSP 축소방침을 정한 바도 없고 각료회담에서 거론할 생각도 없음.
●

대장성
- 현행 GSP 제도는 내년부터 재검토 착수 예정인 바,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음.

89-1154

한･일본 통상 일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85 / 10 / 1-131

1988~89년 중 한･일본 간의 통상업무와 관련된 내용임.
1. 관세청과 일본 대장성 간 불공정 수출행위(상표도용) 조사 협조(1988.1월)
●

한국인 수출상이 일본에서 인기있는 미국상표 골프화(한국산 가짜상품)를 일본에 수출하려다가
1987.10월 일본 고베항에서 적발됨.

2. 신임 이원경 주일본대사의 경제관계 인사 접촉
●

미야자와 대장상(겸 자민당 부총재) 예방(1988.6.1.)
- 재일동포 올림픽 성금에 대한 면세조치 등 협조에 사의 표명

●

사이토 경단련 회장(5.16), 스즈키 일경련 회장(5.31), 스기우라 일한 경협회장(5.13) 접견

●

아카자와 일본 무역진흥회 이사장 예방(6.8.)

-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일본 측 협력 필요성 강조
- 작년 오사카 개최 한국 FAIR 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

3. 주일본대사관을 통한 통상현안 협조요청 사항
●

미얀마 철도공사에 진출한 ㈜대우의 대일본 신용장 개설 협조 요청(1989.7.10.)

●

한국산 송이버섯 등 농산물에 대한 방사선 사용문제(10월)

1233

89-1155

한･소련 및 동유럽국가와의 교역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85 / 11 / 1-277

1988~89년 중 한･소련 및 동유럽국가와의 무역과 관련된 내용임.
1.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987.11.5. 동구지역 공산국가와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무역관 설치계획을 마련함.
●

동구지역 국가의 상공회의소와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 및 통상대표사무소 개설 합의

●

헝가리, 동독,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4개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상국의 상주사무소 개설에 따른 편의 제공

1234

2. 1988.1.7. 동구권 시장 진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가 개최되어, 미수교국과의 경제교류
제약에 따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간접교역 활성화

●

대동구권 교섭 강화(KOTRA 설치, 민간기업 지사 설치, 통상사절단 상호파견 등)

●

직교역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Bank-Corres 체결, 비자 협조, 직항로선 개설 등)

●

구상무역 추진 확대

3. 1988~89년간 한･동구권 간 교역현황 자료 등이 포함됨.

89-1156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전11권
(V.1 1987-89.3(I))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6 / 1 / 1-396

1987~89.3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주미국대사와 USTR(미국무역대표부) 간 협의
●

1987.12.10. Smith USTR 부대표 면담, 한국 측 입장 설명
- USTR 측은 한국 측이 약속한 1988.1.1. 시한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등 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있어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는 우려를 전달

●

1988.1.11. 외무부는 소고기 및 농산물 문제 최종 입장을 미국 측에 제시하도록 지시
- 주미국대사는 1.21. Yeutter USTR 대표를 면담, 보험 등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설명
- 미국 측은 1.22. 한국입장에 대한 반응을 전달: 소고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절차 개시 예정, 담배 관련업계의 301조 조사발동 기청원, 보험 관련 한국 측 입장 수락

●

대통령 친서 전달
- 주미국대사관이 1988.1.20.자 레이건 미국 대통령 앞 대통령 친서를 1.22. 미 국무부
한국과에 전달

2. 미국 종합통상법 운용 전망에 대한 주미국대사 보고(1988.11.22.)
●

슈퍼 301조 불공정무역관행 지정문제
-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한국이 불공정무역관행국으로 지정될 전망
- 지정 시한: 1989.5월 말

●

환율협상문제
- 미국 재무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국무부, USTR과는 협의하지 않음.
- 협상결렬시 보복규정은 없으나 양국간 경제통상관계에 광범위한 영향 초래

3. 종합통상법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

레이건 대통령은 1988.12.27. 종합통상법 및 관련 통상문제 시행을 위한 명령을 발표

●

통상관련사항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USTR 대표에게 위임하는 등의 조치
- 통신분야 우선교섭대상국에 대한 교섭 및 합의 실패 시 대통령 조치에 대한 대의회 보고
- 외국 포도주시장 장벽 관련 대의회 보고서 제출 등

4. 특별법상 수입제한제도 개선 심의를 위한 관계장관 대책회의
●

1989.2.17.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개최

●

30개 특별법상의 절차적 수입제한 완화방안, 검사 등 수입절차 간소화 방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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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9년도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주미국대사 보고(1989.3월)
●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89.3.1. 신통상법에 따른 1989년도 미국통상정책 과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동 보고서는 통상정책의 목표를 농산물 등에 대한 해외시장개방의 최대확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확대하는데 있다고 전제, 다자무역체제 강화, 해외시장개방교섭확대 등 추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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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전11권
(V.2 1989.3(II))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6 / 2 / 1-252

1989.3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미국 상공회의소의 슈퍼 301조 적용대상국 선정 동향
미국 Inside U.S. Trade지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4개국을 슈퍼 301조
적용대상국으로 선정, 행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1989.3.10. 보도
- 미국제조업자 협회도 일본을 301조 적용대상국으로 추천할 것을 검토
● Inside U.S. Trade지는 3.17. 한국의 슈퍼 301조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미국행정부
안팎에서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도
●

2. NTE(National Trade Estimate, 무역징벽보고서)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1989.3.15. NTE 보고서 한국관계부분 초안을 주미국대사관에
전달하고 검토 의견을 요청
● NTE 초안 요지
- 고관세 등 수입제한정책, 표준화제도, 정부구매, 수출보조금, 지적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완성된 NTE 보고서는 4.30. 의회에 보고 예정
- NTE 보고서는 1974 통상법 제2241조에 의거, 매년 국별무역장벽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
●

3. USTR의 미국 통상정책 브리핑
●

USTR의 Allgeier 대표보는 1989.3.16. 주미국특파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및 한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브리핑
- 미국 측은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함.
- 미국의 시장개방촉구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통상문제가 국민간의 감정적 차원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대미실무설명반 파견
기간: 1989.3.29.~4.2.
● 대표단: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등
● 목적
- 미국행정부의 PFC 지정 동향 파악, 한국의 시장개방조치 설명, NTE 초안 내용 협의 등
● 활동 결과
- PFC 지정 관련 동향: 미국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발표 관련 협상 여지 파악, 미국
재무부 관심분야인 환율, 투자 등에 관해 협의
- NTE 보고서 초안 수정: 한국 측 제시 의견 반영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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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전11권
(V.3 1989.4(1))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6 / 3 / 1-187

1989.4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미국 측 포괄협상안 제시
미국 측은 1989.3.31. TPRG 회의에서 슈퍼 301조 관련 대한국 포괄협상안을 확정
- 농산물, 국산화, 투자 등 3개 분야로 구성
- 각 분야마다 priority practices 및 secondary practices로 구분
● 동 협상안에 한･미국 간 합의 시 한국을 PFC(우선협상대상국)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보장 가능
● 미국 측은 동 협상안을 4.3. 문서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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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국 간 협의
기간 및 장소
- 1989.3.31. 미국 USTR(미국무역대표부)
● 참석자
- 한국 측: 주미국대사관 공사 및 경제담당 참사관 등
- 미국 측: USTR Allgeier 대표보 등
● 협의사항
-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슈퍼 301조 적용 관련 미국 측의 패키지 내용을 설명
- 패키지 요지: 패키지에 대한 양측 간 합의도달 시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에 대한 PFC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결정
●

3. 제1차 한･미 통상고위실무협의
기간 및 장소
- 1989.4.11.~13., 워싱턴 D.C.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 미국 측: Allgeier USTR 대표보
● 농산물 분야 협의내용
- 한국 측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 결정이 Council에서 채택될 시 수용할
용의를 표명하고 농산물 분야의 추가 양보는 불가능함을 언급
- 미국 측은 관심품목의 수입자유화율 저조에 실망을 표시
● 투자 분야 협의내용
- 한국 측은 투자자유화계획 제시
- 미국 측은 지분제한 등 투자조건 폐지를 희망
●

89-1159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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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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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4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미국 측 수정협상안 제시
●

미국은 1989.4.17. 수정협상안을 서면으로 제시

●

수정협상안 요지
- 농산물: 1989~91년 개방 예시계획 시기 단축, 개방대상품목 확대, 관세인하
- 수산물: 수입자유화 3개년계획 제시 요청, 버찌 저온훈증 허용 시한 제시
- 국산화: 국경폐쇄 관련 각종 특별법 개정 및 관련 조치 시한 제시, 1989년 중 수입신고제
점진적 폐지
- 투자: 투자실적 요구조건 즉각 폐지, 투자 자동인가제 시행 요청

2. 한승수 상공부장관 방미 활동(1989.4.15.~23.)
●

활동 내용
- 행정부인사 접촉: 상무장관, 통상대표, 농무장관 등
- 의회인사 접촉: 하원 세입위원장 주최 오찬
- 언론계인사 접촉: 주미국특파원 만찬, W.P. 인터뷰, 기자회견(워싱턴 주재 미국기자단)
- 기타: Asia Society 오찬연설회, CFIA 강연 등

●

미국 측 태도 평가
- 미국의 대한국 시장개방 압력 계속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미국업계 및 의회의 관심 지대
- 불공정무역관행국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 불가피

3. 관계부처장관 대책회의(1989.4.21.)
●

기본 입장
- 양국간 우호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통상문제의 원만한 해결 지향
-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회피를 위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
견지

●

분야별 대응방안
- 농산물: 농업장기구조 계획과 연계하여 추가 개방계획 수립
- 국산화: 신규 규제조치 금지 약속 등
- 투자: 투자인가 시 실적요구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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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4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제2차 한･미국 고위 통상실무협상 개최
●

기간 및 장소
- 1989.4.25.∼26. 워싱턴 D.C.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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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측: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

회의 일정
- 4.25.: 수석대표 개회사, 미국 측 수정협상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 설명, 미국 측 평가
- 4.26.: 회의

●

양측 개회사 요지
- 한국 측은 농산물분야에서의 수입개방 예시계획(1989.4.8.)이 최종 대안임을 강조
- 미국 측은 오렌지, 사과, 포도 등 신선과일 및 쥬스류가 미국 측에 매우 중요한 품목이라고
하면서 품목의 개방 예시계획을 포함, 11개 품목의 개방시기 단축 등 미국 측의 요청반영을 요구

●

분야별 한국 측 입장 설명에 대한 미국 측 평가
- 농산물: 한국 측이 융통성을 보이지 않는데 대한 실망 표시. BOP(국제수지) 원용 포기를
재차 요청
- 국산화: 대체로 만족 표명
- 투자: 국가안보 등 투자인가 조건부과분야의 광범위성 지적

2. 미국 측의 NTE 보고서 발표
●

USTR의 법률자문관은 Hills USTR 대표를 대신하여 1989.4.28. 1988년도 NTE(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

●

NTE 요지
- 36개국의 무역불공정 관행을 8개로 구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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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 관련 자료임.
1. 제2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 자료(1989.4월, 상공부)
●

협상개요
- 경위, 대표단 명단 등

●

미국 측 제의 내용
- 제1차 제의 내용
- 제2차 제의 내용

●

한국 측 입장
- 기본전략
- 농산물 시장개방: 우선협상대상 관행, 2차적 협상대상 관행
- 국산화정책: 우선협상대상 관행, 2차적 협상대상 관행, 한국 정부 확인사항
- 외국인 투자: 우선협상대상 관행, 2차적 협상대상 관행, 한국 정부 확인사항

●

제1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 결과

2. 미국 측에 전달한 자료
●

Items related to Import Procedures based on Special Laws

●

Pharmaceutical Products requiring Import Approval or Notification

●

Simplified Rates and Its Calculation Bas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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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5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된 미국 및 한국의 동향임.
1. 슈퍼 310조 관련 미국 행정부 내 동향
●

1989.5.2.자 New York Times는 슈퍼 301조 관련, 부시 미국 행정부 내 고위통상정책결정자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보도 요지
- 슈퍼 301조 시행과 관련 온건론과 강경론이 대두하고 있으나 미국 행정부 내 강경론은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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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dy 미국 재무장관 등 대부분 각료는 보호주의적 강경대응에 우려 표명

2. 1988년 종합통상법 시행 관련 미국 상원 재무위 청문회
●

1989.5.3. 재무위 청문회에서 주요 인사들이 증언

●

증언 요지
-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UR(우루과이라운드) 성공 시까지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301조 발동을 주저하지 않음.
- Archey 미국 상의 부회장: 우선협상대상국에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포함을 주장
- 의회 의원(Riegle, Danforth, Baucus, Rockefeller): 일본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강력 주장
- Lovett 전국 임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의 임산물 시장 개방 촉구

3. 미국의 외국인 투자제한 해제 요구 관련 타국의 사례 조사
●

미국은 한국의 현행 투자인가제를 전면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인가 시 부과하는 각종 이행조건의
폐지 및 한･미국 통상항행조약상의 내국민 대우조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

●

외무부는 대미 협상에 참고하기 위해 1989.5.4. 관계 재외공관에 지시하여 아래와 같이 타국의
사례를 수집
- 영국: 상법상 내외국인에 대한 동일 대우
- 이태리: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제한 외에는 완전자유화
- 일본: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인가제로부터 신고제로 전환(기업의 동의 폐지)
- 대만(구 중화민국): 외국인 투자 범위를 Negative List로 조정하는 요지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
- 벨기에: 은행 및 보험에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투자인가가 필요하나 그 외 분야는 신고제
- 독일: 외국인 투자인가제도는 없으며 설립관계를 중앙은행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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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5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미국 측의 제3차 협상안 제시(1989.5.5.)
●

농산물분야 협상안
- 1989~91년 수입개방 예시계획 대상품목을 31개에서 16개로 축소 조정(단, 오렌지, 오렌지쥬스,
포도쥬스의 추가 포함이 불가능 시 연도별 쿼터제 실시 제의)
- 한국 측이 BOP(국제수지) 원용 수입제한 중단을 약속하는 경우 추가 개방대상 품목수를 9개로
축소할 용의 표명
- 개방시기 단축: 11개 품목의 개방시기 1년씩 단축
- 관세인하: 7.1.부터 20개 품목에 대한 50% 탄력관세 적용

●

국산화 문제 협상안
- “임상관리 규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동 개정내용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 Standards Code에 통보 요청

●

투자분야 협상안
- 민간차원의 기술도입계약에 한국 정부의 불개입 약속 요청

2. 경제장관회의 개최(1989.5.9.)
●

제3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방안 논의를 위한 경제장관회의 개최

●

분야별 대응방안
- 농산물분야: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추가 개방은 어려움(최악의 경우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시에도 기존 입장 견지)
- 국산화 문제: 양측 의견이 접근하고 있어 타결 가능
- 투자분야: 이견이 있으나 입장 접근에 노력하고 대표단에 재량권을 위임하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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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5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제3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 개최(1989.5.11.~17., 워싱턴 D.C.)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 미국 측: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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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내용
- 농산물: 미국 측은 1989.4월 한국 측의 농산물 3개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추가하여
1990.3월까지의 추가개방계획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한국 측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농산물의
점진적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
- 국산화: 양측이 특별법상 각종 수입제한 및 표준화 제도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등에 일치하도록 개선할 것에 합의
- 투자: 한국 측이 점진적 개방화 차원에서 1993.1월부터 외국인 투자 전면신고제 실시 등
미국 측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

●

협의 결과
- 국산화, 투자분야는 타결되었으나 농산물분야는 양측 입장 차이로 토의 보류
- 미국 측은 한국을 PFC(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약속

●

합의서 가서명
- 1989.5.18.자로 국산화, 투자분야에 관한 합의서 가서명

2. 농산물분야 타결
●

USTR은 1989.5.19.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서한 교환안 동의 시 농산물 PFP(우선협상관행)
지정 제외 제안

●

정부는 5.19.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이에 합의
- 외무부는 농산물분야 서한을 교환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

3. 한･미국 간 합의서 서명
●

동 서명은 USTR에서 박동진 주미국대사와 Carla Hills USTR 대표 간에 서명됨.
- 1989.5.19. 투자 및 국산화 부분에 관한 한･미국 간 합의서(Exchange of Letters) 서명
- 1989.5.25. 농산물분야에 관한 한･미국 간 합의서 서명

89-1165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전11권
(V.10 합의사항 이행(I))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6 / 10 / 1-237

1989년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된 한･미국 간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내용임.
1. 한･미국 합의사항 이행 관련 관계부처 회의
●

실무회의
- 1989.6.1.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한･미국 합의사항
이행계획 협의
- 소관부처는 분야별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결정

●

외국인 투자분야 합의이행 실무회의
- 1989.6.2.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외국인 투자분야 합의사항
이행에 관해 협조

●

1989년 하반기 한･미국 통상대책 경제장관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1989.8.17. 경제장관회의실
- 참석: 부총리, 외무부, 농수산부, 재무부, 보사부, 체신부, 법무부장관 등
- 내용: 소고기, BOP(국제수지), 외국인 투자, 비공식실무회담 개최문제 등 논의

2. 버찌 저온훈증 협의
●

주미국대사관은 5.30. Earp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접촉, 버찌 저온훈증 허용을 위한 농림수산
부고시 개정내용을 통보
- 한국과장은 개정 고시에 저온훈증 허용과 더불어 포장, 수입검사 및 증명서 요구 등 새로운
수입관련 절차를 도입, 실제로 더 복잡한 수입장벽이 설정되었다는 업계 측의 불만이 표시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

●

김정용 주미국대사관 농무관은 6.1. John Hopkins 미국 농무성 무역과장 등을 면담 시, 한국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버찌의 수입에 대해 수입제한 장벽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미국 측이
의심하고 있음을 관찰

●

외무부는 훈증온도의 차이 및 수입검사의 강화 등에 관한 미국 측 제기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
및 해명자료를 6.2. 농수산부에 요청

●

외무부는 농수산부가 미국 측 제기사항을 검토, 고시 개정 방침임을 6.9.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
- 농림수산부고시 제89-38호가 1989.6.15.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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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투자분야 한･미국 합의사항 이행
●

재무부는 6.7. 투자인가지침 개정안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

●

재무부는 6.30. 투자제한완화 조치에 관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에 설명

●

외국인 투자제한완화 조치 요지
- 외국인 투자인가지침 제5조 제2호(전량수출사업의 예외적 허용)를 6개월 앞당겨 삭제
- 동 지침 제7조 제2항(국내기존업체와 합작 시에만 허용) 관련, 추가 3개항까지 모두 6개항을
앞당겨 6.30.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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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전11권
(V.11 합의사항 이행(II))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7 / 1 / 1-65

1989년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된 한･미국 간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내용임.
1. 농산물 수입관리대책
●

외무부는 1989.9.22. 1988년 농림수산물 수입관리대책 및 농축산물 수입추천계획(농림수산부
작성)을 주미국대사관에 송부, USTR(미국무역대표부) 등에 설명하도록 지시

●

Earp USTR 한국과장은 9.25. 동 내용을 검토하겠다면서 1989년도 농산물 수입관리대책 내용도
요청

●

외무부는 10.7. 1989년 농산물 수입관리대책 등을 주미국대사관에 송부

2. 슈퍼 301조 투자분야 합의 이행
●

재무부는 1989.10.5. 외무부에 슈퍼 301조 관련 미국 측과의 외국인 투자분야 합의사항 중
9.30.까지 조치하도록 된 A.3(iV)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

●
●

외무부는 10.12. 주미국대사에게 동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
외무부는 1990.1.5. 주미국대사에게 투자분야 합의사항 중 이행시기가 1989년 말로 되어 있는
6개 사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인가지침 개정(1990.1.1.자) 조치를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

3. 슈퍼 301조 국산화분야 합의 이행
●

주미국대사관은 1989.10.27. 외무부에 슈퍼 301조 합의서 B-4-e) 항 이행 관련 CTFA(미국
화장품/향료협회)의 대상화장품 성분 리스트를 송부

●

외무부는 동 리스트를 보건사회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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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KOREA NOW(미국기업의 대한국 수출진흥지원
프로그램) 추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7 / 2 / 1-58

1988~89년 중 미국 정부의 KOREA NOW(미국기업의 대한국 수출진흥지원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정부의 수출증대 정책
●

미국 상무성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하여 1988.2.24. 개시한 수출촉진 프로그램인 EXPORT
NOW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촉진 프로그램 시행을 결정함.
- 한국의 미국제품 수입확대정책에 관하여 미국 기업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미국기업들이

1248

한국에 대한 수출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원
- 미국은 동일한 목적으로 일본과는 VERITY-다무라협정 체결
●

미국 상무성은 주미국대사관을 통하여 7.26. KOREA NOW의 추진을 공식 제의하면서 추진할
사업내용을 제시함.
- 한국 내 미국 상품전시회 개최, 한국의 민간구매사절단 파견 등

●

Verity 미국 상무장관은 10.20. 안병화 상공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어 협력을 요청함.

2. 한국 정부의 대응
●

상공부는 미국이 일본 등과 체결한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하는 동시에 1988.8.25. 미국제안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을 주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미국 측에 제시하였으며, 11.19. 안병화 상공부장관이
Verity 상무장관에게 답신을 보냄.
-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 표명, 11월 미국 상품전시회 개최 통보 등

89-1168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 문제. 전4권
(V.1 1985-88.6)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5 / 12 / 1-330

1985~88.6월 중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에 관한 협의 내용임.
1. 미국의 요구
●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1985.9.9.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을 포도주 주요교역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과 수입개방에 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1986.1.30.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됨.

●

1986.2.4. 상원의원 7명이 연서로 포도주 수입개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송부하였으며, 1988.4.27. 미국 포도주업계는 한국에 대한 포도주 301조 청원서를 USTR에
제출함.
- 1991년으로 예정된 개방시기 단축, 100퍼센트 고율관세 10퍼센트로 인하 등을 요청

●

USTR은 1988.6.2.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Non-Paper를 한국 측에 송부함.

●

USTR은 1988.6.13.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를 공고함.

- 관세를 즉각 50퍼센트로 인하할 것 등을 요구

2. 한국의 대응
●

한국은 그동안 포도 생산농가 및 포도주 생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허가제 및 수입
포도주에 대한 100퍼센트 관세부과를 시행함.
- 1985.11월 한국 정부 입장 설명자료를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하여 USTR이 보고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조치

●

정부는 1988.5.31.과 6.3.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하여 미국의 301조 조사 철회 종용 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및 유통분야에서 일부 수정된 안을 6.9. 미국 측에 전달함.

●

정부는 301조 조사과정에서의 입장 설명을 위하여 변호사를 물색하는 동시에 포도주시장 개방
계획(7.1.부터 관세 70퍼센트로 인하 등)을 발표함.

3. 양국간 협의
●

Susan Early USTR 농업담당대표보 일행이 방한하여 1985.10.23.~24.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함.
- 미국 측은 포도주에 대한 관세 50퍼센트 즉시 인하 등 수입장벽 완화를 요청
- 한국 측은 영세한 포도주시장(약 600만 달러), 낮은 공장가동율, 포도 재배농가 보호 등 이유로
1989년 이후 관세인하 등을 검토할 방침임을 설명

●

한국 측은 1988.5.2.~4. 개최된 양국 무역실무회의에서 관세인하 및 조기 수입자유화 계획을 제시함.
- 1990년 수입자유화, 관세 70퍼센트로 인하, 포도주 수입유통제도를 신고제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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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 문제. 전4권
(V.2 1988.7-8)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5 / 13 / 1-215

1988.7~8월 중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에 관한 협의 내용임.
1. 미국의 301조 조사와 한국의 대응
●

정부는 301조 조사를 앞두고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듣는 절차를 이용하여 한국 정부의 포도주시장
개방에 관한 입장을 개진하기 위하여 미국 컨설팅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답변 준비를 하는 동시에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함.
- 실무대표단은 홍정표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국세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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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한국 측 입장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로 방향 설정
-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정부는 1988.7.1.부터 독자적으로 포도주에 대한 관세를 70퍼센트로
인하하기로 계획
●

정부는 1988.7.15. 미국의 301조 조사과정에서 아래 내용의 견해를 제출함.
- 서론, 한국 포도주 산업의 특수성, 미국 포도주 업계의 청원서 내용(관세, 쿼터제도, 유통체계,
비관세장벽, 검역 등)에 대한 견해, 결론

2. 양국간 협의
●

미국 측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포도주 301조 조사 개시 결정에 따른 제1차 포도주 협상을
1988.9월에 개최하는 안을 제시한데 대해, 한국 측은 10월 이후 개최를 역제의함.

●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하여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포도주 등 주류 수입정책을 조사함.

89-1170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 문제. 전4권
(V.3 1988.9-11)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5 / 14 / 1-176

1988.9~11월 중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에 관한 협의 내용임.
1. 제1차 한･미국 포도주 협의(1988.10.11.~12., 워싱턴 D.C.)
●

의제
- 관세인하, Sparkling Wine 포함 문제, 유통 및 라벨링 문제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협의 결과

- 이학성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 관세율 인하에 관하여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으며 미국은 과감한 관세인하를 주장
- 수입허용 품목대상에 관하여 미국 측이 포도주에 모든 곡물발효주를 포함하고 완제품 뿐만
아니라 Bulk Wine, Grape Must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데 대하여, 한국 측은 과실발효주
완제품만 협상대상으로 한정하자고 주장
- 수입자유화 일정에 관하여 한국 측이 모든 과실발효주의 1990년 완전수입자유화를 제시한
데 대하여 미국 측은 긍정적으로 반응
- 유통제도에 관하여 한국 측이 1989년부터 추가 수입상 허용 입장을 제시한데 대하여 미국
측은 수입상 허가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
- 라벨링에 관하여 한국 측이 통관표시의 폐지 등 간소화를 설명한데 대하여 미국 측은 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

2. 제2차 한･미국 포도주 협의(1988.10.25., 서울)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이학성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미국 측은 기본관세율 인하, 양허관세율 50퍼센트 인하, 관세를 내국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1989년도 수입쿼터량은 1988년 소비량의 50퍼센트(기존수입상에 대한 공정한 대우인 경우
40퍼센트 수용가능) 등을 주장
- 한국 측은 탄력관세는 관세율 개편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검토 가능하며 수입쿼터량은
1988년 소비량의 40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
- 한국 측은 제2차 한･미국 포도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국 포도주 합의문안을 작성하여
주미국대사관과 협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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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71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 문제. 전4권
(V.4 1988.12-90.1)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5 / 15 / 1-218

1988.12~89년 중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에 관한 협의 내용임.
1. 양국간 사전 협의
●

미국 측은 1988.12.2. 제3차 한･미국 포도주 협의 개최와 관련 아래 요구사항을 담은
Non-Paper를 한국 측에 전달함.
- 쿼터 배정방법 개선, Wine Cooler 등 기타 제재주 주세부과 기준 개선, 수입상의 유통조직
설립절차 상세설명, Wine Cooler･Perry주 등에 대한 알코올 함량 제한 불적용 등

1252

●

미국 측이 12.29. 관세문제에 관한 타협안을 제시한데 대하여 한국 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협의 타결을 위한 합의문안(Record Of Understanding)을 서로 교환함.
- 한국 측은 제3차 협의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1988.12.28. 개최하여 대응안을 마련

2. 제3차 한･미국 포도주 협의(1989.1.10.~16., 워싱턴 D.C.)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협의 결과

- 이학성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 1989.1.18. 양측 수석대표 간에 합의문 서명
- 1989.1.19. 주미국대사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간에 서한교환
- 포도주 관세율을 1989.7월에 35퍼센트, 1990년에 30퍼센트로 인하하되 1991~93년간에는
매년 5퍼센트씩 인하(양해사항으로 비공식 토의록에 기록)
- 포도주 수입자유화는 1989년 중에는 쿼터(전년 국내소비량의 40퍼센트)에 의한 수입, 1990년에
완전 수입자유화 등
●

후속조치
- 한국 측은 1989.1.31. 합의사항 이행상황을 미국 측에 통보

89-1172

한･미국 세관분야 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7 / 4 / 1-283

1. 한국 수출물품이 미국 세관당국에 압수되는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 측과 통관절차에 관해 협의함.
2. 덤핑방지 과세 등 미국 행정부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에 따라 관세법 위반에 연루된
한국업체에 관한 정보를 미국 측과 교환함.
3. 미국에서 개최된 관세당국자 국제회의 및 제5차 한･미국 세관협력회의에 참석함.
4. 한국 세관공무원의 미국세관 파견연수를 실시함.
5. 수출지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함.
6. 선진공항 통관제도의 도입, 시행을 위하여 세관업무 실태조사시찰단을 미국에 파견함.

1253

89-1173

한･미국 간의 섬유협정 운영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7 / 3 / 1-112

1. 미국 정부가 1989년 Harmonized System을 실시함에 따라 양국이 한･미국 섬유협정 이행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에 관하여 협의함.
●

품목 재분류, 섬유쿼터 범위조정, Visa-Waiver 대상 품목 등

2. 한･미국 섬유협정이 1989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동 협정 연장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섬유류 수입규제 분위기가 고조되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워싱턴사무소의 역량강화 문제가 제기됨.
1254

89-1174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전2권
(V.1 1988.11-89.4)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4 / 9 / 1-283

1988.11.∼89.4월 중 미국 종합통상법 슈퍼 301조 관련한 제3국의 대처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일본 외무성의 대응(1988년 말)
- 미국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일본 무역장벽 지적에 대해 형평성 결여 논평
- 슈퍼 301조에 의한 미국 행정부의 대의회 보고서의 방향 예측 불허
- 통상마찰 문제에 정면 창구인 주미국대사관을 활용
● 미국 통상정책 및 교섭자문위 대일통상정책 보고서(1989.2.16.)
- 대일본 슈퍼 301조 절차를 1년간 연기
- 1년 내 구체적 합의가 없을 경우 슈퍼 301조 절차 개시 건의
● 일본 외무성 북미2과장 언급(1989.3.6.)
- 일본이 PFC(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일본은 국지적인 것으로 유도, 대처
- 일본･미국 간 고위급연례회의 개최 추진
- 슈퍼 301조 발동은 정부의 무역정책, 관행 일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업계차원의 대책에 한계
- 기존의 정부간 협의 채널을 실효적으로 운영 방침
● Hills USTR 대표 언급(1989.3.29.)
- 일본의 시장개방 진전은 인정하나 속도 지연에 불만
- 세계적 무역국으로서의 책임 수행 촉구
● 일본의 대미 긴급수입확대책 검토계획(1989.5월)
- 정부조달에 의한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확대
- 민간기업의 외국제품 수입 촉진
- 유통분야 규제완화 조기 실시
●

2. 대만(구 중화민국)
●

대미 무역강화를 위한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 1989.3월 차관급 인사를 미국에 파견하여 경제자유화 일정, 대미 구매강화 등 대미 흑자
감소 노력 설명

3. 인도
●

인도 상무부 미주국장 언급(1988.12.26.)
- PFC 선정대상 여부는 불명확
- 컴퓨터, 화학분야 및 지적재산권 등 개별적 분야에 대해 미국과 논의

1255

4. EC(구주공동체)
●

EC 외무위원 기자회견 내용(1989.4.27.)
- 미국･EC 간 무역문제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관계 체제 안에서 협상 진행 필요
- EC를 슈퍼 301조 PFC로 지정 시 UR(우루과이라운드) 다자협상에 악영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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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75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전2권
(V.2 1989.5-12)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4 / 10 / 1-196

1989.5∼12월 중 미국 종합통상법 슈퍼 301조 관련한 제3국의 대처동행에 관한 내용임.
1.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1989.5.26. 슈퍼 301조 PFC(우선협상대상국)를 아래와 같이
지정 발표함.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및 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
- 일본: 인공위성, 수퍼컴퓨터의 공공구매 제한, 임산물 수입에 대한 기술장벽
- 브라질: 규제적 수입허가 제도
- 인도: 투자제도, 보험서비스 시장
● 슈퍼 301조에 의한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문제
- 우선감시대상국: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중국, 사우디, 대만, 태국 등 8개국 지정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여부: 지적재산권보호 개선상황을 보아 11.1.까지 결정
●

2. 미국의 PFC 지정에 대한 관련국 반응은 아래와 같음.
일본
- 우노 외상: 5.26. 유감성명 발표
- 마츠즈카 통산상: 보복을 전제로 한 양자간 교섭 불응입장 표명
● 인도
- D. Singh 통상장관: 5.26. 대미 비난성명 발표
- R. Singh 상의연합회장: 미국 측의 보복조치 시 불행한 사태 초래 경고
● 브라질
- L. Lima 외무차관: 5.26. 주브라질 미국대사대리 초치, 항의공한 전달
● EC(구주공동체) 및 캐나다
- 안드리제 EC 부위원장: 미국 슈퍼 301조에 의한 일방적 조치를 불인정
- 크로스비 캐나다 무역장관: 일방적 조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범주를 벗어나며
국제시스템을 저해
●

3. 제28차 OECD 각료회의(1989.5.31.~6.1.)는 미국 슈퍼 301조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

공동성명 요지
-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거부의사 표명
- 슈퍼 301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

4. 미국 USTR은 1989.6.16. 슈퍼 301조 조사를 개시함.
일본, 인도, 브라질 3개국의 우선협상대상 관행에 대해 종합통상법에 따른 조사를 개시
1989.7월까지 미국업계로부터 불공정관행 자료수집
● 관련국과 불공정관행 제거를 위한 협상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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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나다 통상장관회담, 제10차. 서울, 1989.9.2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7 / 5 / 1-302

제10차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이 1989.9.20.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한승수 상공부장관

●

캐나다 측: John Crosbie 대외무역부장관

2. 회담 의제
1258

●

세계무역환경 검토

●

우루과이라운드 진전상황

●

양국간 교역현황

●

통상협력 증진

●

산업협력 추진

3. 협의 내용
●

캐나다의 대한국 덤핑수입규제 완화 요청

●

한국의 ‘93 대전박람회 개최 지지 요청

●

양국간 산업협력추진 관련 협정 체결 문제

●

캐나다산 농축산물의 수입확대 요구

●

캐나다의 한국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

●

한국의 월성 2호기용 CANDU 원자로 구매 결정

●

북대서양어업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조업중단 및 북태평양 수역에서의 오징어 유자망 조업규제

4. 합의사항
●

한･캐나다 합동무역실무위원회 설치

●

양국간 실질산업협력 추진

5. Crosbie 장관의 기타 일정
●

9.20. 상공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외무부장관 예방

●

9.21. 전경련 간담회

●

9.22. 대통령 예방

89-1177

한･파키스탄 통상장관회담, 제1차. Islamabad, 1989.7.3.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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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파키스탄 통상장관 회담이 1989.7.3.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한승수 상공부장관

●

파키스탄 측: Hayat 상무장관

2. 협의 내용
●

양국 교역증진
- 무역의 확대균형 인식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EPB(수출진흥청) 간 상호협력약정 갱신 호의적 검토 등

●

경제협력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 공여 호의적 검토
- 파키스탄 경제개발사업 참여 용의표명

●

국제협력
- 선진국의 보호주의 경향 우려
- GSTP(범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실현 협력

●

기타
- 제2차 통상장관회담 서울 개최 합의

3. 한국대표단 기타 활동
●

주요인사 예방
- 대통령, 수상, 하원의장, 공업장관, 상무장관 등

●

민간기업 활동 지원
- 주재상사 간담회 개최

●

대언론 홍보
- Nation, Dawn, Pakistan Times 등 일간지 및 Pakistan 국영 TV

1259

89-1178

한･파키스탄 통상장관회담, 제1차. Islamabad, 1989.7.3.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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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파키스탄 통상장관회담 개최와 관련된 자료임.
1. 상공부장관 파키스탄 방문자료(1989.6.1. 주파키스탄대사관)
●

파키스탄 개황
- 국가구조 및 사회･정치체제
- 정당정치
- 부토 파키스탄 수상의 정치이념 및 주요정책

1260

●

대외정책
- 대외정책일반
- 대북한정책

●

파키스탄 경제정세
- 개황: 재정 및 대외경제, 경제구조
- 최근 파키스탄 경제현황

●

주요 의제별 양측 입장
-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양측 입장
- 방콕협정 가입 및 대일본 수입선 한국 전환: 현황 및 문제점, 양측 입장
- 산업협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양측 입장
- 파키스탄 경제개발계획 참여: 현황, 양측 입장
- 해외건설시장 협력: 현황, 양측 입장
- 국제협력: 현황, 양측 입장
- 민간경협위 활동지원: 현황 및 문제점, 양측 입장

2. 제1차 한･파키스탄 통상장관 회담 자료(1989.7월 상공부)
●

경제현황 검토: 한국의 경제현황, 파키스탄 경제 현황

●

교역증진: 양국간 교역현황 검토, 상호 관심품목, 교역증진방안

●

경제협력 강화: 합작투자 확대, 경제개발계획참여, 대외경제협력기금, 기술협력 등

●

국제경제사회에서의 협력: UR(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상호협력,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처

●

파키스탄 관련 참고사항

89-1179

한･태국 통상장관회담, 제9차. Bangkok, 1989.7.10.-11.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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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태국 통상장관회담이 1989.7.10.~11.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한승수 상공부장관

●

태국 측: Pinkayan Subin 상무장관

2. 협의 내용
●

교역 확대균형
- 태국 측의 무역역조 시정 촉구
- 한국 측의 시장자유화 조치 설명
- 1990년까지 교역량 배가노력 합의
- 상호 수입선 전환 노력 강화
- 무역장벽 완화
- 구상무역 재개 추진 등

●

경제협력 강화
- 태국의 제6차 경제개발계획 참여방안 협의
-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정례화 및 투자사절단 교환파견
- 한국외환은행 방콕지점 설치 조속 허가 촉구
- 기술협력사업의 적극 추진 등

●

기타
- 한･아세안 환경협력강화 지원 약속
- 태국을 통한 대인도차이나반도 진출 협력 방안

3. 한국대표단 기타 활동
●

주요인사 예방

●

민간기업활동 지원
- 민간경협위 회의 참가

- 수상, 상무장관 등

- 주재상사 간담회 개최
- 진출 한국기업 시찰
●

대언론 홍보
- The Bangkok Post, The Nation지 등 주요 일간지 및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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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80

한･미국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회의, Washington D.C.,
1988.8.1.-8.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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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 회의가 1988.8.1.~8.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비회원국인 한국은 미국과 협정을 통하여 COCOM에 준하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합의함.
- 1987.9.11.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한･미국 간 양해각서 서명

●

1262

한국이 수출통제 관련 정보와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국은 동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위하여 1988.2.16.~17. 서울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함.

2. 회의 의제
●

전략물자 기술통제를 위한 한국의 법령 및 제도 정비작업 진행 현황, 통제품목 리스트 안, 국제
수입증명서와 통관증명서 양식 설명, 미국수출통제제도 운영실태, 세부절차 파악 및 관련 자료수집,
COCOM 회원국 및 협력국의 통제제도, 운영실태 등 파악

3.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유태현 주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4. 회의 결과
●

회담형식이 아닌 미국 실무담당관과의 개별면담, 관련기관 방문 등 형식으로 개최

●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 관세청 등 수출통제 관련 부처 방문, 접촉을 통한 수출통제 실무 및
운영현황 토의

●

전략물자 수출업체의 실제 수출허가 신청절차 파악

89-1181

한･미국 간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실무회의. 서울,
1989.8.29.-3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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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실무회의를 1989.8.29.~31. 서울에서
개최함.
1. 개최 경위
●

COCOM 비회원국인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하여 COCOM에 준하는 대공산권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합의함.
- 1989.5.11.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한･미국 양해각서 발효(1987.9.11. 서명)
-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수출관리법상 5K 수출허가 간소화 혜택부여

●

한국은 통제품목 및 지역목록을 검토하는 한편 통제절차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미국은 전략
물자 수출통제 이행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국제수입증명서 IC, 통관증명서
DV 등)을 제시함.
- 1989.3.14. 관계부처 Task Force 구성

2. 한･미국 실무회의 개최(1989.8.29.~31., 서울)
●

회의 의제
- 양해각서 이행 작업 진전현황, 국제수입증명서 및 통관증명서 보완, 미국 수출관리법상 5K
수출허가 간소화 혜택 부여문제, 양국간 수시 협의 방안, 통제품목 리스트 수시 보완 방안,
일반적 예외각서 해당사례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박상기 외무부 통상1과장

●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한국 측의 한･미국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노력을 평가하고
관련 부처별 권한과 업무분장, 부처 간 이견조정을 위한 최종 결정기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한국 측은 한국이 비회원국으로서 입을 제약에 관한 우려를 전달한데 대하여, 미국 측은 최대한
협조할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이 COCOM 수준에 맞는 통제제도를 시행할 경우 미국 첨단
기술의 한국에 대한 이전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며, 미국 수출관리법상 수출허가절차와 관련된
혜택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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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82

한승수 상공장관 미국 방문, 1989.4.15.-23.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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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1989.4.15.~23. 미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미국의 종합통상법상 1989.5월 말까지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 PFC(우선협상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대미국 협의 추진

2. 주요 일정
1264

●

주요인사 면담
- 행정부 인사: 미국 상무장관, 통상대표, 농무장관, 보훈장관, Gregg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 의회 인사: 하원 세입위원장, 하원 무역소위원장, Rockefeller 상원의원 등

●

업계, 학계, 단체 접촉
-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오찬
- 헤리티지재단 주최 만찬
- 뉴욕 소재 Asia Society에서 연설
- 하버드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주최 포럼 참석(보스턴)

●

언론 접촉
- W.P.지 조찬 회견
- W.S.J.지 편집진 대담(뉴욕)
- 한국 특파원단 만찬(워싱턴, 뉴욕)

89-1183

한승수 상공장관 미국 방문, 1989.4.15.-23.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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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상공부장관의 미국 방문 결과보고임.
1. 방문 목적
●

미국 행정부, 의회, 언론, 민간업계, 학계 등과의 접촉활동 전개
- 우리의 시장개방 정책과 대미무역흑자 감소 노력을 직접대화을 통하여 설명

●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의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대한 미국 측의 의도 파악

2. 주요활동
●

Carla Hills 통상대표, Mosbacher 상공장관, Yeuter 농림장관 등 통상각료와의 협의

●
●

Rostenkowski 하원세입위원장, Gibbons 무역소위위원장 등 하원의원과의 오찬 간담회
Dabforth, Bradley, Rockefeller 등 상원의원과의 면담.

●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Fortune 등 주요 언론기관 편집진과의 대담, 합동
기자 간담회 및 단독회견

●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대담, Asia Society(뉴욕) 주최 연설 등 대민간기업 접촉

●

하버드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서의 강연

3. 미국 측의 반응
●

행정부, 의회, 언론을 막론하고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나, 무역적자 등 미국이 당면한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반응임.

●

시장개방에 관해서 미국행정부는 한국이 추가적인 시장개방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함.
- 상무부는 단순한 시장개방보다 실질적인 무역수지 적자 개선효과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임.

●

슈퍼 301조는 의회가 입법한 것으로 시장개방이 미흡한 나라를 우선 지정하지 않을 수 없음.
- 처음 시행되는 관계로 객관적 기준 또는 명료한 절차를 확실히 정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성과를 보아가면 결정할 것임.

●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시 행정부에 강한 압력을 넣으면서
종합무역법 시행과정을 주시하고 있음.
- Dabforth 상원의원은 한국이 미국과 동등하게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함.

4. 종합 분석
●
●

한국에 대한 PFC 지정여부는 실무자 간 진행 중인 협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한국은 시장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을 닫은 채 흑자를 늘리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음.

1265

89-1184

한･호주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Canberra, 1989.12.2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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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간의 소고기 수입자유화에 관한 협상이 1989.12.21.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됨.
1. 협상 의제

1266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보고서 및 BOP(국제수지)위원회 보고서 심의

●

한국 소고기시장 상황 및 전망논의

●

한국 소고기시장 및 수입에 관한 호주의 의견 등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구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호주 측: D.G. Gribble 외무무역부 아주국장과 W.G. Mcgregor 1차산업에너지성 국장

3. 한국대표단 훈령
●

소고기 수입자유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기본입장으로 하되, 수입자유화 일정 작성을 위하여
서는 영세한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양국 공동조사를 선행한 후에 논의할 것을 제시할 것

●

수입자유화 일정 제시 요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쿼터량의 증량안을 제시할 것
- 호텔용 소고기의 수입자유화 불가, 쿼터제 운영을 위한 축산물유통사업단 존속 필요 등

4. 협상 결과
●

호주 측이 수입자유화 일정을 3개월 이내에 설정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한국 측은 거부

●

한국 측은 호주가 수입자유화 일정 제시 요구를 당분간 유보하는 경우에 1989년 수입량(5만 톤)
기준으로 1993년까지 향후 4년간 쿼터물량에 대하여 협상할 용의를 표명
- 차기 회담에서 쿼터량 문제 협의 용의 표명

●

한국 측이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한데 대하여 호주 측은 차기 회담에서 상세 협의를 희망

●

한국 측은 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 개선을 약속

●

제2차 협상은 1990.2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89-1185

한･중화민국(대만) 과실교역회담, 제4차. 서울,
1988.8.23.-25.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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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대만(구 중화민국) 과실교역회담이 1988.8.23.~25.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

한국 측: 이관범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장
대만 측: 오동권 농업위원회 기획처장

2. 논의 및 합의사항
배와 바나나 구상무역
- 한국산 배와 대만산 바나나 구상무역
- 배 수출 2,500톤 및 동액의 바나나 수입
● 사과와 바나나 구상무역
- 한국산 사과와 대만산 바나나 구상무역
- 사과수출 5,000톤 및 동액의 바나나 수입
● 사과교역
- 자율교역
- 한국 측은 최소 3,600톤 수입 제의
● 기타
- 한국 측은 사과 구상무역 이외 증량 수입 제의
- 대만 측은 망고 등 수출 관련 검역절차 완화 요청
●

3. 제4차 교역회담 후속조치
제4차 교역회담 시 미합의사항
- 사과의 일반 쿼터분으로 한국 측 제의 3,600톤에 대한 대만 측 검토
- 사과 구상무역물량 5,000톤 외에 2,000톤 수입증량 한국 측 제의에 대한 대만 측 검토
● 후속조치 경과
- 1988.9.8. 농림수산부, 대만 측 조속 검토를 위한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
- 1988.9.12. 오동권 대만 농업위 기획처장, 주대만대표부 직원에게 사과 일반 쿼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별도 2,000톤 증량은 불가한 사정 설명
- 1988.10.18. 농림수산부, 사과 5,000톤 수입창구 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외무부에 요청
- 1988.10.20. 갈금조 대만 농업위 부주임, 주대만대표부 직원에게 수입창구 지정 등 설명
- 1988.12.1. 농림수산부, 사과 2,000톤의 추가 수입 등에 관한 교섭을 외무부에 요청
- 1988.12.12.~14. 한국 과실수출조사단 대만 파견, 협의
- 1989.2.1. 황명태 대만 농업위 무역과장, 추가 구상무역상의 선결과제 언급
- 1989.4.22. 대만 농업위가 대만산 망고 등 열대과일과의 구상무역에 대한 한국의 동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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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86

한･EC(구주공동체) 철강 및 신발류 쿼타 협상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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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도 한･EC(구주공동체) 철강 및 신발류 쿼터 협상이 1989.3.28.~29.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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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 이순우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EC 측: Salero EC 집행위 철강협상담당관

2. 주요 합의내용
●

기본 쿼터: 기본 쿼터를 3% 증량, Side Letter에 의한 쿼터는 6% 증량

●

반제품: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수량제한 철폐

●

H-BEAM:전년대비 50% 증량

●

HR S/S BAR: 쿼터량을 4,000톤으로 증량

●

CF S/S BAR: 쿼터량을 6,000톤으로 증량

3. 평가
●

한국 측 희망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한국 측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타결

4. 이순우 통상진흥국장은 1989.3.29. Beseler EC 집행위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담당국장 등 관계
관들과 EC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문제에 관해 협의함.
●

수출동향
- 한국 측은 최근의 대EC 신발수출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1989년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EC 측이 동 조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
- EC 측은 한국의 대EC 신발수출이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유의하겠다고 하고 최종 결정은
각종 조사내용의 분석이 끝나는 2~3주 후에 알 수 있다고 답변

●

차별적 수입규제 및 피해조사
- 한국 측은 한국의 주종 품목인 운동화류가 EC 신발산업과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들어
피해조사 문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
- EC 측은 피해조사가 반드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측 주장을 감안할 것이라고 답변

89-1187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전자제품류 자율규제 협상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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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구주공동체) 이사회는 1989.2.27. 한국업체들의 VCR 가격인상안 수락을 내용으로 하는 EC
집행위 제안을 채택한 바, 이로써 한국산 VCR 덤핑문제가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가격인상을
통해 타결됨.
●

한국 측은 VCR 수출품 최저가격을 215ECU(245달러)로 인상함(약 15%인상).

2. 한국산 VCR 덤핑문제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1986.9월 EC업계는 한국산 VCR 덤핑제소

●

1987.9월 EC 집행위는 한국산 VCR 덤핑조사 개시

●

1988.9월 EC 집행위는 한국산 VCR에 대해 잠정 덤핑판정(평균 덤핑 마진율 27.2%)

●

1988.12월 외무부는 EC집행위 및 주요 EC회원국(영국, 독일, 네덜란드)을 상대로 한국 측
가격인상안 지지 교섭 시행

●

1989.1월 EC 집행위는 한국 측 가격 인상안 승인

3. 외무부는 상기 한･EC VCR 협상 타결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1987.9월 이후 중단상태인 한국산 VCR의 대EC 수출이 재개됨.

●

현재 반덤핑 조사 중에 있는 컬러TV, Compact Disc Player 등 다른 가전제품 문제도 가격인상을

●

앞으로 수출물량의 적정선 유지 및 가격인상안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함.

통한 해결이 가능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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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88

1989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동경, 1989.4.26.-2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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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이 1989.4.26.~27.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황규정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

일본 측: 타니노 사쿠타로 일본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

2. 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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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도 생사 및 견연사 대일본 수출물량에 합의

●

상기 합의에도 불구, 견직물분야에서 오시마 명주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회담 결렬

3. 상공부와 일본 통산성 간 견직물 관계 제1차 협의가 1989.6.8.~9. 서울에서 개최됨.
●

한국 측은 여성용 명주를 오시마 명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안함.

4. 상공부와 일본 통산성 간 견직물 관계 제2차 협의가 1989.7.26.~27. 서울에서 개최되어, 아래와
같이 잠정 합의함.
●

견직물 대일본 수출 자율규제 물량: 595만 S/M(1988년도와 동일 수준)

●

오시마 명주 Sub-Ceiling
- Sub-Ceiling 물량은 종래와 같이 3만6천5백 반으로 규제
- 오시마 명주에 관한 한국 측 제시방안은 1990년도에 재협의

5. 1989년도 한국산 생사, 견연사 및 견직물의 대일본 수출 쿼터에 관한 합의문서가 1989.8.28.
서울에서 한･일본 양국간에 서명되어 1989년도 한･일본 생사류 협상이 타결됨.
●

양측 서명자
- 한국 측: 이준일 외무부 통상2과장
- 일본 측: 시모고오지 슈지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

상기 합의로 확정된 1989년도 한국의 대일 수출물량
- 생사 및 견연사 수출쿼터량: 생사 5천5백 표, 견연사 6천8백 표(1표는 60Kg)
- 견직물 대일본 수출 자율규제 물량: 595만 S/M(오시마 명주 Sub-Ceiling 물량은 종래와
같이 3만6천5백 반으로 규제)

89-1189

한･뉴질랜드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전2권 (V.1 1988)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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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중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뉴질랜드 정부는 1988.4.21.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소고기 수입제한과 관련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3조 1항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5.21. Harland 주한 뉴질랜드대사
대리는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시에 한국 정부가 소고기 수입개방 프로그램을 서면제시 또는
공표하거나 뉴질랜드 소고기에 대한 비차별 보장을 공한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본부에 GATT
상정 철회를 건의하겠다고 언급함.
-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와의 패널 설치에 반대입장 견지(미국과 호주와는 패널 설치)
- 5.25. 외무부는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앞 공한으로 뉴질랜드에 대한 공평한 대우 부여 의사를 표시

●

1988.5.31. Butler 뉴질랜드는 GATT 사무국 앞 공한으로 6.15. 이사회에서 한･뉴질랜드 간
소고기 패널 설치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정부는 패널 밖에서의 해결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패널 설치를 자제하도록 설득

●

1988.6.24. Butler 뉴질랜드 상공부 아주통상과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
하였으며,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7.5. 공한으로 양자협의를 7.15.까지 개최할 것을 요청함.
- 한국 측은 뉴질랜드 측의 양자협의 요구를 수락하였으나 협의시기를 7.20. 이사회 이후인
7.25.로 제시

2. GATT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한 양자협의가 1988.8.18.~19. 서울에서 개최됨.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뉴질랜드 측: David Halborow 주한 뉴질랜드대사

●

한국 측은 정부가 1988.7.25. 발표한 1988년도 소고기 수입재개 범위(14,500톤)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뉴질랜드가 패널 설치 절차를 철회하도록 설득함.
- 농수산부의 수급계획에 의거 축산물의 수입을 주선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사업단 설치

●

뉴질랜드 대표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환영하나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6개 원칙을 제시하면서
소고기시장의 완전 개방과 수량 제한의 단계적 철폐와 무차별 대우를 주장함.
- 패널 설치 절차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양측 입장차이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회의는 종료되었으며, 주한 Halborow 대사는
1988.8.29. 외무부를 방문하여 아래 요지의 비망록을 전달함.
- 10월 이사회에서 패널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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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채택 후 3개월 이내에 소고기 수입자유화를 위한 양자협상 종료
- 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
●

1988.9.22. 이사회는 패널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양국이 1988.9.28.~10.7. 제네바에서 패널
절차 및 구성문제(기존 패널위원과는 별도 위원 임명 여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10.10.
패널 심의 일정에 합의함(12.1. 제1차 회의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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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90

한･뉴질랜드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전2권 (V.2 1989)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88 / 6 / 1-149

1989년 중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보고서 채택
●

1988.11.28.~1989.1.20. 제1차 및 제2차 패널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89.4.25. 패널보고서가
당사국에 제시됨.
- 6월 및 7월 이사회에서 패널보고서 논의 예정
- 소고기 수입제한조치의 철폐시기 계획을 패널 당사국 등과 협의하고 동 결과를 패널보고서
채택 3개월 내 이사회에 보고할 것과 한국이 1984~85년 도입, 실시하여 1988년 일부 수정된
사실상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철폐하거나 GATT 조항에 일치시킬 것

●

패널보고서의 채택은 한국 정부의 반대로 6, 7, 10월 이사회에서 무산되었다가 11.7. 이사회에서
이루어짐.
- 1984/85 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GATT 규정에 일치시킬 것
- 소고기 수입제한조치의 자유화를 위하여 관계 당사국과 협의하고 동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할 것

2. 한･뉴질랜드 양자협의가 1989.12.18.~19.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됨.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구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뉴질랜드 측: Richard Nottage 대외관계 및 무역부 수석경제차관보

●

한국대표단 훈령
- 수입자유화 일정 제시 거부
- 구조조정 기간 설정을 위한 양국 공동조사 제의
- 쿼터 증량 제의
- 호텔용 소고기의 수입자유화 불가
- 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 개선 약속

●

협의 결과
- 한국대표는 훈령에 따라 이해를 구하였으나, 뉴질랜드는 패널보고서에 따라 명확한 수입자유화
일정 제시, 관세 외 모든 제한 철폐, 무차별 원칙에 입각한 자유화 약속,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입찰방식 개선 등을 요구
- 양측은 1990.2.7. 이전에 제2차 협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1273

89-1191

한･미국 농산물자금 실무자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8 / 7 / 1-169

1988~89년 중 제11~12차 한･미국 간의 농산물자금 실무자 회의가 개최됨.
1. 농산물자금(GSM-102)
●

미국 정부가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1979년부터 매년 상업은행 지원에 대한 보증제공
형식으로 한국 등 21개 개도국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액은 매년 협의를 통하여 결정

2. 제11차 한･미국 농산물자금 회의가 1988.8.25.~26. 서울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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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재형 재무부 제1차관보(교체수석대표: 김정용 주미국대사관 농무관)
- 미국 측: Melvin E. Sims 해외농업청 부처장
● 의제
- FY89 GSM 자금규모 및 조건 협의
- FY90 이후 GSM 자금 사용중단
● 한국 측 기본입장
- 1989년도 도입규모를 1988년도 규모인 6억 달러 이하로 유지
- 원면 등 8개 품목대상을 유지하되 자금도입 증액을 초래할 신규품목 추가는 불허
- 원면 결재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 회의 결과
- 1989년도 도입액은 미국 측이 국제곡물가격 급상승을 이유로 증액을 주장하였으나, 560백만
달러로 결정(FY88보다 40백만 달러 감소)
- 결재기간은 원면은 18개월로 단축, 기타품목은 12개월 유지
- 한국은 외채축소와 해외부문 통화량 증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GSM 자금을 FY90까지만
사용하고 FY90 이후 GSM 자금의 사용중단
●

3. 제12차 한･미국 농산물자금 회의가 1989.8.28.~29. 워싱턴에서 개최됨.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미국 측: Ann Venemen 농무부 해외담당차관보
● 의제
- FY90 GSM 자금의 사용 협의
● 회의 결과
- 양측은 548백만 달러 규모의 FY90 GSM 농산물자금 사용계획에 대해 최종 합의함(FY89보다
12백만 달러 감소).
●

89-1192

한･미국 무역통계 실무회의, 제1차. 서울, 1989.12.4.-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89 / 4 / 1-56

제1차 한･미국 무역통계 실무회의가 1989.12.4.~12.6.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규범 관세청 통관관리국장 외 5명

●

미국 측: Gordon D. Lynn 관세청 통관국장

2. 회의개최 배경
●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 시 무역통계 차이에 대한 불필요한 마찰 방지

●

무역통계 차이 발생원인 규명 및 조정을 통한 양국간 협력 증대

3. 주요 토의의제
●

양국 수출입 통관제도 및 무역통계 작성기준 검토

●

무역통계 차이 원인 규명

●

양국간 무역통계 조정 방법

4. 회의 결과
●

수입통계가 수출통계보다 정확하므로 자국의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상대국 수출통계와 비교 검토

●

양국은 자국의 무역통계 기준을 유엔 기준과 비교하여 보고서를 작성, 교환함.

●

개별통관자료의 비교방식보다는 통계총액의 비교방식을 선택함.

●

연도별 수출입 통계를 상호교환함.

●

1990.5월 제2차 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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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93

한･EC(구주공동체) 조선문제 협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19-89 / 8 / 1-181

1. 한국과 EC(구주공동체)는 제3차 한･EC 조선문제 협의를 1989.6.12.~13.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한국 측은 아래 사유로 동 협의의 연기를 희망함.
●

일본･EC 간 조선문제 협의가 당초 예정된 일자(1989.6.2.)에 개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EC
측과의 구체적 협의를 위한 한국 측 입장 설정이 불가한 사정임.

●

최근 삼성 및 대우조선 노사분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대표단에 포함될 담당과장(조선과장)의
해외출장이 어려운 사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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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에 대해 Salerno EC 집행위 담당과장은 동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고 가급적
조속히 회담일자가 결정되기를 희망함.

89-1194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6차. 고덴바(일본), 1989.7.23.-2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9 / 11 / 1-222

정부는 1989.7.24.~26. 일본 고덴바에서 개최된 제6차 아태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회의에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아세안 5개국 등 10개국 참가

2. 회의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진전평가, 향후 추진방안 및 주요 UR 개별의제 논의

3. 토의 요지
●

UR 중간평가회의(몬트리올) 긍정 평가
- 농산물, 섬유,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은 부진한 분야로 거론

●

Dunkel 사무총장의 3단계 협상추진 방안(1989.7.18. 지시) 긍정 평가

●

농산물, 섬유,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Old Issues와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New Issues에
대한 각국의 입장 피력

4. 한국의 입장
●

반덤핑, 원산지증명, 섬유분야의 중요성 강조

●

농산물분야에서 가급적 구체적 입장표명 유보
- 한국의 특수한 상황설명 등 간접적으로 입장표명

5. 한국대표단 평가 및 관측
●

몬트리올 중간평가회의 이후 UR에 대한 각국입장 파악에 유용

●

각국의 경제구조, 발전정도가 상이한 상태에서 UR에 대한 공동입장 도출은 기대 곤란

●

주최국인 일본은 아태지역에서의 입장 강화를 의식, 다분히 외교적인 유연한 입장 견지

●

각국은 1989.9~11월 중 집중적인 제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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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95

ITCB(국제섬유의류기구) 회의 및 이사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89 / 6 / 1-216

1989년 중 제10~11차 ITCB(국제섬유의류기구) 이사회가 개최됨.
1. 1989.6.1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차 ITCB(국제섬유의류기구) 이사회에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이 참석함.
●

논의사항
- 재정규칙 및 ITCB 직원규정: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
- 1988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 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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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선임 방식

2. 정부는 1989.11.6.9.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최된 제11차 ITCB 이사회에 박영우 주제네바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참가자
- 19개 ITCB 회원국 및 2개 국제기구

●

회의 의제

●

토의사항

- UR(우루과이라운드)/MFA(국제섬유협정) 협상 대책 협의, 예산 등 ITCB 운영문제 등
- 섬유수입업자 대표와의 라운드테이블: MFA 규제철폐 과정에서의 우려사항 등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과의 토론: 개도국 공동제안의 신뢰성 문제 등
- UR/섬유협상: GATT 복귀시한, MFA 복귀 modality, MFA 규제 철폐방안, 추가규제 동결 등
●

합의사항
- 선언문 채택
- ITCB 공동제안 제출 추진

3. ITCB 후속 회의가 1989.12.6. 및 12.11.~12. 제네바에서 개최됨.
●

ITCB 공동제안 제2차 초안 및 제3차 초안 논의
- GATT 복귀 시한, 세이프가드, 최빈개도국 우대 문제 등

89-1196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동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안보과

MF번호

2019-89 / 7 / 1-83

1. 미국 상무부는 1989.4.24. 미국의 대북한 규제 완화조치(1988.10월 발표)에 따라 상업용 인도적
물자의 대북한 수출을 동일자로 허용한다고 발표함.
●

상업용 인도적 물자의 범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농산물 및 비료, 의류 및 생활용품, 건축자재
및 수공구, 교육용 기자재 등임.

2. 미국 상무부는 1989.7.11.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회원국 등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규정(1989.7.7. 발효)을 연방관보에 발표함.
●

동 개정에 따라 상무부의 사전 승인이 면제되는 제품은 개인용 컴퓨터, 미니 컴퓨터, 전화교환장비
등으로 수퍼 컴퓨터와 전자도청장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에 해당함.

●

미국으로서는 연간 약 300억 달러의 미국제품이 16개 COCOM 회원국 및 COCOM 협력국
(스위스, 핀란드)에 상무부의 사전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됨.

3. 미국의 대북한 컴퓨터 수출 보도와 관련, Litzenberger 미 국무부 담당관이 1989.7.28. 신정승
주미국대사관 서기관에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미국은 아래와 같이 대북한 컴퓨터 수출을 허가함.
- 2월 Digital Computer System 1대와 관련 기기(50만 달러 상당)를 북한 내 UNDP(유엔개발계획)의
인구센서스 자료처리 용도로 수출 허가
- 3월 Personal Computer 및 관련기기(24만 달러 상당)를 북한 내 유네스코 운영학교 교육용도로
영국으로부터 대북한 재수출 허가

●

미국은 인도적 목적인 경우 상황에 따라 북한에 수출을 허용해 왔으며 상기 컴퓨터 기기들의
대북한 수출은 인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유엔기구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도 일치함.
- 동 기기들은 유엔기관 내에서만 사용되고, 미국의 승인없이 재수출 및 이전불가 등 COCOM이
허용하는 수준의 조건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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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97

세계통상장관회의, 제8차. 동경, 1989.11.15.-1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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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11.15.~17. 도쿄에서 개최된 제8차 UR(우루과이라운드) 비공식 각료회의
(세계통상장관회의)에 한승수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선진･개도국(25개국) 각료,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 및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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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토의내용
●

UR 협상 15개 분야를 규범제정, 시장접근개선, 신분야(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의 3개 분야로
대분하여 논의함.

●

UR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세계교역 자유화 기초마련의 중요성 및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발휘 필요성을 재확인함.

3. 한국대표단 활동
●

시장접근 개선분야에서 선두 발언함.

●

농산물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존입장을 적극 개진함.
-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정책요소 반영 등

●

신분야에 대해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함.

4. 한국대표단 평가
●

잔여 협상일정에 관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봄으로써 향후 협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봄.

●

주요 쟁점별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수출국과 수입국 간 의견대립이 상존함.
- 특히, 농산물분야의 경우 입장 차이 현저

89-1198

대일본 수출촉진 경제협의회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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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89년 중 대일본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대일 수출촉진 대책회의(1986.2.20.)
●

참석자
- 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관, 외무부 아주국장 및 관계부처 국･과장

●

회의 요지
- 대일 수입대체･감소 특별위원회 구성: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보, 경제4단체
부회장을 위원으로 구성

●

대일 수출촉진 대책회의 운영
- 상공부 상역국을 중심으로 대일 수출촉진 상황을 점검

2. 제1차 수출촉진 경제협의회(1986.2.20., 도쿄)
●

참석자
- 도쿄 주재 금융기관 7개사, 종합상사 등 9개사, 교포무역인 협회, KOTRA(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등 경제단체 책임자 등 20명
- 주일본대사관 공사 등 경제담당 관계자

●

회의 요지
- 일본시장에 대한 평가와 건의사항 협의
- 대일 수출시장 전망, 부품수출과 대일 주종품목 수출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점 등 검토

3. 한･일본 시장협의회 업종별 실무자 회의(1987.12.23.)
●

회의 주최
- 한･일본 경제협의회(회장 박태준)

●

회의 요지
- 여권관련 사항: 중소기업의 여권발급 기준의 대폭적인 완화
- 금융지원 관련사항: 대일 수출업체에 대한 은행융자 단가의 인상
- 대일 수출지원: 임가공 수출 시 수출통관 절차의 간소화

4. 주일본대사관 주관 수출촉진회의
●

1988. 1/4 분기 수출촉진협의회(2.26., 주일본대사관)
- 김치, 돈육, 밀가루 등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 환경, 문제점, 대책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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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2/4 분기 수출촉진협의회(5.20., 주일본대사관)
- 원화 절상과 관련한 대일본 수출대책을 중심으로 협의함.

●

1989 1/4 분기 수출촉진협의회(3.28., 주일본대사관)
- 88년도 대일본 수출입 실적 및 전망을 논의함.

●

1989. 2/4 분기 수출촉진협의회(6.27., 주일본대사관)

●

1989. 3/4 분기 수출촉진협의회(9.28., 주일본대사관)

- 원화 절상 및 한국 경제환경 악화에 따른 대일본 수출증진 대책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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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미국 구조협의 현황, 환율 동향과 전망, 대일본 인력진출 문제 등을 논의함.

89-1199

대일본 수출촉진단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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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대일본 수출촉진단의 일본 방문에 관한 내용임.
1. 파견목적
●

중소기업의 대일본시장 진출 지원

●

일본시장 개척 및 시장조사 신규 바이어 발굴

●

일본 대도시에 대한 한국상품 홍보

2 주관 및 협조기관
●

한국 측: 한･일본 경제협회(한･일 시장협의회 사무국)

●

일본 측: 일본 무역진흥회(일･한 시장협의회 사무국)

3. 제1차 방일 수출촉진단(1989.2.27.~3.4.)
●

방문 지역: 큐슈지역 3도시(가고시마, 구마모토, 후쿠오카)

●

구성: 박용학 한･일본 경제협회 회장 등 28개 기업(38명)

●

방문 결과: 한국과의 인접성, 서울올림픽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 등에 힘입어 성과 거양

4. 제2차 방일 수출촉진단(1989.5.22.~28.)
●

방문 지역: 도쿄, 오사카 등 7개 도시

●

구성: 박용학 한･일본 경제협회 회장 등 103개 기업

●

방문 결과: 상담건수 810건, 상당 실적 139만 달러. 계약고 13만 달러

5. 제3차 방일 수출촉진단(1989.7.9.~15.)
●

방문 지역: 요코하마, 센다이, 아오모리지역

●

구성: 박용학 한･일본 경제협회 회장 등 23개 기업

●

방문 결과: 서울･센다이 간 정기 항공편이 조속히 개설 되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합의

6. 제4차 방일 수출촉진단(1989.9.24.~30.)
●

방문 지역: 도쿄, 오사카, 나고야, 가나자와, 니가타, 고베

●

구성: 박용학 한･일본 경제협회 회장 등 103개 기업(139명)

●

방문 결과: 업종별 상담건수 3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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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통상사절단 소련 방문, 1989.7.5.-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0 / 1 / 1-300

이선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민･관 통상사절단이
1989.7.5.~12. 소련을 방문함(외무부는 김재섭 구주국 심의관을 파견함).
1. 경위
●

모스크바 주재 KOTRA 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모스크바 한국주간’ 행사가 개최됨.
- 한국과 소련은 1989.7월 중 1주간 한국 상품전시회, 경제포럼, 특별문화행사 등 행사 개최와
고위급 민관 통상사절단 파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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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 목적
●

한･소련 간 경제교류 증진방안 협의

●

“모스크바 한국 주간” 행사 참가

3. 통상사절단 활동
●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하고 소련 측 인사들과 면담함.

●

소련 외무성 접촉
- 김재섭 심의관은 7.10.~11. 2차례 Y.D. Fadeev 외무부 아시아국 부국장과 I.P. Pogrebnoy
영사국 부국장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수립, 영사기능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
- 소련 측은 현재 공식관계 수립은 불가하므로 점진적 관계개선을 선호하고, 통상대표부나
영사사무소 설치 불가 입장을 표명
- 양측은 양국에 소재하는 KOTRA 사무소 및 소련 상의사무소 내에 영사부서를 설치하기로 합의

89-1201

한･미국 통상문제 관련 국회의원 미국 방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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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중 한･미국 통상문제와 관련된 국회차원의 주요 동향임.
1. 국회 상공위 무역소위 위원단 방미(1989.4.24.~27.)
●

방문단 구성
- 이동진 소위원장 등 의원 5명

●

미 의회 상하원 무역소위원장 등 주요인사 면담결과
- 한국 측은 최근 한･미국 통상현안에 대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슈퍼 301조 지정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
- 미국 측은 슈퍼 301조에 따른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문제에 대한 한국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슈퍼 301조항은 의회에서 이미 입법화되었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 PFC 지정은
행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

2. 국회 농수산위 위원단 방미(1989.4.27.~5.5.)
●

미국 상하 농업위원회 의원 면담 시 한국 입장 설명
- 한국 농업이 규모의 영세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89.4.8.
농산물 수입자유화 3개년계획을 발표하는 등 단계적 농산물시장 개방을 추진
- 미국의 무리한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는 한국 농민의 반발을 초래, 반미감정 확산과 한･미국
우호관계 저해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
- 미 의회가 한･미국 통상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

3. 서상목 의원 미국방문(1989.7.5.~9.)
●

주요 활동
- McAllister 국무부 경제차관보 면담, KEI(한국경제연구소) 주최 오찬, 미국 의회보좌관 초청
오찬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설명하는 등 국회차원의
통상외교활동 전개

4. 국회, 한･미국 통상관계에 관한 결의문 채택 및 전달
●

1989.10.13. 본회의에서 한･미국 통상관계에 관한 결의문 채택
-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삼가고 대화를 통해 통상현안을 해결할 것을 희망
- 소고기 수입개방 등 농업분야 개방은 충분한 보완조치와 함께 단계적이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
- 기타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조치 강화 방침을 설명하고 통신서비스 개방의 단계적 추진을 희망

●

10.26. 동 결의문을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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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02

민간 경제무역사절단 동구지역 국가 파견, 1989.9.13.-2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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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덕우 무역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구지역 경제무역사절단이 1989.9월 아래 일정으로
동구지역을 순방함.
●

체코(9.13.~15.), 유고슬라비아(9.16.~21.), 헝가리(9.21.~24.), 폴란드(9.24.~27.)

2. 외무부는 1989.8월 장지량 고려연초가공 사장 등 39명이 상기 동구지역 경제무역사절단 일원으로
유고슬라비아 및 폴란드를 여행하는 데 이의없음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회보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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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03

플랜트 수출 및 투자사절단 중남미 순방, 1989.10.23.-11.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0 / 4 / 1-46

1. 중남미 플랜트 수출 및 투자사절단(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 일행이 1989.10.23.~11.8.
수출 상담 및 투자 가능성 조사차 아래 일정으로 중남미지역(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및 페루)을
순방함.
●

멕시코(10.23.~27.), 과테말라(10.27.~29.), 브라질(10.30.~11.3.), 칠레(11.4.~6.), 페루(11.7.~8.)

2. 동 사절단은 한국 내 중소기업 규모의 8개 섬유 및 농기구업체 대표와 KOTRA, 무역협회 실무자
및 외무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됨.
1287

89-1204

유고슬라비아 통상사절단 방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0 / 5 / 1-135

1987∼89년 중 유고슬라비아 통상사절단의 방한 내용임.
1. Marko Bulc 유고슬라비아 슬로베니아주 상공회의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고슬라비아
통상사절단(9명)이 1987.11.15.~17. 방한함.
●

주요일정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무부, 상공부,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 삼성물산, 대우, 선경, 쌍용, 한일합섬, 코오롱 등 업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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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수원공장, 대우중공업 인천공장 등 산업시찰
- 외무부 제1차관보 예방

2. Tomaz Kossir 유고슬라비아 슬로베니아주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고슬라비아
통상사절단 (9명)이 1988.10.19.~28. 방한함.
●

동 사절단은 88 서울무역박람회 참관, 유고슬라비아 서울무역사무소 개설 리셉션 개최, 업체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3. Milan Pavic 유고슬라비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고슬라비아 통상사절단(34명)이
1989.2.25.~3.1. 방한함.
●

KOTRA･유고슬라비아 상공회의소 간 업무협력의정서 체결

●

유고슬라비아 경제･무역동향 설명회 개최

●

정부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방문
- 상공부차관, 경제기획원차관, 은행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회장, 무역협회 회장 예방

89-1205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1989.4.29.-5.6.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0 / 6 / 1-134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1989.4.29.~5.6. 미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미국의 1988년 신통상법에 따른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시장개방 노력과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내 대한국 인식개선 도모
-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시장개방 노력 및 입장 전달
- IIE(국제경제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미국 흑자축소 노력 설명
- 미국 내 유력 언론기관과의 기자회견 등을 통한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개선 등

2. 주요 일정
●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인사면담

●

-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국무･재무･농무장관, 미 상하원 의원 등
IIE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및 National Press Club 회견 연설

●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언론 인터뷰

3. 주요인사 면담결과
●

Hills USTR 대표
- 미국 측은 과일류 4개 품목 개방, 외국인 투자의 완전한 신고제 도입,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조치를 통해 PFC 지정문제를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할 것을 제의
- 한국 측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국 측 일괄타결안에 대한 한국입장을 정립, 대응 예정

●

파아넬 미국 농무성 부장관, 보스킨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 의장 등
- 미국 측은 PFC 지정시한이 촉박하므로 농산물분야에 대한 한국 측의 조속한 반응을 기대
- 한국 측은 대미국 흑자폭 감소, 한국농업의 특수성 등을 설명하고 제3차 협상 시 한국 측 대안을
제시할 예정임을 표명하고 소고기 문제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 결과에 따라
양자협상 추진계획임을 설명

●

Daschle 미국 상원의원 등 상하원 의원
- 동인들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기대한다는 의견개진

4. 기타 활동
●

IIE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 미국이 한국에게 통상 및 환율 문제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경우, 한국의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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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06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1989.4.29.-5.6.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0 / 7 / 1-305

정부대표단의 1989.4.29.~5.6. 미국 방문 참고자료임.
1. 미국 통상법 301조 운용절차(1989.4.)
2. 미국업계의 PFC 지정 의견서 제출
3. 소고기 패널보고서 처리대책(1989.4.26.)
1290

4. 한･미국 통상현안(부총리 방미 자료)(1989.4., 경제기획원)

89-1207

한승수 상공장관 서구 순방, 1989.2.15.-2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0 / 8 / 1-301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1989.2.15.~26. 서구 3개국(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및 제네바(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를 순방함.
1. 순방 목적
상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산업 간 협력 등 협조기반 구축
● 구주통합 등 현지정황의 정확한 파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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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일정
주요인사 면담
- 대처 영국 수상, 하우 영국 외상, 발트하임 오스트리아 대통령, Mathur GATT 사무차장 및 제네바
주재 주요 10개국 대사, 클라이스 벨기에 부수상, 방게만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 등
● 통상장관회담
-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 기타활동
- 주요일간지 인터뷰, 주재상사 간담회, 산업시찰, 공식 오･만찬 등
●

3. 주요 성과
한국의 수입자유화, 대외개방화 노력을 적극 이해시켜 통상마찰 해소 분위기 조성
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협력강화 추진
● 한･EC 간 지적재산권 문제 협의
- 보정(補正)에 관한 EC 측 입장 접수, 연내 전문가협의 등을 통해 타결 희망
●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희망
● 결론적으로 투자원(投資源)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전반적으로 EC의 대한국 인식을 많이
개선시켰고, 통상마찰 분위기를 완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신뢰관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됨.
●
●

4. 대표단 조치건의
대외개방, 수입자유화 조치의 성실한 이행
지적재산권 협상
●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및 유럽과의 협력강화방안 수립
● 고위 레벨에서의 교환방문 확대
● EC와의 당면현안 통상문제 해결 노력
●
●

89-1208

한승수 상공장관 북구 순방, 1989.8.28.-9.10. 전2권
(V.1 사전교섭)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서구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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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공부는 1989.4.18. 상공부장관의 북구 순방 관련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

EC(구주공동체)의 1992년 역내시장 완성계획에 따라 최근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EC･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관계와 방문초청 등을 고려하여 9월 북구 5개국(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방문 계획
- 방문국의 입장 등 파악 요망

2. 외무부는 1989.4월 관련 재외공관을 통해 방문국의 접수여부를 파악하고 일정 등을 조정함.
1292

3. 외무부는 1989.8.5. 한･북구 5개국 간 통상장관회담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함.
●

방문개요
- 기간 및 방문국: 1989.8.28.~9.10.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5개국)
- 대표단(수석대표): 한승수 상공부장관

●

기본훈령
-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EFTA 간 및 한･EC 간 적극적인 통상증진 및 중장기적 산업협력방안
모색계기 마련
- EC의 1992년 단일시장 추진 진전 상황, 회원국(네덜란드, 덴마크)의 입장 및 대외적 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
- 1992년을 위요한 향후 EC･EFTA 간 관계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한국 영향 파악 및
진출 확대방안 모색

●

국별 훈령
- 스웨덴: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및 GSP(대개도국일반특혜관세) 공여지속을 위한 교역의
확대균형 추구, 기술이전 및 중소기업협력과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한 산업협력 증진방안 모색
- 핀란드: 양국간 통상증진 및 동구권 진출방안 협의, 중소기업 간 협력 및 기술이전 등 산업협력
증진방안 모색
- 네덜란드: EC 규정에 따른 수입규제(반덤핑, 세이프가드) 완화방안 협의, EC 통합 진전상황
타진 및 대한국 영향분석과 대응
- 노르웨이: GSP 공여 지속확보 등을 통한 양국간 통상증진방안 협의, 산업협력(조선,
선박기자재 등) 확대를 위한 상호 노력 제의
- 덴마크: EC의 대한국 통상압력 완화방안 협의, 산업협력증진 방안(기술이전 및 중소기업협력) 논의

89-1209

한승수 상공장관 북구 순방, 1989.8.28.-9.10.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서구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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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상공부장관은 1989.8.28.~9.10. 북구 5개국(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을 순방함.
1. 순방목적
●

통상장관회담 및 민간경협위 개최를 통한 통상 및 경협 증진방안 논의

●

1992년 EC(구주공동체) 동향 정보파악 및 한국의 대외개방정책 홍보 등

2. 주요활동
●

통상장관회담 개최
- 양국간 교역확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자제, 한국산 자동차
수출요청
- 투자 및 기술협력: 특히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1993년 대전엑스포 적극참여 협조,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1990년말 예정기한 내 타결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

●

민간경제협력위 개최

●

주요인사 예방

●

수출촉진 독려활동: 수출진흥대책회의 개최, 주재상사 등과의 간담회, KTDC(한국무역유통센터)

- 한국의 외국인투자, 기술도입 및 해외투자제도 설명

로테르담 개관식 참석

3. 주요성과
●

1991년까지 교역규모 배가(倍加) 합의, 중소기업간 협력강화 추진, 대북방 진출 공동협력 기반마련,
한국의 대유럽 투자진출 강화 계기 마련, 한국산 자동차 진출발판 마련, 1993년 대전엑스포에
대한 협조 확보 등

4. 관찰 및 평가
●

관찰
- 북구지역 국가는 한국의 경제발전 및 88 서울올림픽 등을 통한 국제지위 신장에 긍정적 인식을
갖고 한국과의 통상증진 및 상호 투자확대 등을 강력히 희망
- 한국이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특히 지적재산권보호의 미국과의 동동한
대우를 강력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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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 기본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계기
마련
- 1992년 EC 통합에 대비한 현지 동향파악과 정보수집 효과거양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지역 국가에 대한 교역과 협력증진 가능성 파악 기회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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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10

Amaral, Joaquim 포르투갈 통상관광장관 방한,
1989.3.12.-1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0 / 11 / 1-93

1. Joaquim Amaral 포르투갈 통상･관광장관이 1989.3.12.~15. 방한함.
●

수행원
- 통상담당국무상 등 공식수행원 7명과 전경련 회장 등 기업인 10명

●

주요 일정
- 부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상공부장관 예방 및 만찬
- 전경련 주최 포르투갈 투자세미나 참석
- 현대전자, 금성전자, 삼성전자 방문
1295

2. Amaral 장관은 1989.3.15.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기업의 포르투갈 진출, 관광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함.

89-1211

De Pury, David 스위스 다자통상 협상대표(경제성 대외경제
담당대사) 방한, 1989.9.17.-2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0 / 12 / 1-52

1. De Pury 스위스 다자통상 협상대표(경제부 대외경제담당대사)가 1989.9.17.~20. 방한함.
●

경제기획원차관, 농수산부 제2차관보, 외무부 제2차관보, 재무차관, 상공차관 등과의 면담 일정을 가짐.

2. De Pury 협상대표의 상기 면담 시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관련한 협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스위스 측 언급요지
- 하반기 협상일정에 비추어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요소를 협상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입장이
비슷한 국가 간 긴밀한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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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협상반영 관심품목으로 일본의 경우 ‘쌀’에 치중된 입장임을 고려, 하반기 협상에서는
한･스위스･일본 등 공동이해국 간의 협조강화가 절실한 상황
- 1989.10월 회의 시 스위스 측은 서면제안을 제출 예정인 바, 한국 측의 관심사항이 있을시
동 제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양국 협조의 일환으로 고려 가능
●

한국 측 반응
- 상기 공동이해국 간 협조 필요성을 전폭적으로 지지
- 한국도 조만간 서면제안을 제출 예정

89-1212

Hills, Carla 미국 무역대표 방한, 1989.10.9.-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0 / 14 / 1-224

Carla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1989.10.9.~12.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한･미국 통상현안 및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촉진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방한함.

2. 한국 정부의 준비
●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하여 통일된 입장을
수립하기 위하여 1989.10.6.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 소고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보고서 채택, GATT BOP(국제수지) 협의,
농산물 일반 시장개방, 통신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계획, 철강산업,
조선산업,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 UR 협상, 아･태협력 등 현안에 대한 입장수립

3. 방문 결과
●

Hills 대표는 방한기간 중 대통령 예방, 부총리, 외무부장관 등 고위면담을 통하여 통상현안 전반,
UR 협상 및 아태지역 협력문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

●

한국 측은 동 대표에게 최근 수출입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무역불균형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강조
한데 대하여 동 대표는 한국의 시장개방과 경제의 국제화 노력의 진전을 평가함.

●

동 대표는 소고기 수입개방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인 시장자유화를
요구하고, 조선산업 지원철폐를 위한 다자간 협의가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함.
- 한국 측은 정치,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점진적 개방 입장을 설명

●

동 대표는 UR 협상과 관련하여 농산물,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새로운 분야의 협상진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함.
- 한국 측은 농산물 협상에서 한국의 어려움을 반영할 것과, 반덤핑 조치가 보호무역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미국이 GATT 반덤핑 협정 개정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

●

양측은 긴밀한 아･태 경제협력이 역내 국가의 무역 및 경제발전과 세계경제 발전에 긴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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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13

Mosbacher, Robert 미국 상무장관 방한, 1989.9.10.-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0 / 13 / 1-124

Robert Mosbacher 미국 상무장관이 1989.9.10.~13.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면담 등 일정을 가졌으며, 주요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교부장관 면담(9.10.)
- 한국 정부의 시장개방 조치 평가
- FX 공동사업계획 진전 및 유자망 어업문제 타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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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협조
●

한승수 상공부장관 면담(9.11.)
- 지적재산권보호 문제
- 통신시장 개방계획 수립
- 철강 VRA(자율규제협정) 연장 관련

89-1214

미국 의회 GAO 조사단 방한, 1989.11.13.-2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0 / 15 / 1-47

미국 의회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조사단이 1989.11.13.~22. 한국을 방문함.
1. 미국 의회의 입법 보조기관인 GAO의 극동지부(호놀룰루 소재) 관계관 2명이 미국의 통상법
301조의 시장개방 효과 및 아시아의 담배시장 개방이 우방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한국을 방문함.
2. 동 조사단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 통상국장, 재무부 국고국장, 보사부 의정국장, 금연운동협회
회장 등을 면담하고 관심사항에 대하여 인터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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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15

미국 통상관계 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0 / 16 / 1-114

1989년 중 미국 통상관계 인사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미국기업･행정부 간 교환근무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연수단 방한
●

1970년에 설치된 동 위원회는 법률, 마케팅 등 분야에 근무하는 민간기업 중견간부를 1년
기한으로 행정부에 근무하게 하고 정부 관리도 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스터디그룹을 해외에 파견하여 정부인사 면담, 세미나 개최 등 활동을 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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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1989.3.5.~8. 한국을 방문하여 외무부차관을 면담하고 아래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짐.
- 한미 통상관계와 한국의 시장개방, 한반도 통일전망, 한국 내 반미감정, 한국의 대동구권 외교와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제도) 규제,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등

2. 미국 Journal Of Commerce의 Marc Levinson 기자 방한
●

1989.3.27.~31. 방한하여 구본영 청와대 경제비서관, 외무부 통상국장, 상공부 통상협력관을
면담하고 아래 현안사항에 대하여 인터뷰함.
- 한미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과도한 요구가 한국 내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지 여부,
한국 정부가 시장개방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
에서의 정치문제와 경제문제의 밀착 여부, 한미 통신협상, 농산물 개방계획, 투자자유화 등

3. 휴스턴 소재 Manchester 산업단지 회장 일행 방한
●

1989.4.11.~13. 방한하여 동 산업단지를 소개하고 한국기업 유치를 희망함.

4. 기타
●

올랜도지역 상공회의소 무역사절단 등이 방한함.

89-1216

한･적도기니 구상무역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90 / 17 / 1-12

1. 노태우 대통령 취임 경축특사로 1988.2월 방한한 바 있는 Santiago 적도기니 외무차관은
1988.3.3. 주프랑스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구상무역을 제의함.
●

한국의 해안경비정 및 군복 등 군장비와 적도기니의 목재, 카카오 등 원제품 간에 구상무역 형식의
교역을 희망

2. 외무부는 1988.3.9. 상공부, 국방부에 상기 적도기니의 구상무역 제의 사실을 통보하고 동 교역에
관심있는 한국업체가 있을 경우 이를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

국방부는 4.16. 적도기니와의 구상무역을 희망하는 2개 업체 명단을 회보

3. 주카메룬대사(적도기니 겸임)는 1989.6.22. 적도기니와의 구상무역과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적도기니 출장 시 적도기니 외상, 상공상 등에게 구체적 요구사항 및 제공가능한 품목작성을
수차례 요청
- 1988.12.28. Onguene 적도기니 외상에게 서한을 송부, 동 구상무역 추진에 관해 주의를 환기

●

적도기니 외무부는 1989.5.9. 공한으로 아래와 같이 요청
- 한국 측이 제공가능한 완제품 및 반제품 리스트를 Malabo CIF(운임보험료부담조건) 가격과
함께 제시해 줄 것
- 적도기니 측이 제공 가능한 품목으로 원목, 코코아, 커피, 카카오, 새우, 바다가재 및 열대과일을 제시

●

적도기니 측이 그간 동 구상무역 추진상황과 적도기니의 재정 및 행정상을 감안할 때 동건의
성공적인 추진은 난망시
- 그러나 일단 관심을 표명한 2개 업체에 적도기니가 제공가능한 품목을 통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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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17

농산물 수입 자유화 대책반 운영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1 / 1 / 1-87

1988~89년 중 한국 정부가 농산물 수입자유화 대책반을 운영함.
1. 경위
●

미국 정부의 무역수지역조 해소 압력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1988.10월 한･미국 무역실무위에서
1989~91년 3개년 농산물 수입자유화 수립계획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함.
- 농수산부차관을 반장으로 하여 외무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대책반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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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책반 운영
●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는 품목 리스트 작성

●

제1차 전체회의(1988.12.30.) 결과

- 과일, 육류 등 134개
- 1989~91년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을 1989.1월 중순까지 완료
- 4개 소작업반 회의 구성 등 대책반 운영 구체화
- 기타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해 협의
●

소작업반회의 개최
- 1989.1월 각 소작업반이 담당 의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

89-1218

대일본 축산물 수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1 / 2 / 1-318

1988~89년 중 한국산 돈육의 대일본 수출에 관련된 내용임.
1. 한국산 돈육의 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단이 1989.1.23.~29. 일본을 방문함.
●

방문자
- 전찬수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
- 김범래 국립동물검역소장

●

일정
- 후생성, 농수산성 방문
- 요코하마 동물검역소, 후생성 동경검역소 방문

●

협의사항
- 일본 정부의 한국산 돈육의 위생검역 강화 방침에 따른 돈육 대일본 수출 위생조건 협의
-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 및 방역 대책 협의

●

협의 결과
- 한국 측은 대일본 수출용 돈육에서의 설파지미진(항생제) 배출 방지 노력을 설명함.
- 일본 측은 설파지미진 오염방지 대책 및 검사체제 확립과 중앙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등을
요청함.

2. 주일본대사관 농무관은 1989.6.14. 농수산부의 대일본 수출 돈육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방지
대책을 일본 후생성에 설명함.
●

일본 측은 7.20.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옴.
- 대일본 수출 돈육의 설파지미진 잔류방지 대책에 대해 평가함.
- 금년 6월 음성공장 제품에서 설파지미진 함량초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 당분간 수입 시 검사를
계속할 것이며 철저한 이행을 위한 조건을 제시함.

3. 본 문서철에는 1989.5월 농수산부가 발행한 대일본 돈육 수출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유해물질 잔류방지 대책) 책자가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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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19

대필리핀 통신장비 연불 수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동남아과/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91 / 3 / 1-17

1. 외무부는 1989.10.18. 주필리핀대사에게 한국 통신장비 수출과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함.
●

H. Perez 필리핀 교통체신부장관과 한국 대우그룹 간에 1986.10.11. 한국산 전전자교환기(TDX-1)
대필리핀 수출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 계약금액: 2,400만 달러
- 계약내용: TDX-1 4만 회선 해당설비 및 설치공사 준공, 동 소프트웨어 공급 및 기술지도 훈련 등
- 공사기간: 2년
- 대금 지불조건: 한국수출입은행 연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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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필리핀대사는 1988.12.15. V. Jaime 필리핀 재무장관이 아래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한
차관사업 2건에 대해 주재국의 외자부족으로 차관상환 연기(Rescheduling of Official Credits)를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

동양화학 166만 4천 달러

●

금성전기통신 283만 2천 달러

3. 외무부는 1989.2.23. 주필리핀대사에게 필리핀 차관상환 연기요청에 관한 수출입은행의 검토
의견을 송부함.
●

수입당사국의 대외채무 상환계획은 양측이 합의한 경우 조정가능

●

상기 2건에 대한 검토의견
- 금성통신 연불수출 건은 수출입자간에 채무연장 합의가 불투명하여 추후 수출자의 채무연장
의사결정 추이를 보아가며 대출금 상환계획 조정여부를 결정할 예정
- 동양화학 연불수출 건은 수출입자 간 채무연장 합의가 이루어질 단계에 있으므로 최종 적으로
수출입자 간에 합의가 완결되고 Paris Club의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관련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할 예정

89-1220

한･미국 방위산업 협력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9-91 / 5 / 1-281

1. 한･미국 방산업체 간 협력강화를 위한 제2차 한･미국 방산회의 및 전시회가 1988.5.8.~12.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됨.
●

대표단
- 한국 측: 유찬우 방위산업진흥회장, 국방부 제2차관보, 방산업체 대표 등

- 김기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동 회의 시 한･미국 양국관계 및 방산협력에 관해 연설
● 3개 분과위원회(상호협력, Offset 무역, 기술이전) 별로 토의 및 보고를 진행함.
●

동 회의가 한･미국 양측 민간업계의 친목조성 및 협력분위기 제고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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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국 국방장관은 1988.6.8. 아래 요지의 한･미국 방산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

한･미국 양국은 1950.1.26. 체결한 상호방위지원협정 서명 당사자로서 항구적인 안보관계
강화를 위해 아래 상호협력가능분야에 대한 기본방침을 설정함.
- 재래식 방산물자에 대한 기술교환, 연구개발, 생산, 조달 및 군수지원 등

3. M. Donally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1989.4.20. 한국업체가 발주한 군장비 구매입찰에 미국 방산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에게 송부함.
●

외무부는 5.24. 관련서류를 국방부에 송부함.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9.6.7. 외무부에 유사 시 한국에 거주하는 비전투 미국인 및 제3국적인의
후방대피계획 수립 사실과 동 대피계획 시행 시 한국 공군기지 사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허가를
요청함.
●

외무부는 6.19. 상기 사실에 대한 국방부 측 의견을 문의함.

5.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9.6.14. 외무부 안보과장에게 과염소산암모늄(AP) 수입에 따른 대미국
협조를 요청함.
●

미국 측은 한국업체가 로켓 및 미사일추진체 원료인 AP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계획인바, 동 원료가
핵무기 운반체제 개발 등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될 일이 없도록 한다는 한국 정부의 보증서를 요청함.

●

이에 대한 국방부 및 한국업체의 입장은 AP가 미사일 및 로켓추진체 제작의 핵심원료로서 미국
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경우, 한국의 자주국방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것임.

●

외무부는 11월 아래 요지의 대미국 회신서한(안)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문의함.
- 미국 측이 제시한 5개항 중 핵 미사일 개발부분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의무 및 제3국 불이전 의무를 준수한다는 일반적 표현으로 대처

89-1221

각국과의 방산협력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1과/안보과

MF번호

2019-91 / 4 / 1-173

1. 외무부는 제6차 외무･국방정책협의 실무조정위(1987.11.12.)에 방산품의 제3국 수출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외교적 문제 발생사례를 종합함.
●

사건개요, 교섭경위, 처리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

2. 외무부는 1988.11.3. 국방부에 대사이프러스 무기판매 관련, 사실관계 여부를 문의함.
●

미 국무부는 11.1. 주미국대사관 관계관에게 아래 요지로 언급
- 한국산 155밀리 Howitzer(곡사)포를 그리스계 사이프러스공화국에 판매 추진한다는 첩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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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중임.
- 미국은 유엔의 사이프러스 평화노력을 적극 지원하면서 1988.8월 시작된 그리스계 사이프러스
공화국과 터키계 북사이프러스 간 협상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에 추가무기가 공급될 가능성을 우려함.
●

국방부는 11.17.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회신
- 동 곡사포의 대사이프러스 수출설은 전혀 사실무근임.
- 국방부는 방산물자 수출허가 시 제3국 유출을 제도적으로 방지중임.

3. 상공부는 1989.1.11. 방산물자의 대차드 수출에 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1.30. 상공부에 아래와 같이 회신
- 차드에 전시에 사용 가능한 군수물자를 수출할 경우, 한국이 경제통상과 건설분야 등에서
차드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리비아 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한국의 이익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수출에 신중을 기함이 바람직

4. 상공부는 1989.1.27. 대우간다 일반 방산물자 수출과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2.15. 상공부에 아래와 같이 회신
- 현 우간다 국내정세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반정부 게릴라활동에 대내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출 허가를 해도 무방

5. 국방부는 1989.5월 군수물자 수출가능국가 판단지침(82.9월 작성)의 재작성을 위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6.8. 최근의 국제정세 및 한국과의 관계 변화 등을 고려, 군수물자 수출대상국별
적용기준을 회보
- 국별, 방산물자별(주요, 일반물자), 일반 군수물자별로 수출가능, 협의요, 수출불가로 구분

89-1222

대이집트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91 / 6 / 1-20

1. 주카이로총영사는 1988.4.23. G. Ibrahim 이집트 군수조달담당 국무장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Ibrahim 장관은 1988.3.23. 한국의 방위산업, 전자산업 등 분야에서의 발전상 시찰을 위한 방한
의사를 표명
- 동 장관은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측근 각료로서 양국간 방산협력 가능성 모색, 한국산
전자제품의 이집트 수출시장 확대 등 양국간 협력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사임을
감안, 국방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을 건의

2. 외무부는 1988.7.29.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아래 요지로 훈령함.
●

국방부와 상공부는 상기 Ibrahim 장관의 공식 방한 초청이 어렵다는 의견을 회보
- 국방부는 방한목적 및 양국관계를 고려, 타부처 장관 명의로 초청 추진할 것을 요청
- 상공부는 1988년 하반기 통상장관회담 및 국회일정 등에 따라 초청이 곤란

●

동 장관에게 이집트 진출 한국업체 초청형식으로 방한하도록 권유
- 비공식 방한의 경우라도 소기의 방한목적을 달성하도록 산업시찰 및 방산업체 시찰 등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적극 협조 가능

3. 상공부는 1988.10.5. 한국업체의 대이집트 일반 방산물자(트럭) 수출과 관련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은 10.18. 통상국에 이의가 없음을 회보

4. 국방부는 1989.2.15. 외무부에 A. Ggazara 이집트 국방장관의 방한 초청에 관해 협조를 요청함.
●

Ggazara 국방장관은 이집트 군부 및 정부차원에서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할 유력한 인사
- 동인의 방한의사 및 희망시기 파악 요망

●

외무부는 1989.2.18.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
- 동 장관의 방한의사 및 방한 희망시기 등 파악, 보고
- 방한의사가 확인될 경우 초청장은 추후 조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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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23

한국의 대이란 방산물자 수출 문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9-91 / 7 / 1-64

1. 미국은 이란･이라크전의 종결을 위한 대이란 금수정책에 한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의
대이란 방산품 수출 문제를 수시로 거론함.
●

요청 내용
- 한국업체의 대이란 조명지뢰(trip flare) 및 155밀리 곡사포 부품 수출 문제(1988.3.11.)
- 한국업체의 대이란 박격포 fuse 수출 정보확인(1988.4.19.)
- 한국업체의 대이란 155밀리 곡사포 및 동 부품 수출 문제 (1988.6.29.)
- 이란 항공기의 한국 임시운항 허가에 대한 불만표시(1987.11.17. 및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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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입장
- 한국은 1984.3월 이래 살상용 및 비살상용 군수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전면불허
- 한국 정부는 이란･이라크전 종식을 위한 미국 측의 대이란 금수노력을 지지

●

외무부 조치사항
- 국방부에 사실통보 및 조사의뢰
- 사실일 경우, 국방부에 수출승인 보류조치 필요의견 전달
- 미국 측에는 한국 정부의 대이란 방산품 금수조치는 계속 유효하며, 철저히 준수 중이라는
입장표명

2. 국방부는 1988.12.5. 외무부에 이란･이라크 휴전 이후 대이란, 이라크 군수물자 수출규제 재검토를
위한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회신 예정
- 걸프정세 불투명으로 당분간은 기존 수출규제정책의 불변이 바람직
- 대이란 군수물자 금수정책 완화는 한･이라크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추진하며,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하여 반응을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

3. 상공부는 1989.6.9. 외무부에 이란･이라크 진출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이란･이라크전 휴전 및 종전협상의 진전과 관련, 양국 특히 이란에 대한 비살상용, 비무장
방산물자 및 일반 군수물자의 수출 허용이 한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바람직

●

외무부는 7.7. 아래 의견을 상공부에 회신
- 최근 이란･이라크전 종전과 한국의 수출여건 악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 시 1984년의 대이란
군수물자 금수결정을 재검토할 필요성 인정
- 한국･이라크 관계, 대외 문제에 관한 한･미국 간 협조의 중요성을 감안, 단계적으로 해제함이 바람직

89-1224

대수리남 경비정 수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중미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9-91 / 8 / 1-263

수리남에 대한 한국 경비정 수출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수리남 해군에 대한 한국 경비정 수출 추진 경위(1985~86년)는 아래와 같음.
●

1985.11월 수리남 해군 측이 주베네수엘라대사관(수리남 겸임)에 구매의사 표시

●

1986.4월 Graanoogst 수리남 군사령관 방한 시 경비정 구입을 위한 한국 측(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요청

●

1986.10.23. Graanoogst 군사령관 방한 시 경비정 구매계약 서명(1989.10.23.)
- 47M급 연안 경비정 1척
- 선가: 564만 달러
- 1,2차 선수금 총 264만 달러(건조기간 중 매월 분할상환)
- 잔금 300만 달러는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자금 지원(수리남 중앙은행 담보, 8년 16회
분할상환)

2. 한국 수출업체는 1987.9월 상기 대수리남 경비정 수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망함.
●

현황
- 수리남 측이 선수금 지급 및 중앙은행 약속어음 발행 등 계약의무 계속 불이행
- 수출입은행은 수리남의 country risk가 높다는 이유로 연불 자금지원이 어렵다는 입장

●

건의
- 외교정책 차원에서 관계부처 및 수출입은행과 협의, 본 사업진행을 위한 지원 건의

3. 외무부는 1987.9.30. 및 1988.4.4. 한･수리남 양국간 우호적 관계를 감안하여, 상공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정책적 배려를 요청함.
4. 한국업체의 대수리남 경비정 수출은 1988년 수리남 측 사정으로 사실상 무산됨.
●

1988.5월 한국업체는 수리남 측의 계약 불이행과 중도금 등 지급보증 무산으로 인한 공사중단
위험성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추가 선가인상 요인 등으로 동 경비정 수출 폐기입장 표명

●

8월 Graanoogst 군사령관은 수리남 정부의 재원조달 문제로 동 경비정 구입을 일단 연기하기로 결정
- 9월 수리남 측이 기납부한 선수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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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25

대우간다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91 / 9 / 1-64

1. K. Mukasa 우간다 재무부 부장관은 1988.3.13. 주우간다대사와 면담 시 한국의 군용트럭 등
방산품 수입의사를 표명함.
●

재정형편상 한국의 신용제공 또는 우간다 정부의 지불보증에 의한 수입을 희망

●

한국 측은 3월 대외협력기금이나 수출입은행자금의 지원은 목적상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

2. 상공부는 1989.2월 동 방산품 수출업체인 대우에 대해 우간다 수출승인을 허가함.
●

군용트럭 200대, 345만 달러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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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간다 국방부 병참기술국장 등 군수관계자 3명이 1989.3월 군용트럭 등 방산품 생산시설 시찰차
방한 후,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함.
●

한국업체 간 경합으로 계약확정 및 상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
- 그간 코오롱과 구매문제 상담을 해 온바, 동 업체와 계약체결 희망

4. 상공부는 1989.3월 외무부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회보함.
●

수출승인업체인 대우와의 거래가 바람직
- 일반 방산물자 수출 조정 요령에 따라 코오롱은 우간다 수출 예비승인 대상업체로 부적합

5. 우간다 측은 1989.4.11.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한국 코오롱과 방산품 수입계약을 체결함.
●

만약 코오롱과 계약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인도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겠다는 입장표명

6. 상공부는 1989.5.16. 외무부에 동건 조치상황을 회신함.
●

대우･코오롱 간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수출예비허가를 득한 대우에 조속
수출의무 이행을 촉구
- 아울러 코오롱에 대해서는 우간다 측과 수출상담을 즉시 중지하도록 경고

7. Mondo우간다 국방차관은 1989.6.1. 코오롱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우간다 국방부로서는 난처한
입장 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 군용지프차 구매문제를 일단 보류, 재검토
하겠다고 언급함.

89-1226

한･중화민국(대만) 저작권보호협정 체결 교섭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1 / 10 / 1-63

1. 주한 대만(구 중화민국)대사관은 1987.11.22. 외무부에 저작권보호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에 관한
한국 정부의 의사를 타진함.
2. 외무부는 1988.4.1. 주한 대만대사관에 아래 입장을 통보함.
●

현재의 한･대만 간 저작권 분야의 교류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한･대만 저작권보호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가 미성숙

●

금후 저작권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확대 추이를 보아가면서 동 협정 추진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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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공보부는 1989.7.4. 외무부에 대만 국적의 저작권등록 신청과 관련, 저작권 상호주의에 의한
보호를 위해 대만에 상주하는 한국인의 저작권 보호여부를 문의함.
●

대만 정부는 한･대만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감안, 한국이 한국 내 거주 대만인의 저작권을
상호보호함에 동의할 경우, 대만 내 한국인의 저작권등록도 수리하고 그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4. 외무부는 1989.8.25. 문공부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대만 측은 한국이 대만 국적인의 저작권을 보호할 경우, 대만 측도 한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에 따라 저작권보호를 위한 양정부 간 협의 선행 필요성은 없음.

5. 외무부는 1989.9.4. 주대만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정부는 최근 대만 국적인이 제출한 저작권등록을 수리
동 사실을 대만 측에 통보하고, 향후 대만에 상시 거주하는 한국인의 저작물도 대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대만 측에 요청

89-1227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전4권 (V.1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1 / 11 / 1-371

1988~89년 중 정부는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함.
1. 경위
●

미국이 지적재산권보호 미흡 국가에 대해 종합무역법상 불공정무역국가로 지정하여 제재를
가해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8.12.30.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함.
- 상공부 제1차관보가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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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부처 대책반 활동
●

제1차 회의(1988.12.30.)
- 합동단속반 구성 및 단속계획 수립, 위조상품 수출방지, 공동상표 개발지원, 위조상품 단속
실시와 관련된 예산조치, 홍보활동, 대만(구 중화민국) 실태조사단 파견 등을 토의, 결정함.

●

제2차 회의(1989.1.17.) 및 제3차 회의(1989.1.27.)
- 합동단속반 운영대책, 실무대책반별 계획 등을 협의함.

●

실태조사단 해외 파견
- 1989.3.5.~11. 대만 및 홍콩에 실태조사단을 파견함.

●

미국에 대한 조치
- 대책반장 명의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에 대한 서한, 주미국대사관을 통한 미국 행정부,
의회, 주정부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적재산권보호 노력을 홍보함.

89-1228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전4권 (V.2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I)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1 / 12 / 1-238

1988~89년 정부는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함.
1. 미국의 압력 증가
●

미국 IIPA(국제지적재산권연맹)은 1989.4.19.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나라로서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를 열거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을 통상법 301조에 의한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후보국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1989.5.25 PFC를 발표하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주요 관찰리스트에 포함하여 발표함.
- 11.1.까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여부 결정

2.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개최
●

제4차 회의(1989.6.2.) 결과
- 각 관련부처의 지적재산권보호 집행 현황 검토
- 위조상품 수출방지 대책 강구
- 6.12. 제5차 회의 개최 결정
- 6.15.~16. 한･미국 협의 개최 결정

●

제5차 회의(1989.6.12.) 결과
- 미국 측 관심사항, 한･미국 협의 진행방식, 한･미국 협의결과 조치를 위한 방안, 단속강화
방안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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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29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전4권 (V.3 한･미국 6월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1 / 13 / 1-306

한･미국 간의 지적재산권 협의를 1989.6.15.~16. 서울에서 개최됨.
1. 협의 의제
●

지적재산권 정부대책반 활동상황

●

행정부의 저작권보호 문제, 신저작권 집행, 한국의 특허법 관계

2. 대표단(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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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

●

미국 측: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3. 한국대표단 훈령
●

정부의 대책반 운영을 통한 지적재산권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

●

미국 측의 지적사항을 청취한 후에 한국의 조치사항 및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할 것

●

사법적 및 준사법적 절차 및 결정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것

4. 협의 결과
●

미시판 물질(Pipeline Products)특허 관련하여 합의문안에 가서명

●

미국 측은 한국의 무단복제 서적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및 조치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

●

또한 미국 측은 특허권 및 상표권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단속 실적 및 특허심판 절차,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 표명

5.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개최
●

정부는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에서 미국 측이 불만을 표명함에 따라 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6차 회의(1989.6.28.)를 소집

89-1230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전4권 (V.4 한･미국 10월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1 / 14 / 1-123

제2차 한･미국 간의 지적재산권 협의가 1989.10.2.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비공식 협의(1989.9.6.)
●

철강협상 차 워싱턴을 방문한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은 Kristoff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를 비공식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서적 무단복제 단속실적, 위조상품의 수출방지, 특허법
및 상표법 개정, 반도체 칩 보호법 제정 등 지속적인 지재권보호 노력을 설명
- 미국 측은 무단복제에 대하여 상표법 적용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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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1989.10.2.)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한국대표단 훈령

-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
- 지재권보호 실적을 종합적으로 통계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집행강화 방침을 설명할 것
- 무단복제 저작물의 출판 및 판매 문제에 대한 행정지도 및 상표법에 의한 단속 방침을 상세
설명할 것 등
●

협의 결과
- 한국 측은 현안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방향을 설명
- 미국 측은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한국민의 인식 수준, 영업비밀 보호법 제정 용의 등을 질의
- 미국 측은 아직도 한국 정부의 지재권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재권보호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고 10월 추가회의 개최를 제의

3.제3차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1989.10.23.~30.)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협의 결과
- 미국 측은 한국 측이 향후 집행계획(Action Plan)에 관한 입장을 서한 형식으로 미국 측에

-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

전달할 경우에는 1989.11.1.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보장을 약속
- 또한 미국 측은 한국 측이 향후 지재권보호에 관한 협의를 위한 Subgroup 설치, 특허권 보호기간
20년 연장 등을 약속할 경우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 제시
- 한국 측은 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서한을 작성, 미국 측에 전달
●

미국 정부는 1989.11.1.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격하

89-1231

호주산 우라늄 도입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91 / 15 / 1-16

1989년도 호주산 우라늄 도입과 관련한 가격 교섭 경위와 결과임.
1. 1989.11.24. Richard Broinowski 주한 호주대사는 외무부를 방문, 한･호주 정부 간 원자력 협정과
우라늄 가격 교섭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한국 측이 한･호주 정부 간 원자력 협정의 행정약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메카니즘을 우라늄 가격
교섭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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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안전조치청은 한･호주 간 행정약정에 의해 한국에 이전될 핵물질 관련 내용을 1989.10월
과기처에 통보한바 있음.

●

우라늄을 도입하는 한전 측은 우라늄 가격 교섭이 ERA(호주에너지청)와 계속 진행 중이며 교섭이
완료된 후에나 호주 안전조치청에 회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한전 측은 호주산 우라늄 도입 가격이 현물시장 가격보다 월등히 비싸다고 주장

2. 1989.11.27. 한전과 ERA 간 가격 교섭이 완료됨.
●

호주산 우라늄 정광이 11.29. 선적됨.

●

과기처는 11.27. 주한 호주대사관에 핵물질 이전을 확인하는 서한을 발송함.

89-1232

알팔파 구매 관련 한･카나다 협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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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팔파 구매에 관한 한･캐나다 간 협의와 관련된 내용임.
1. 카나다 측의 시정요구
●

1988.3.2. Mann 주한 캐나다대사관 공사는 한국 농수산부가 알팔파 공개입찰에서 캐나다를
조직적으로 배제하여 유찰시켰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

●

주캐나다대사관도 알팔파 공개입찰에 대한 주재국의 반발을 보고
- 1989.3월 한국사료협회가 실시한 알파파 공개입찰에서 캐나다산이 미국산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유찰된데 대해 캐나다 정부는 한국의 처사를 부당하다고 항의함.

2. 알팔파 도입 경위
●

1987년 미국과 캐나다의 요청에 의해 시험용으로 알팔파 1만 톤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도입함.
- 미국산 8천 톤, 캐나다산 2천 톤을 입찰형식으로 도입함.

●

캐나다 측은 쿼터량 배정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여 온 바 있음.
- 1988.3월 쿼터 배정없이 공개입찰을 실시한바, 캐나다(115달러) 및 미국(134달러) 제시 가격이
국제가격 90달러보다 높아 유찰시킴.

3. 농림수산부 입장
●

알팔파 도입문제는 실주요자인 한국사료협회 및 축협중앙회의 판단에 따르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수입하도록 함.
- 미국을 의식하여 고의적으로 캐나다를 배제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공개경쟁원칙에 따라
구매할 것임.

4. 공개경쟁입찰
●

1989.7.13. 농림수산부는 5천 톤의 알팔파 공개경쟁입찰 구매계획을 미국과 캐나다에 통보함.
- 실수요자가 개별적으로 자유구매하고 대부분 공개입찰에 의해 구매함.
- 수입한도 물량은 수입의무량이 아닌 당해년도 최대 물량인 바, 실수요자는 가격동향, 사료품질
등을 감안하여 유리한 원료를 구입함.

●

7.13. 공개입찰 결과 캐나다산이 미국산보다 가격이 월등이 저렴하여 전량 캐나다 측에 낙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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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팔파 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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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6월: 총 10,000톤(미국산 8,000톤, 캐나다산 2,000톤)

●

1988.6월: 캐나다산 200톤

●

1988.7월: 캐나다산 5,000톤

●

1988.9월: 미국산 1,815톤

89-1233

네덜란드산 화훼류 수입 문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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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네덜란드대사는 1989.1.24. 공한을 통해 화훼류 수입 시 한국세관의 방역강화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해 옴.
●

네덜란드산 화훼류에서 발견된 바 있는 특정병, 공급자, 방역증명서에 관한 자료

●

한국 측이 7.1.부터 시행할 화훼류 방역강화제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

2. 국립식물검역소장은 1989.2.27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 격리재배 검사요령을 회신함.
●

식물방역법에 의거 격리재배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식물(구근류 포함)에 대해서는 검사여건이 개선되어 보다 강화된 격리재배 검사를 실시
하고자 하는 것임.

●

네덜란드의 화훼 구근류 뿐만아니라 각국에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병해충 부착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 1988년 중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글라디올러스 등 구근류 34건 중 5건에서 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등 3종이 발견됨.

3. 국립식물검역소는 1989.3.13. 동 검역소를 방문한 네덜란드 관계관 2명(주일본 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 네덜란드 구근검사소장)에게 상기 내용을 상세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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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34

유럽산 원피 수입 규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2 / 3 / 1-167

1987~89년 중 정부가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취한 유럽산 원피 및 생축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네덜란드산 원피 수입문제
●

1986.12.30.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자국산 원피 수입금지에 대한 수의학적 기준을 문의함.
- 1987.1.9. 외무부는 원피가 우제류의 생산물이므로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콜레라가 종식될
때까지 수입 불가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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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12.1. 농림수산부는 원피 수입에 필요한 위생조건을 네덜란드 측에 제시함.
- 2년 동안 구제역, 우역, 우폐역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수출우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살한 소는 네덜란드에서 최소 90일 이상 사육해야 함.

●

1988.1.25. 네덜란드 농수산부는 한국이 제시한 수입위생조건 수락을 통보함.

●

1989.2.1. 정부는 네덜란드산 우피 수입제한을 해제함.

2. EC(구주공동체) 국가 중 원피 수입 요청 국가
●

1988.2월 네덜란드산 원피 수입허가에 따라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이 자국산 원피
수입허용을 요청함.
- 특히,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가축위생 상황이 동일함을 이유로 강하게 요청함.

●

1987.12.21. Crettiez 프랑스 상무부는 자국산 원피 수입규제 해제를 위한 양국 위생관계자 간의
협의를 요청함.
- 1988.1.15. 농림수산부는 프랑스가 아직 구제역 등 전염병 발병 국가임을 들어 원피 수입이
불가함을 통보함.

●

1988.4.22. 주한 독일대사관은 2.11.부터 독일이 구제역지역에서 제외됨을 감안하여 한국의
자국산 원피 수입허용을 요청함.
- 5.11. 농림수산부는 독일이 소의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국가임을 들어 허용불가 입장을 통보함.

●

주한 벨기에대사관(1987.8월) 및 주한 이탈리아대사관(1988.6월)은 각각 공한을 통해 자국의
원피 수입허가를 요청함.
- 농림수산부는 이들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국가임을 들어 허용 불가입장을 통보함.

89-1235

카나다의 제3국 산품 덤핑제소 동향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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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캐나다의 제3국 산품에 대한 덤핑제소 동향임.
1. 1988.6.30. 캐나다 CIT(수입심사위원회)는 동독 및 중국산 캠핑 텐트에 대한 덤핑피해 재심 계획을
발표함.
●

12월 동 덤핑규제를 철회한다고 재심 결과를 통보함.

2. 1988.8.3. 캐나다 CIT는 벨기에,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및 영국산 Stainless Steel Plate
덤핑판정(1983.3.29.)에 대한 재심 결과, 덤핑철회 판정을 내림.
●

8월 일본산 특정 Stainless Steel Pipe Fitting에 대해 덤핑피해 판정을 내림.

3. 1988.12월 캐나다 CIT는 미국 및 일본산 전기절연체에 대한 덤핑재심 결과, 캐나다 생산업체의
부재로 종전의 피해판정(1985.1.9.)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4. 1989.2월 캐나다 CIT는 미국산 Sour Cherries에 대해 덤핑피해 판정을 내림.
●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 발효(1989.1.1.) 이후 미국상품에 대한 최초의 덤핑판정 조치

5. 1989.5월 캐나다 CIT는 외국산 모터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림.
●

브라질, 프랑스, 일본, 스웨덴, 대만(구 중화민국), 영국 및 미국산 Polypass Induction Motor에 대하여
캐나다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를 조사한바, 혐의가 없음으로 판정

6. 1989.5월 캐나다 CIT는 폴란드산 전기냉장고에 대한 덤핑피해 조사개시 계획을 발표함.

1321

89-1236

카나다의 한국산품 덤핑제소 동향. 전2권 (V.1 자동차배터리 등)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3 / 4 / 1-168

1988~89년 중 캐나다 정부의 한국산품에 대한 덤핑제소 동향임.
1.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덤핑 재조사
●

1987.12월 캐나다 측은 한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덤핑 관련 수출가격
재조사 실시계획을 통보해 옴.
- 1988.2월 삼성전자, 금성사를 각각 방문하여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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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6.30. 캐나다 측은 한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대한 덤핑피해 판정을
철회함.

2. Drywall Screw 덤핑재심
●

1988.2월 캐나다 측은 한국, 일본, 대만산 Drywall Screw에 대한 덤핑재심을 실시할 계획을
통보해 옴.

3. 자동차배터리 덤핑조사
●

캐나다 측은 1988.8.30.자로 한국산 자동차배터리에 대한 덤핑조사계획을 발표함.
- 캐나다 국세청에서 90일 이내에 예비판정
- 예비판정 후 90일 이내에 최종 판결
- 해당 수출업체는 현대종합상사, 효성물산, 금호(주), 경원배터리, 선경(주), 한신기계 등 12개 업체

●

캐나다 측은 1988.11월 동 덤핑조사를 종결할 계획임을 발표함.
- 덤핑이 캐나다 내 동종상품의 생산에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했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동 덤핑조사를 종결할 계획

●

캐나다 측은 1988.12.29.자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함.

89-1237

카나다의 한국산품 덤핑제소 동향. 전2권 (V.2 기타 산품)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3 / 5 / 1-191

1988~89년 중 캐나다 정부의 한국산품에 대한 덤핑제소 동향임.
1. 캐나다 정부는 1988.1월 한국산 Carbon And Alloy Steel Plate에 대한 재심 계획을 발표함.
●
●

1989.3월 CIT(캐나다 수입심사위원회)는 한국산 덤핑유효판정이 1989.11.30.자로 만료된다고 통보
1989.11월 CIT는 한국산을 비롯 벨기에, 브라질, 체코, 서독, 프랑스, 남아공,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산에 대한 덤핑피해여부 재심 계획을 발표
- 11.30.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심하기로 결정

2. 캐나다 정부는 1988.2.26. 한국, 일본, 중국, 독일산 포켓식 앨범류에 대하여 주재국 관계산업에
미친 덤핑피해를 인정하는 판정을 발표함.
●

캐나다 정부는 1989.11.30.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독일 및 미국산에 대한 재심 결과를 발표
- 11.30.부터 상향조정된 관세부과

3. 주캐나다대사는 1988.2.27. 캐나다 정부가 한국, 미국 및 독일산 Stainless 강관에 대한
덤핑재심을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해 옴.
4. 주캐나다대사는 1988.4.26. 캐나다 정부가 한국산 Waterproof Rubber Footwear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해 옴.
●

한국 수출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5.8.∼21. 실시할 계획
- 관련업체는 국제상사, 진양, 선경, 대양고무, 한비, 삼화, 삼진화학 등

5. 캐나다 정부는 1988.5∼6월 중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한국업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6.29. 발표함.
6. 캐나다 CIT는 1988.8.23. 한국산 여성핸드백에 대한 덤핑재심 결과를 발표함.
●

자국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없음을 인정하여 동 덤핑규제를 철회한다고 발표

7. 캐나다 정부는 1988.12월 한국산 Vinyl Coated Knitted Fabric에 대한 덤핑재심 결과를 통보해 옴.
8. 캐나다 정부는 1989.3월 한국산 Wide Flange Steel Shape에 대한 수출가격 재조사를 완료하고 동
결과를 관련업체에 통보함.
●

1989.3.23. 수입분부터 조정된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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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38

카나다의 한국산품에 대한 GPT(일반특혜관세) 수혜문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3 / 6 / 1-178

1988~89년 중 캐나다의 한국산 일부품목에 대한 GPT(일반특혜관세) 수혜정지 검토와
관련된 내용임.
1. 한국산 악기용 확성기에 대한 GPT 철회 제소 관련 공청회(1988.10.17. )
●

참석자
- 제소자: Yorkville Sound사
- 캐나다 측 수입업자: Sanyo Canada, Rao Io Sh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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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출업체: 불참
●

결과
- 제소자 측은 한국을 더 이상 개도국 범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GPT 철회는 당연하다고 주장
- 수입업자 측은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제소회사와는 기술적으로 경쟁관계가 아니므로 GPT
철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
- 1989.4월 캐나다 관세위원회는 Yorkville Sound사 제소를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

2. 한국산 Bopp Film에 대한 GPT 철회 제소관련 공청회(1988.11.8.)
●

참석자
- 제소자: Mobil Chemical Canada사 등 3개 캐나다 생산업체
- 한국 수출업체 및 캐나다 수입업체: 불참

●

결과
- 제소자 측은 한국은 개도국으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향후 3년간 GPT 수혜정지 지속을 주장
- 캐나다 관세위원회는 1989.5.31.자로 수혜정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

3. 한국산 Pneumatic Inner Tube에 대한 수혜정지 연장
●

1988.6월 캐나다 정부는 한국산 Pneumatic Inner Tube에 대한 GPT 수혜정지를 1991.4.30.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공고

4. 한국산 Rubber Footwear에 대한 수혜정지 연장
●

1989.1월 캐나다 정부는 1988.12.31.까지 GPT 수혜가 정지된 한국산 Rubber Footwear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수혜정지를 연장하기로 결정

89-1239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전3권
(V.1 1987.7-88.7)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2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3 / 7 / 1-171

1. EC(구주공동체) 해운회사들은 한국 현대상선이 1986.10월 이후 EC-호주 항로에서 정상운임보다
25~30% 낮은 운임 덤핑으로 EC 업계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EC에 덤핑제소한바,
EC는 1987.11월 공식 조사를 개시함.
2. EC 측은 1988.5월 한국의 waiver 제도, 해운정책 등 비상업적 혜택으로 인해 한국선사의 저렴한
운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하고 정상운임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보상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현대 측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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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측은 1988.6.6. EC 측에 그간 충분한 해명 및 거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EC 측이 이를
고려한 흔적이 없다고 하면서 EC의 결정내용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89-1240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전3권
(V.2 1988.8-12)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2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3 / 8 / 1-174

1.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는 1988.10.20. 한국 현대상선의 구주-호주 운행과 관련하여 EC
각료이사회에 보상관세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아래 요지로 발표함.
●

현대상선 운임은 정상운임보다 26% 저렴함.

●

현대상선 저운임은 한국 정부의 비상업적 지원으로 가능하게 됨.
- 해운사업 합리화 시 제공한 금융혜택
- 한국의 화물유보제도에 의한 간접적 혜택
- 외국인의 한국 내 해운관련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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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 현대상선 취항 이후 EC선사들의 평균운임이 하락함.

2. 외무부는 1988.11월 EC 회원국 주재 대사관에 EC 집행위원회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판정에 대한
한국입장(영문자료)을 송부하면서 동 한국입장을 비망록으로 작성하여 주재국 측에 제출하라고
지시함.

89-1241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전3권
(V.3 1989)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2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3 / 9 / 1-212

1. EC(구주공동체) 이사회는 1989.1.4. 서면절차를 통해 현대상선의 구주-호주 노선 화물에 대해
20피트 콘테이너당 450ECU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주영국대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동 보상관세 결정 배경은 현대상선이 한국 정부로부터 자국
화물의 독점적 수송권 및 세제 및 금융지원 등 불공정한 혜택을 부여받아 이를 활용, 평상 운임의
26%를 덤핑한 데 있다고 함.

2. 주벨기에대사관은 1989.1.12. 상기 현대상선에 대한 보상관세 부과 건 관련 향후 조치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EC 측이 현대 측의 가격인상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대 측 안이 수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가격인상조치에 대해 EC 집행위원회와의 교섭은 일단 계속 진행하되, EC 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대 측 변호사들은 현대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EC 내부에서도 본건이 EC
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함.

●

보상관세는 Surcharge의 성격이 있으며 특정선사에 대한 이러한 Surcharge 부과는 차별행위라는
점을 들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제소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

한국 측의 EC에 대한 보복조치는 EC의 또 다른 보복조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음.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9.2월 EC의 보상관세 부과를 GATT 또는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
협상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4. 현대상선은 1989.4.20. EC 이사회의 보상관세 부과결정(1989.1.4.)에 대하여 EC 사법재판소에
제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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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42

한국산 섬유제품의 일본수출에 따른 제문제. 전2권
(V.1 1987-88)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3 / 10 / 1-313

1. 다모리 에이이치 일본 통산성 생활산업국 심의관은 1988.7.28.~30. 방한하여 외무부 통상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니트제품 대일본 수출규제를 요청함.
●

한국산 니트제품의 수입 급증에 따른 일본업계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측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요청함.
- 한국 측의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대일본 수출 급증세가 둔화되지 않는다면 일본업계의
덤핑제소가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일본 정부로서도 관련 대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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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대장성은 1988.10.21. 일본 니트공업조합연합회의 한국산 니트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수리함.
●

한국이 1988.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조치 및 양국업계 간 협의에도 불구, 한국산
니트류의 대일본 수출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음에 따라 반덤핑제소를 통해 한국에 압력을
가해 양국업계 간 협의 시 한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정부로서는 동건이 양국간 외교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조용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니트공업조합연합회 및 언론에 대해서도 과대선전과 보도자제를 요청하였다 함.

3. 다나하시 일본 통산성 생활산업국 통상과장은 1988.12.29. 방한하여 상공부 및 외무부 담당과장을
면담하고(12.30.) 한국이 실시하기로 한 Check Price 제도 운영방안 및 물량규제 효과에 관해
중점 논의함.

89-1243

한국산 섬유제품의 일본수출에 따른 제문제. 전2권 (V.2 1989)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3 / 11 / 1-132

1. 한국 섬유제품수출조합과 일본 섬유산업연맹은 1989.1.28.~2.1.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양측
간 협의에서 한국업계의 대일본 자율규제방안에 관해 합의함.
●

한･일본 양측이 합의한 한국의 대일본 자율규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규제기간: 1989~91년(3년간)
- 대상품목: HS 6110(스웨터류)
- Check Price 도입: 스웨터류 소재, 형태, 혼방율 및 게이지에 따라 구분한 72~96개의
카테고리별로 감시가격 책정
- 기준물량: 1988년 일본 대장성 통계에 의한 한국산 수입물량
- 연 증가율: 1%

●

일본업계는 한국산 니트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취하할 의향을 표명함.

2. 일본 대장성은 1989.3.29. 일본 니트공업조합연합회가 한국산 니트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취하하였다고 발표함.
●

이로써 동 연합회의 반덤핑제소(1988.10.21.)이래 계속되어온 한･일본 간 니트마찰 문제가
원만하게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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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44

한･미국 영화시장 문제. 전3권
(V.1 미국 영화수출협회의 한국영화 청원문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3 / 12 / 1-229

1. 미국 영화수출협회는 1988.9.15. 한국 영화시장에 대한 301조 청원서를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제출함.
●

청원사유는 한국 영화시장 접근 제한, 한국 영화시장의 규제적 요소 상존, 가정용비디오 저작권
보호 미흡 등임.

2. 한･미국 영화시장 문제가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국 경제협의회를 계기로 1988.10.29.
타결된바, 한･미국 간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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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영화 시청용 영화필름에 대한 문공부 통관추천제도를 1989.1.1.부터 폐지

●

수입영화 복사 벌수를 현행 10벌에서 1989년 12벌로 증가하고 1990년 이후부터 매년 1벌씩
증가하여 1994년부터는 벌수 제한 폐지

●

영화수입회사당 영화검열 신청 편수를 1989년부터 1편에서 2편으로 증가

●

사전 심의 및 보심의 2단계의 검열 소요기간을 2주 내로 하고, 1990년부터는 1회로 간소화

●

양측은 수주일 내 상기 합의사항에 관한 정부간 공식문서 교환

3. 상기 합의에 따라 미국 영화수출협회가 1988.10.28. 301조 청원을 철회함으로써, 분쟁절차가
종료됨.

89-1245

한･미국 영화시장 문제. 전3권
(V.2 영화시장 개방관련 합의서한 교환)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4 / 1 / 1-200

1. 한･미국 간 현안으로 계류 중이던 영화시장 문제가 1988.12.30. 워싱턴에서 한･미국 양국정부
대표가 합의서한을 교환함으로써 최종 타결됨.
●

1988.10월 동 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 이후 합의문서 작성에 관한 실무교섭을 거쳐
1988.12.30. 박동진 주미국대사와 야이터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간 합의서한을 교환함.

2. 외무부는 동 문제 타결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1988년 중 보험, 광고, 담배, 기업공개 문제 타결과 더불어 영화시장 문제까지 타결함으로써
한･미국 간 통상현안을 대부분 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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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46

한･미국 영화시장 문제. 전3권 (V.3 합의사항 이행문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4 / 2 / 1-177

1. 한･미국 양측은 1988.12.30. 양국정부 대표 간 합의서한 교환을 통해 한국 영화시장 개방에 관해
합의하였으나, 1989.2월 현재 아래 문제점이 발생함.
●

미국 측은 한국 영화업자들이 미국 영화배급사인 UIP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함.
- 극장 앞 시위, 극장에 대한 배급방해, 광고방해 등을 통해 영업방해
- 1989.2.4. UIP사 수입영화 개봉예정이었던 13개 극장 중 6개 극장이 계약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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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불만을 제기함.

2. Donlop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989.5.11. 주미국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미국 영화업계의 불만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Attaway 미국 영화수출협회 부회장은 UIP 한국 지사장이 한국 영화업 협동조합 회장으로부터
수차 위협을 받았으며, 동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관련 기관에 진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

영화문제가 시끄럽게 진행될 경우 진행 중인 슈퍼 301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요망됨.

3. Grossman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관은 1989.5.31.자 서한을 통해 UIP사 직배영화를 상영 중이던
서울 소재 영화관에서 1989.5.27. 발생한 뱀, 암모니아병 투입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
●

외무부는 6.30. Grossman 상무관에게 뱀 소동에 대한 수사진행 사항과 여사한 불법행위 단속
계획 등을 설명함.

89-1247

미국의 한국산 산업용 벨트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4 / 3 / 1-105

미국 고무제조회사는 1988.6.30. 한국산 산업용 벨트에 대해 미국 상무부에 제소함(반덤핑
및 상계관세).
1. 제소 내용
●

제소자: 미국 게이츠사(Gates Rubber Company, Denver 소재)

●

제소 경위
- 1988.6.30. 미국 게이츠사 제소
- 1988.7.21. 미국 상무성, 한국산 산업용벨트에 대한 조사개시 발표
- 1988.7.27.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공청회 개최
- 1988.8.14. 미국 ITC 산업피해여부 예비판정
- 1988.9.23. 미국 상무성, 상계관세 예비판정
- 1988.12.7. 미국 상무성, 덤핑 예비판정

●

제소 품목

●

피제소국(8개국)

- 산업용벨트 및 부속품
-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구 중화민국), 이스라엘, 영국, 서독, 이탈리아
●

제소 이유
- 한국산 산업용벨트의 덤핑 마진이 최고 145.7%에 이름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관련 보조금 지급 혐의

●

한국관련 회사: 동일고무벨트(피제소품목 1987년도 대미수출: 54만 달러)

2. 한국 측 자료 제출
●

1988.7.20. 미 상무성 조사 개시 결정과 관련, 자료를 제출함.

●

1988.7.22. ITC 공청회 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함.

3. 미 상무부 관계관 방한
●

미국 상무부 수입국 상계관세담당관은 예비판정 결과에 대한 실사를 위해 1989.1.23.~27. 방한함.
- 방한자(2명): John Brinkman, Tim Nelson
- 일정: 정부 유관부처 방문, 부산 동일고무벨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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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48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 문제. 전2권 (V.1 1989.6-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4 / 4 / 1-239

1. 미국 조선협회는 1989.6.8. 한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4개국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301조 청원을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공식 제출함.
●

배경
- 외국 정부의 보조금지원 정책에 따라 미국의 조선시장 상실
- 미국은 1978년 당시 세계 5위의 조선국이었으나, 1984년 이래 상용선박 수주 중단

●

한국의 불공정관행 내용
- 특혜금융지원,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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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감면
- 부실 조선업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특별대출

2. 한국 측은 1989.7.14. 301조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설명서를 USTR에 제출함.
●

조선업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로서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함.

3. 미국 측은 1989.7.20. 한국 측에 다자간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한바, 한국 측은
다자간 협상에 참여할 용의가 있으며, 동 협상은 기존 다자간 채널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함.
4. USTR은 1989.7.21. 미국 조선협회가 한국 등에 대한 301조 청원을 보류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발표함.
●

USTR이 주요 조선국 보조금 문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미국 조선협회와 협의한바, 동 협회가 301조 청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

USTR은 1990.3.31.까지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하기로 함.
- 동 노력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경우, 동 협회로 하여금 재청원 하도록 하여
301조에 의한 조사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보조금 규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취할 계획

89-1249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 문제. 전2권 (V.2 1989.8-1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4 / 5 / 1-106

1. 미 국무부 해상 및 육상운송과장은 1989.8.30. 서울에서 외무부 통상1과장과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문제를 협의함.
●

미국 측 언급사항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에서 다자간 협상추진 방침
- 보조금지원 동결 및 1991년까지 보조금지원 철폐내용의 다자간 합의 달성 목표

●

한국 측 언급사항
- 동 문제가 Liaison Group 토의를 거쳐 한국이 비회원국인 조선분과위에 회부되는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 한국의 조선분과위 토론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미 정부가 시한(1990.3.31.)에 구애받지 않고 다자간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

2. 외무부 통상국은 1989.10.16.~17.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조선분과위 토의 시 조선업
보조금지원 철폐를 위해 제시할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함.

1335

89-1250

휴대용 무선전화기에 대한 미국 관세법 337조 제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9-94 / 6 / 1-109

1. 미국 MOTOROLA사는 1989.4.19. 한국 소재 7개 회사가 휴대용전화기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ITC는 5.23. 동건 조사개시를 발표함.
2. ITC는 1989.8.29. 상기 휴대용 무선전화기 특허권 침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예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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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OROLA사가 제소한 7개 사례 중 3개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예비 판정함.

●

상기 특허를 위반한 제품 및 관련부품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

●

동 조치는 MOTOROLA사가 보증금을 예치한 시점부터 발효되며,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음.

3. ITC의 최종 판정은 1990.5.23.까지 내려짐.

89-125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전11권 (V.1 1988.1-6)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2 / 4 / 1-240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8.1~6월 주요 동향).
1. 미국, GATT 회부방침 통보(1∼3월)
●
●

미국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 문제를 GATT에 회부할 방침임을 통보
아울러 미국의 GATT 패널 설치 요구에 앞서 GATT 제23조1항에 의한 한･미국 간 협의 개최
- 제1차 협의(1988.2.19.~20.) 및 제2차 협의(1988.3.21.)

2. GATT 이사회 개최(1988.3.22., 제네바)
●

미국은 소고기 패널 설치를 요청
- 한국이 정당한 수입금지 근거를 제시하거나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한국은 상호수락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지적하고, 현 단계에서 패널 설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

3. GATT 임시이사회 개최(1988.4.8., 제네바)
●

미국은 소고기 패널 설치를 재요청
- 한국은 한･미국 양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협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들어 패널 설치를 수락할
수 없다고 주장

4. GATT 이사회 개최(1988.5.4., 제네바)
●

한국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의 GATT 규정 위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패널 설치 결정
- 미국 및 호주를 각각 상대국으로 하는 2개 패널 구성
- 패널위원 선정이 합의되는 대로 심의에 착수할 예정

5. 한국, 소고기 패널 실무대책위원회 구성(1988.5.11.)
●

외무부 통상국장(위원장)과 관계부처 관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대책위원회 구성
- 제1차 대책회의를 개최, 다각적 대책협의

6. GATT 이사회 개최(1988.6.15., 제네바)
●

뉴질랜드가 한국의 소고기 문제 관련 패널 설치를 추가 요구
- 한국은 양자협의 선행조건을 주장, 동 패널 설치 요구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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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5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전11권 (V.2 1988.7-10)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2 / 5 / 1-345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8.7~10월 주요 동향).
1. 한국, 소고기 수입재개 방침 발표(7.26.)
●

농림수산부가 아래 요지의 방침 발표
- 1988년 중 14.5천 톤 범위 내에서 수입 및 소고기 가격안정대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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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유통사업단을 신설, 소고기 수입창구 일원화

2. 외무부, 소고기 수입재개 관련조치 시행
●

미국, 호주, 뉴질랜드대상 사전통보 조치(7.25.)

●

관계 재외공관에 수입재개계획을 보도통제(Embargo)로 하여 사전통보

3. 한국의 소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반응 종합(7월)
●

미국(Yeutter 통상대표)
- 소고기 수입재개 조치를 일단 평가하나, 향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 한국이 GATT 패널 절차를 계속 정체시킬 경우, 미국 측의 보복조치가 불가피함을 언급

●

호주(Kerin 1차산업부장관 및 Duffy 통상교섭장관 공동성명)
- 소고기 수입재개 조치를 진전으로 평가하며, 향후 후속조치에 관심 표명
- GATT 규정에 따른 쿼터제의 점진적인 전면철폐 요구
- 이를 위한 GATT 패널 절차 계속 추진과 양자협상 용의표명

4. GATT이사회 개최(1988.9.22. 제네바)
●

한･미국, 한･호주 간 소고기 분쟁 패널담당 위원단 및 패널 심의절차 결정

●

한･뉴질랜드 간 별도 패널 설치

5. 한국, 패널 관련조치 시행
●

소고기 패널 대책 관련 법률적 검토 진행(8~10월)

●

1차 서면입장을 GATT 사무국에 제출(10.24.)

89-125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전11권 (V.3 1988.11)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2 / 6 / 1-370

한국 정부가 1984∼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8.11월 주요 동향).
1. 외무부는 1988.11.23. 제1차 GATT 소고기 패널 회의와 관련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정부는 1988.11.28.~12.1.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차 GATT 소고기 패널(분쟁심의위원회)
회의에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일정: 한･미국 패널(11.28.), 한･호주 패널(11.30.), 한･뉴질랜드 패널(12.1.)
- 패널 위원장은 Chew 싱가포르 외무부 정무국장, 패널위원은 주제네바 폴란드 공사 및 홍콩
참사관이 각각 당사국 합의에 의해 선임

●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는 한국의 소고기 수입제한은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GATT
이사회는 1988.5.4. 상기 GATT 패널을 설치(단, 한･뉴질랜드 패널은 9.22. 설치)

●

한국은 개도국의 수입제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GATT 규정(제18조B항) 등을 원용하여
한국의 소고기 수입제한이 규정위반이 아님을 주장할 예정
-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내 소고기값 파동 등으로 인해 1984/85년부터 1988.8월까지 극히
엄격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규정상 정당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름.

●

제2차 패널 회의는 1989.1.16.~20. 열릴 예정

2. 한국은 1988.11.25. GATT 소고기 패널에 제2차 서면입장을 제출함.
●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각각의 서면입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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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5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전11권 (V.4 1988.11-12)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2 / 7 / 1-209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8.11~12월 주요 동향).
1. 제1차 소고기 패널 개최
●

개최 일자 및 장소
- 한･미국(1988.11.28.,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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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주(1988.11.30., 제네바)
- 한･뉴질랜드(1988.12.1., 제네바)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2. 제1차 소고기 패널 쟁점별 각국 주장
●

패널 관할권
- 한국은 소고기 문제는 GATT BOP(국제수지) 규정 상의 특별분쟁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패널이 소고기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
- 미국은 BOP 관련 조치도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 가능하다는 주장 피력

●

BOP 조항 채용문제
- 한국은 소고기 수입제한 조치는 GATT BOP 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
- 미국은 한국이 BOP 조항을 소고기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

LPMO(축산물유통사업단)의 적법성 여부
- 미국은 LPMO는 설립 및 운영면에서 GATT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
- 한국은 LPMO는 생산자, 소비자 대표의 공동기구로서 소고기 수입문제에 영향력이 없음을 설명

●

호주와 뉴질랜드의 입장
- 호주와 뉴질랜드도 상기 미국의 주장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주장 피력

3. 한국대표단의 관찰, 평가 및 건의
●

관찰 및 평가
- BOP 조항에 근거한 한국 조치의 정당성을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한국에게는 LPMO의 설립 및 운영, 1984~85년 이후 3년간 수입중단 사실 등이 약점으로 대두
- 이사회에서 패널보고서 채택의 봉쇄는 어렵지 않을 전망
- 미국, 호주, 뉴질랜드 3국 공히 1989년 상반기에 예정된 한국의 BOP 협의 시 강경 대처할 전망

●

건의
- LPMO의 개선 요망
- 패널보고서 채택 저지 성공 시 예상되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대비책 강구
- 1989년 상반기에 예정된 BOP 협의에 대한 관계부처와 주제네바대표부의 공동대책 강구
및 필요한 경우 경제전문가 및 전문변호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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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5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전11권 (V.5 1989.1-3)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2 / 8 / 1-185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9.1~3월 주요 동향).
1. 제2차 소고기 패널 개최
●

개최 일자 및 장소
- 한･미국(1989.1.20., 제네바)
- 한･호주(1989.1.18.,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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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뉴질랜드(1989.1.6., 제네바)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한국주장 논거
- 소고기를 포함 전반적 수입제한이 BOP(국제수지) 조항(제18조B)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소고기 문제 위법성 여부도 패널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BOP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
- 1984/85~88.7월간 소고기 수입중단 문제는 GATT 규정도 예상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취해진 것
- 현재 소고기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LPMO(축산물유통사업단)의 운영도 GATT 규정에 합치

●

미국(호주, 뉴질랜드) 주장 논거
- 패널은 모든 GATT 관련 규정 검토가 가능하며, BOP 조항도 검토 가능
- 1984/85년~88년간 수입 전면금지는 GATT 어느 조항 하에서도 정당화가 불가하며, BOP
조치가 아님은 한국 측도 이미 인정
- 현재 한국의 BOP 상황이 크게 호전되었으므로 계속 수입제한 하는 것도 위반
- LPMO는 과다한 이윤을 남기고, 국내 판매가격을 조정하므로 GATT 규정 위반(제2조4항)

2. 한국대표단의 평가 및 분석
●

미국은 제1차 회의 시의 공격적인 자세를 바꾸어 금번 회의에서는 태도를 완화
- 당초 미국은 소고기 패널에서의 일방적 승리를 예상했으나, 한･미국 양측에 공히 체면을

●

패널의 결정방향을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대체로 수입중단은 위법, 이전 및 이후 제한문제는
BOP위원회로 넘기며, LPMO 운영의 GATT 규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이 될 것으로 관측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자 양자협상을 통한 타결의 중요성을 시사

- 따라서 한･미국 간의 소고기 문제는 GATT 패널 절차와 병행하여 적절한 시기에 양자협상을
추진해 나간다면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단, 1989.6월로 예정된 BOP 위원회 한국관계 협의는 소고기 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입제한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책반 운영 등 면밀한 대처가 긴요

89-125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전11권 (V.6 1989.4-7)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2 / 9 / 1-239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9.4월~7월 주요 동향).
1. GATT 패널보고서 당사국에 제시(1989.4.25.)
●

패널보고서 요지
- 한국의 소고기 수입제한조치를 ⓵1967년 이래 BOP(국제수지)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와 ⓶1984/85년에 도입하고 1988년도에 수정한 조치로 분류
- 이에 대한 권고사항은 BOP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가 아닌 ⓶항의 조치는 GATT 제11조
위반인 바, 이를 철폐하거나 GATT 조항에 일치시키고, ⓵항의 조치는 한국의 BOP 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해당사국과 동 조치 철폐 시간계획을 협의, 동 결과를 패널보고서
채택 후 3개월 이내 보고
- LPMO(축산물유통사업단)의 이윤, 과징금 부과문제 등은 수량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검토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의 검토는 불필요

●

패널보고서 평가(주제네바대표부)
- 패널당사국의 양쪽 입장을 적절히 고려: 한국의 국제수지 개선과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자유화협상의 진행추세에 비추어 불가피한 결과로서 BOP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민감성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
- 당사국간 협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

2. 소고기 패널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1,2차 이사회 개최
●

개최 일자 및 장소
- 1989.6.22. 및 7.19., 제네바

●

한국대표단

●

이사회 결과

- 농림수산부 신구범 축산국장 등 대표단
- 한국의 반대로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1989.10.11.)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
- 한국은 패널보고서 권고내용 일부가 GATT BOP 위원회 권능과 관할권에 상충되며, 대한국
BOP 협의가 89.10월로 연기됨으로써 패널보고서 채택여부 결정도 BOP협의 결론이 나온
이후로 연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1343

●

한국대표단 평가 및 향후 대책
- 한국으로서는 양자협상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 확보
- 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패널당사국과 양자협상 조만간 착수
- 1989년 수입쿼터 증량: 1984/85년 수입중단조치 이전 수준(5만 톤)으로 증량
- 차기 이사회 대책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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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5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전11권 (V.7 1989.8-11)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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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 및 양자협의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9.8~11월 주요 동향).
1. GATT 이사회 개최(1989.10.11., 제네바)
●

주요 토의결과
- 한국의 반대로 소고기 패널보고서 채택이 보류되고 차기 이사회(1989.11.7.~8.)에 재상정
하기로 결정
- 한국은 1989.10월 BOP(국제수지) 협의결과를 예단하게 될 것이므로 채택 불가입장 표명

2. GATT 이사회 개최(1989.11.7., 제네바)
●

주요 토의결과
- 한국에 대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간의 소고기 패널보고서 채택
- 한국이 1990.1월부터 GATT 제18조B항 원용을 중단하는 대신 8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요지의 BOP 위원회 보고서 채택 (동 유예기간 중 GATT 회원국들은 한국의 잔여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 제소 등 GATT 상 권리행사를 자제)

●

한국의 패널보고서 채택 동의 배경
- 한국은 BOP 협의 미결을 이유로 동 패널보고서 채택을 저지했으나, BOP 문제가 타결되어
더 이상 저지 곤란
- 이런 상황하에서 채택 저지 시 BOP 합의 자체도 위태로워질 가능성

●

한국대표 발언요지
- GATT 체제의 발전을 위해 보고서 채택을 수락
- 한국 축산업의 영세성 등 어려움과 소고기 수입자유화문제의 정치･사회적 민감성을 설명,
이사회의 이해 촉구
- 상기 이해를 바탕으로 성의있는 태도로 관계국과의 향후 협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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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5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전11권 (V.8 GATT 패널보고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통상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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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 및 양자협의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2.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한국의 소고기 수입중단 문제해결을 위해 GATT를 통한 노력을 전개한바,
1988.5월 소고기 패널이 설치되고 동 패널보고서가 1989.4.25. 당사국에 배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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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패널보고서 원문이 본 문서철에 첨부됨.

89-125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전11권 (V.9 자료 I(1988))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2 / 12 / 1-127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들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중단 조치(1985년)에 대해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한 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료임.
1. 소고기 GATT 제소에 따른 기본입장(1988.2월, 농림수산부)
●

수입정책 기본방향
- 향후 농산물의 시장개방 문제는 영세 소농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농업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

●

소고기 문제 관련 미국 측의 GATT 규정 위반문제 제기 시 대응논리 수립
- 한국의 소고기 수입관행은 GATT 제18조B항(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수입제한)에 의해 정당성 부여

2. 소고기 수입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1988.3.4. 외무부)
●

금후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대미국 교섭대책 수립
- 장기적 대책방향 조기정립: 대미국 소고기 협상 및 한국의 소고기 수입제도의 장기적 추진방향 검토
- 1988.5.1.까지 협상 미타결 시 대책수립
- 협의일정 및 채널문제 등 검토

3. 소고기 문제 장기 대책방향 검토(1988.4.4. 외무부)
●

기본방향
- 미국 측 태도로 보아 한국 측이 완전 수입자유화를 위한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는 한 양자교섭
재개는 불가능하며, 무의미
- 현재로서는 GATT를 통한 대응에 치중하되 국내적으로는 중장기 수입자유화계획 수립을
병행하여 동 계획이 준비된 경우, 대미국 양자협의를 재개

4. 소고기 수입문제 현황과 대책(1988.7.1. 외무부)
●

양자협상 대책

●

GATT 패널 대책

- 쿼터제에 의한 일정기간 수입 계속
- 일단 패널이 설치되고, 미국의 패널 철회 대가가 큰 것을 감안, GATT 패널에 면밀히 대처
- 2개 패널(미국 및 호주) 분리운영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재검토 시기 도래
- 패널 대책을 위한 외국인 고문변호사 기채용

1347

89-126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전11권 (V.10 자료 II(1988))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3 / 1 / 1-324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들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중단조치(1985년)에 대해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한 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료임.
1. 미국 및 호주의 패널 제출 자료(198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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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고기 수입규제 GATT 규정 위반 등 내용

2. GATT 소고기 패널 관련자료(1988.10~11월, 농림수산부)
●

1988년도 한국의 IMF 협의결과 자료

●

소고기 수입재개 조치의 GATT 관련 규정상 설명, 관련 통계자료

●

변호사 질문서에 대한 관련자료, 패널 보조자료 등

3. 소고기 패널 대책회의 자료(1988.11.8., 외무부)
●

의제
- 원용 GATT 조항 결정
- 1989년도 국제수지위,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및 한･미국 등 양자관계에 미칠 영향 등

●

검토사항
- 한국 소고기 수입제도 성격규정, 1989년도 국제수지 협의에 미치는 영향, 한･미국 양자관계 고려,
UR 농산물협상과의 관련 등

4. GATT 제2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검토(1988년, 외무부)
●

제23조의 성격

●

제소 진행절차 등

●

소요기간

- GATT 체약국의 GATT 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됨으로써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

- 서면제소로부터 통상 9~12개월
- 보고서 채택 후 권고사항 이행기한은 통상 6~12개월 정도

5. 패널활동 중 분쟁 당사국 간 합의로 종결된 사례검토(1988년, 외무부)
●

1948~82년간 제기된 64개 분쟁사례 중 8개 사례

●

실제 보복사례: 제19조3항 위반 5개, 제23조2항 위반 1개

89-126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전11권 (V.11 자료 III(1989))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19-93 / 2 / 1-273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들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중단조치(1985년)에 대해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한 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료임.
1. 제2차 GATT 패널 대책회의 자료(1989.1월, 농림수산부)
●

LPMO(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현황

●

축산진흥기금 운영내역

●

미국 반박논리 검토

2. GATT 변호사 요청자료 준비(1989.1월, 농림수산부)
●

한국 축산업의 어려움 경험사례

●

정부에 대한 농민의 보상요구 사례

3. 제2차 GATT 소고기 패널 회의자료(1989.1.13., 주제네바대표부)
●

행사일정(1989.1.14.~20.)

●

한국 등 4개국 대표단 명단

●

업무협의 자료

●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패널 제출자료

●

한국대표 개회사 등

4. 소고기 패널 회의 각국대표 발언문
5. 소고기 301조 결정안에 대한 미국 축산업계 의견서(1989.9.29. 주미국대사 보고)
●

USTR(미국무역대표부)이 관보 게재를 통해 요청, 수집한 의견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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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62

한･카나다 해운관계
생산연도

1982-1983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9-94 / 7 / 1-86

1982∼83년 중 한･캐나다 해운관계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한국 선박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 건의
●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선급협회는 각기 1982.1.20. 및 1.29. 한국 국적선이 캐나다 입항 시 입항료와
도선료에 대한 할증료 20% 추가 부과와 같은 차별대우를 받는다면서 이를 시정하여 주기를
해운항만청에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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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2.9. 외무부에 캐나다가 1981.7.16. 해사법을 개정하여 차별대우를 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캐나다와 교섭하여 주기를 요청

2. 불이익조치 해제 교섭
●

외무부는 1982.2.13. 주캐나다대사에게 한국선박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제를 위해 교섭하도록 지시

●

Hornsby 캐나다 교통부 선박안전국장은 이현홍 주캐나다대사관 공사에게 한국이 개정 법규의
Schedule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tonnage 측정에 관한 규정을 통보받은 바 없기 때문
이라면서 자료통보 시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재검토 예정이라고 언급

●

해운항만청은 선박적량측정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자료를 1982.6.22. 외무부에 송부

●

외무부는 1982.6.23. 동 자료를 주캐나다대사관에 송부하여 캐나다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

●

외무부는 1983.1.26. 주캐나다대사관에 캐나다 측이 1982.9.22.부터 입항료에 대한 할증료부과를
해제하고 있으나 도선료에 대해서는 할증을 시행 중이라면서 시정을 위해 캐나다와 교섭하도록 지시

●

캐나다 교통부 선박안전국장 및 담당과장은 tonnage 기준에 따른 분쟁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기준 변경을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1983.5월 말 개정이 완료되면 할증료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

3. 캐나다의 신해운정책 발표
●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3.1.6. 발표된 캐나다 해안 관할권 및 조선, 선박수리 공업에서의
고용증대를 위한 신정책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통보
- 12마일 영역 밖에서 캐나다 대륙붕 상의 자원개발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캐나다 관세 및
물품세 적용 확대
- 조선공업지원계획하의 보조금 유지, 관세율에 따른 현행 선박세율의 단일화
- 캐나다선박에 의한 연안무역 및 관련 통상해운활동 참여를 촉구하는 연안통상정책 채택

89-1263

한･중국 해운협력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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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한국과 중국 간의 해운협력에 관한 협의 내용임.
1. 대중국 해운협력 확대 추진 방안
●

해운항만청은 한･중국 간 교역량 증가에 따른 화물의 원활한 수송 및 해운분야 협력을 위한
해운협력 확대추진 방안에 관한 의견을 1988.1.18. 외무부에 문의

●

외무부는 한･중국 간 실질관계증진 및 교역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

2. 해운 실무조사단 중국 방문
●

개요
- 목적: 한･중국 해운협력 방안 협의 및 항만실태 조사
- 기간: 1988.11.29.~12.14.
- 방문지: 베이징, 텐진, 다롄, 청두, 상하이
- 참석자: 해운항만청, 한국선주협회 및 7개 해운회사 간부 등 11명

●

협의 내용
- 직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투자 해운선사 설립문제 협의
- 중국 측의 항로개설 의사를 확인하고 첫 단계로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를 합작투자 형태로
시험 운항을 추진하기로 협의

3. 한･중국 간 여객 직항로 개설 추진
●

한국 국제대호개발(주)는 텐진시 해운공사의 홍콩 현지법인과 한･중국 합작선사를 설립하여
인천-텐진 간 여객선을 취항하기로 1989.8.6. 합의

●

합작조건: 한･중국 각기 50%
- 한국 측: 카페리 1척, 통신설비, 차량 8대 등
- 중국 측: 텐진항 관계 시설 건설, 장소 사용권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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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조선협력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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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차 한･일본 조선과장 회의가 1987.6.22.~27., 도쿄에서 개최됨.
●

한국 측 참석자(대표): 채경석 상공부 조선과장

●

주요 의제
- 조선정책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 일본 국적선 한국 수리 시 선박안전용구 검사에 대한 일본 측 개선방안
- 기자재 국산화에 대한 일본 측의 기술이전
- 개발도상국 및 중국, 유고슬라비아 등의 조선산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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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차 한･일본 조선과장 회의가 1988.4.11.~12., 서울에서 개최됨.
●

참석자(대표)
- 한국 측: 채경석 상공부 조선과장
- 일본 측: 오가와겐지 운수성 조선과장

●

주요 의제
- 공동 관심사항: 선가개선 공동노력, 최근 조선시황 및 전망, 대EC(구주공동체) 조선협상 방향
- 한국 관심사항: 조선 및 기자재분야의 기술협력, 일본의 제2차 조선산업 합리화 추진
- 일본 관심사항: 조선시설 감축, 한국 조선업계 경영실적, 한국 조선공업정책 방향

●

회의 결과
- 1988.2월 합의된 양국 조선업계 간 선가 개선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
- 대EC 협상에 세계조선수주의 70%을 차지하는 한･일본 양국의 공동대처 필요

89-1265

한･일본 항공 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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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한･일본 간의 항공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일본 센다이 시장 방한(1989.6.3.~6.)
●

서울-센다이 간 정기항로 개설의 중요성 및 시급성 홍보

2. 일본 홋카이도 도지사 방한(1989.6.12.~16.)
●

주요 일정

●

방한 목적

- 외무부, 교통부 등 방문
- 대한항공의 홋카이도 취항에 감사표명
- 한국과 홋카이도 간의 교류활성화 협의

3 서울-삿포로 간 직항로 개설(6.1.)
●

조중건 대한항공 사장 주최 리셉션에 홋카이도 지사, 삿포로 시장 등 참석

4. 한･일본 정기항로 개설을 요청하는 진정서
●

센다이-서울 정기편 개설촉진 연락회 회장 등 15명은 1988.12월 일본 운수성, 대장성,
농림수산성 등에 정기항로 조기개설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

●

구마모토현 지사는 1989.2월 대한항공의 서울-구마모토 항공노선 재취항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주일본대사에게 전달

5. 일본 미야기현 지사 방한(1989.8.7.~9.)
●

주요 일정
- 교통부장관 면담, 전국경제인연합회 방문 등

●

방한 목적
- 센다이-서울 정기항공편 개설 촉진사절단 단장 자격으로 방문

6. 한･일본 항공회담 개최(1989.9.4.~9.6., 도쿄)
●

한국 측 참석자(수석대표)
- 김창원 교통부 항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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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사항
- 기존노선의 증회(1989.11월부터): 서울-도쿄 주8회, 서울･부산-후쿠오카 주4회
- 지정항공사 추가 지정: 아시아나, 일본화물항공
- 신규노선 개설: 서울-센다이 주3회
- 화물편 증회: 현행 7회에서 8회로 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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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해운협력.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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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9-94 / 13 / 1-180

1989.1~6월 중 한･일본 간의 해운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부산-오사카 정기항로 개설 문제
●

사업추진 경위
- 193.5월 항만청, ‘국제페리(주)’ 사업면허 내인가
- 1983.8월 오사카 항만청, 오사카항 사용허가
- 1983.10월 오사카 법무국, 일본 측 ‘오사카 국제페리(주)’ 설립
- 1983.12월 재무부, 한･일본 합작회사 설립 및 외국인 투자 인가

●

정기항로 내용
- 운연: 부산-오사카 간 카페리로 운항
- 운항: 주2회 (편도 378마일, 20시간 소요)
- 선박: 5000톤 급 카페리 1척

2. 한･일본 해운관계자 협의(3.29.)
●

한국 측의 적극적 추진 입장에 대한 일본 측 반응
- 올림픽 개최 등 여건 감안, 동 항로 개설에 원칙적 찬성
- 동 항로개설에 따른 기본사항에 대하여 양정부 간 협의 필요
- 부･관 항로와 같이 양국간 1:1 동일 조건이 바람직
- 부･관 항로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3. 부･관 항로개설에 반대하는 진정서
●

1989.2월 한국 부관페리와 일본 관부페리 사장은 공동 명의로 부산-오사카 정기항로 개설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일본 외무대신에게 제출
- 부･관페리의 여객 및 화물량 절대부족으로, 오사카-부산 정기항로 개설 시 두 회사가 모두 파산

●

일본 시모노세키 시장도 후쿠다 전수상 및 외무대신, 운수대신에게 반대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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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해운협력. 전2권 (V.2 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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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7~12월 중 한･일본 간의 해운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구리다 유키오 후쿠이현 지사 방한(1989.8.16.~18.)
●

항만청장과 면담, 강원도 동해시-쓰루카시 간의 페리 취항문제 논의

2. 가네코 기요시 니가타현 지사 방한(1989.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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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니가타 콘테이너항로 주2편 증편문제 협의

●

니가타-제주도 간 항공편 개설 필요성 홍보

3. 아라마키 교토부 지사 방한(1989.9.6.~9.9.)
●

일본 마이즈루항 진흥회 단장자격으로 교토부 마이즈루항의 활성화 방안 홍보

4. 한･일본 간 신규 페리 운항
●

제주-나가사키 고속여객선 취항(1989.10월)

●

강원도 동해-후쿠이현 츠루카 정기페리 취항 예정(1990.3월)

5. 한･일본 여객선 안전대책 검토회의(1989.11.15.~16., 도쿄)
●

참석자(대표)
- 한국 측: 김종태 항만청 진흥과장
- 일본 측: 이와무라 운수성 외항과장

●

회의 결과
- 선박안전 운항관리, 선체 및 설비, 선원의 자격, 해상보안대책, 항행규칙, 구난체제 등 6개
분야의 제도 운용에 관한 자료교환 및 협의

89-1268

네덜란드 KLM 항공기 증편문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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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89년 중 네덜란드 KLM기의 한국 취항 증편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경위
●

KLM 측은 1970.6월 체결된 한･네덜란드 항공협정과 KAL 측과의 합의에 따라 1984.10월
이후 암스테르담-서울 노선을 주1회 취항함.

●

KLM 측이 한국 노선 1회 증편을 위하여 KAL 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1987.6월 네덜란드를 방문한 유직형 교통부 항공국장에게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KAL은 1975.5월 이후 서울-암스테르담 주1편 화물기 운항

●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증편 협의는 양 항공사 간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2. 항공회담 개최
●

제1차 회담
- Tengbergen 주한 네덜란드대사는 1987.11.24. 외무부 제2차관보를 면담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항공당국 간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한데 이어, 1988.2.1. 및 10.12.에도 항공회담
개최를 요청
- De Korte 네덜란드 부수상은 1988.1.19. 서울에서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KLM 증편에
호의적인 고려를 요청
- KAL-KLM 양 항공사 간 회의가 1988.3월과 8월에 개최되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
(KAL은 1989.4월 암스테르담 취항 후에 그 결과를 검토하여 KLM 증편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입장 표명).
- 거듭된 네덜란드 측 요청으로 항공회담이 1989.2.16.~17.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한국 측은
항공수요 부족을 이유로 증편을 거부하였으며 양측은 11월 이전에 헤이그에서 다시 협상을
가지기로 합의

●

제2차 회담
- 교통부 국제항공과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1989.9.13.~14.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이 1990년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하계스케줄부터 증편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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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련 항공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4 / 16 / 1-198

1989년 중 한･소련 간의 항공협력에 관한 내용임.
1. 대한항공의 소련과의 협력 추진
●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대한항공과 소련항공대표단은 1988.9월 선수단 수송을 위한 대한항공의
소련 영공통과와 소련 항공기의 서울기착에 관하여 합의함.

●

조중건 대한항공 사장이 1988.12월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 항공사와 총대리점 계약에 서명함.
- 대한항공의 소련 영공통과 제의에 대하여 소련 측은 대한항공 항공기 일부의 모스크바 기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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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울-유럽 간 소련항공의 운수권 행사 등 조건을 제시
●

대한항공과 Aeroflot은 1988.12월 후속회의를 1989.11.20.~29.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대한항공의 시베리아 영공통과 운항, 특별수요 발생 시 부정기편 운항, 장기적 관점에서 노선개설
가능성 협의, 기타 양사 간 영업 협조 등을 협의함
- 소련 측은 정기노선 개설, 지사 설치 등과 대한항공의 소련 영공통과 문제와 연계하여 일괄 타결을
주장한데 대하여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의 소련 영공통과 문제만 별도로 협의할 것을 희망하되
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소련과 상무협정을 통하여 소련 측이 제기한 문제 해결을 제안

2. 한국 정부의 입장
●

정부는 1989.12.8. 북방외교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과 소련과의 항공협력 문제를 협의
하였으며, 정기노선 개설 등은 정부 수준의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대리점 계약은 허용

●

소련과의 항공협력에 관한 문제 추가 협의를 위하여 정부는 제3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실무회의
후속회의를 1989.12.27. 개최하여 의견 조율을 한 결과 국방부 등 안보부서의 주장으로 안보적
측면의 검토를 선행하고 소련 측 진의 파악 및 우방국 반응 타진을 결정함.
- 1990.1.10. 예정된 대한항공과 Aeroflot 간 회의는 연기하도록 지시

89-1270

한･미국 항공협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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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한･미국 간의 항공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항공요원 마약복용 퇴치를 위한 미국 연방 항공규칙 제정
●

미국 연방 항공당국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마약 복용을 근절하지 않을 경우,
항공산업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항공 운항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퇴치
계획을 항공규칙으로 제정하여 1988.11.21.자로 시행함.

●

그러나 동 규칙이 외국의 법령이나 정책과 상충되는 경우, 1989년 말까지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련국과 양자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함.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9.4.3. 외무부에 한국의 관련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

●

한국 정부의 입장
- 미국 연방규칙 개정내용이 한국의 관계법에 상충되지 않으며 승무원의 마약류 복용은 항공사
자체 규정으로 관리
- 다만, 미국 항공사와의 계약으로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정비 종사자들에 대하여 미국 약물검사소가
직접 약물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주권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2. 국제선 항공노선 면허
●
●

대한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노선 개설 허가
미국 Federal Express사 및 United Parcel Service사에 대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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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해운협력. 전2권 (V.1 19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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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6월 중 한･미국 간의 해운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미국 정부의 한국 해운시장 개방 요구
●

미국 FMC(해사위원회)는 1987년부터 한국 정부의 불공정 해운관행을 조사하면서 미국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 허용 등 한국 정부의 해운시장 개방을 요구함.
- 1987.4월 한국과 미국은 해운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 트럭운송
허용, 항만(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 참여 등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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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측은 1988.12월 한국 해운업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1989.3월 이내에 2개 미국 국적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 실현을 요구하고 관련 시행규칙의 시행을 요청함.

●

FMC는 조사의 일환으로 미국 국적 선사, 해사청 및 국무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도 한국
정부의 법률개정과 시행약속 이행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함.

2.한국 정부의 대응
●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드려 1988.12월 해운업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킴
으로써 미국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를 가능하게 함.
- 1989.1월 동법률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

정부는 1989.5.10.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미국 정부에 FMC에 계류 중인 불공정조사 종결처리를 건의하여 주도록 요청함.
- 해운업법 개정 법률안 시행령은 1989.5.13.에, 시행규칙은 1989.5.15.에 각각 공포
- 미국 국적 선사 Sea-Land Service의 국내지사 설치를 6.21. 허가

89-1272

한･미국 해운협력. 전2권 (V.2 1989.7-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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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7~12월 중 한･미국 해운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한국 해운시장 개방
●

한국 정부는 1989.7.27. 미국 American President Lines의 한국지사 설치를 허가함.

●

미국 해사위원회는 한･미국 간 현안 중에 한국 내 육상 단거리 트럭운송과 부산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허용문제가 계속 미결상태로 남아 있어서 한국의 불공정 관행에 관한 조사를
종결하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상태를 이어감.

●

Leback 미국 신임 해사청장이 한국의 진념 해운항만청장에게 11~12월 기간 중에 워싱턴에서
한･미국 해운협의회 개최를 제의함.
- 이에 대해 진념 해운항만청장은 11.27. 답신에서 1990년 1분기 중 회동을 제의

2. 파나마 국적선 미국 입항금지 조치
●

주미국대사관은 1989.11.3. 외무부에 미국 정부가 파나마 노리에가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경제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파나마 국적선의 미국 입항을 1990.1.1.부터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보고함.

●

한국 정부는 동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소유 파나마 국적 선박의 미주노선 운항 및 중남미
수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 해운업계는 미국의 제재조치 시행에 대비하여 파나마 국적선 치적 변경 등 대응조치를 검토

●

미국은 1989.11.30. 파나마 국적 선박의 미국항 입항을 1990.1.31.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 동 조치는 미군이 파나마 권력자 노리에가 장군을 체포함으로써 파나마 정권이 붕괴되자
12.22.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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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개최된 한･일본 해운 실무협의회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제1차 실무협의회(1989.3.31., 도쿄)
●

대표단(대표)
- 한국 측: 손순룡 해운항만청 진흥과장
- 일본 측: 이와무라 운수성 외항과장

●

1362

의제
- 한국의 해운시장 개방
- 일본 선사의 국적선 이용면제 확인 제도 완화
- 한국의 사회주의국가와의 항로개설 추진관련 협의

●

협의 결과
- 신규 여객항로 개설절차 원칙합의
- 한국의 웨이버제도 완화
- 일･소련 해운협력 현황 및 한･소련 해운협력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2. 제2차 실무협의회(1989.9.7.~8., 서울)
●

참석자(대표)
- 한국 측: 손순룡 해운항만청 진흥과장
- 일본 측: 이와무라 운수성 외항과장

●

의제
- 정기여객선 항로 개설
- 선박 안전운항 대책 협력방안
- 웨이버제도 개선
- 일본 선사의 해운관련업 투자문제

●

회의 결과
- 한･일본 간 정기 여객선 항로 개설: 양국간 협의에 의한 공통방침에 따라 항로개설 추진
- 여객선 안전운항 대책: 양국관계 실무자 간 검토회의 개최 합의
- 일본 선사의 자사 화물 수송 및 웨이버 문제: 일본 측은 선사 간 협의 조속추진 및 마산항
이용 시 항비 절감요청
- 일본 선사의 대리점 투자관련 한국의 규정 설명

89-1274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 제1차. Brussels.
1989.6.12.-13.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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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이 1989.6.12.~13.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88.12.21. EC 집행위, 한･EC 해운회담 1989년 초 개최 제의

●

1989.1.26. 외무부, 동 회담 개최에 동의하도록 주EC대표부에 지시

●

1989.4.14. 주EC대표부, EC 측의 5.23.~24. 개최 제의 보고

●

1989.5.9.

●

1989.5.13. 외무부, 해운회담 의제 제의

●

1989.5.19. EC 측, 회담일정 및 의제 동의표시

외무부, 6.12.~13. 개최 수정 제의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서재국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

EC 측: Erdmenger EC 집행위 해운국장

3. 협의 내용(6.13. 합의의사록 서명)
●

EC 측의 정기선 Code 조항 도입규정 등 설명

●

한국 측의 국제해운시장에서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유경쟁정책 설명

●

EC와의 해운마찰 방지 및 협력증진 협의

●

EC의 현대상선에 대한 보상관세 부과조치 등과 관련 한국입장 설명 및 해결방안 모색

●

한국의 해운시장개방에 대한 EC의 이해촉구

●

EC 시장 통합에 대비한 EC와의 해운관계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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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련 해운협의회, 제2차. Moscow, 1989.3.27.-2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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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소련 해운협의회가 1989.3.27.~29.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장화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

소련 측: 해운부 Vadim Kornilov 대외관계국장

2. 주요 의제
1364

●

양국 선박의 상대국 항만 기항 허용

●

항만 내 선박대우

●

해운관련 합작회사 설립

●

선급감독관 국내파견 등

3. 협의 및 합의사항
●

양국간 정기직항로 개설 원칙합의

●

선주협회 및 해운연구기관간 교류촉진

●

3국간 정기화물 및 부정기 화물수송협의

●

차기회의 1989년 중 서울 개최 합의

4. 평가
●

소련 측의 한･소련 해운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자세 재확인

●

양국 정기직항로 개설 원칙 및 화물적취와 수익의 균등보장 합의 기반 마련

89-1276

Tavares, Jose Reinaldo 브라질 교통부장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95 / 6 / 1-68

1986~89년 중 Jose Reinaldo Tavares 브라질 교통부장관 방한 초청 추진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정부는 브라질 대통령의 측근인 Tavares 교통부장관의 방한을 1986년 이후 꾸준하게 추진하여 옴.
●

1987.7월 방문 계획이 취소됨.

2. 정부는 1989.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1차 국제도로연맹총회 계기에 동인의 방한을 재차
추진함.
●

방한 준비가 진행되는 중에 브라질에서 발생한 철도파업 등 이유로 동 방한이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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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77

라이베리아 해운사절단 방한, 1989.7.15.-2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95 / 7 / 1-72

라이베리아 해운사절단이 1989.7.15.~20. 방한함.
1. 라이베리아 정부는 Emmett Harmon 대통령실 순회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해운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함.
●

방한 목적은 선박등록 유치, 한국 선주협회 및 라이베리아 국적선 선주와의 업무 협의, 한국
선급협회와 라이베리아 국적선 선박검사권 수입 협의 등임.

2. 동 사절단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 2차관보, 해운항만청장,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한국 선급협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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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면담을 가짐.
●

동 방한 시 라이베리아 정부의 검사권을 한국 선급협회에 위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됨.

89-1278

베트남 '89 추계전시회 참관단 파견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95 / 8 / 1-86

정부는 1989.8.31.~9.11.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베트남 ’89 추계 전시회에 임인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정보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참관단을 파견함.
1. 전시회 개요
●

주제
- 생산 및 상거래 발전에 있어서 협력

●

참가국

●

전시품목

- 불가리아, 캄보디아, 동독, 소련, 헝가리 등 11개국
- 농업, 임업, 수산업관련 기계 및 기구, 가죽, 의류 등 경공업제품 중심

2. 한국참관단 주요 활동
●

KOTRA･베트남상공회의소 간 양해각서 체결
- 양국업체 간의 무역, 경제, 기술협력 촉진

●

업체 상담회 개최
- 1,500만 달러 상당 계약체결

●

주요 인사 면담
- Vu Tuan 경공업부장관, Nguyen Van Ich 각료회의사무국 부총재 겸 국가협력투자위원회
부회장, Tam 호치민시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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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79

Brisbane(호주) 세계박람회(EXPO '88) 개최,
1988.4.30.-10.30.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5 / 13 / 1-160

한국이 호주에서 개최된 ’88 세계박람회(EXPO ’88)에 참가함.
1. 참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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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9.25. 주한 호주대사관이 외무부에 한국의 EXPO ’88 참가요청

●

1985.3.10.∼15. EXPO ’88 준비위원장 방한

●

1989.9.2.∼4. 주호주대사, 퀸즐랜드주 방문

●

1986.5.26. 상공부, EXPO ’88 참가 기본계획을 외무부에 통보

●

1986.6.24. 외무부, EXPO ’88 참가 결정을 통보하도록 주호주대사관에 지시

2. 참가 결과
●

EXPO ’88 개요
- 기간 및 장소: 1988.4.30.∼10.30.,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
- 참가: 정부관(52개), 기업관(25개)
- 주제: 기술시대의 레저

●

한국관
- 주제: Korea, Home of the 1988 Olympics and More
- 목적: 한국의 전통 민속문화 소개, 서울올림픽 및 관광자원 홍보, 레저관련 수출상품 전시,
한･호주 유대강화와 통상증진
- 행사: 한국관 개막식, 퀸즐랜드주 장애자올림픽 발단식, 올림픽시설 설명회, 호주올림픽
수영선수단 및 미국 수영3관왕 우정방문행사, 한국 민속문화의 밤 개최

89-1280

북경 국제박람회 참가, 1989.7.14.-2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95 / 14 / 1-153

한국이 1989.7.14.∼23. 북경에서 개최된 제1회 북경 국제박람회(BIF '89)에 참가함.
1. 참가 경위
●

1988.7.27. CIEC(중국국제전람중심) 한국의 BIF '89 참가초청

●

1988.10.22. CCPIT(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방한, 한국의 BIF '89 참가확인

●

1989.1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명의로 참가계약

2. 참가 결과
●

참가 현황
- 24개국

●

한국의 참가내용
- 참가기관 및 업체: KOTRA, 9개 업체
- 전시품목: 전자, 전기제품, 섬유, 화학제품,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등
- 상담실적: 6백7십만 달러 계약

●

성과
- 한･중국 관계 개선 기대
- 한국 산업발전 홍보 및 중국인의 대한국관 변화로 향후 교역증진 가능
- 전시장치 우수명예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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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81

제15차 Teheran(이란) 국제박람회 참가, 1989.9.16.-2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근동과/통상2과

MF번호

2019-95 / 15 / 1-126

정부는 1989.9.16.~27.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5차 테헤란 국제박람회에 참가함.
1. 박람회 장소
●

이란 테헤란 수출진흥센터 전시장

2. 참가 현황
●

서독, 일본 등 41개국 722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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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참가내용
●

참가업체
- 대우, 쌍용, 선경 등 20개사

●

전시품목
-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고무제품, 섬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등

●

주요행사
- 한국의 날 행사 및 리셉션 개최
- 한국특집 발간 등 홍보활동
- 한･이란 비석유제품 교역확대 세미나 개최

●

성과
- 양국간 경제협력 기반 증진
- 상담실적: 29백만 달러 계약

89-1282

일본 국제박람회 참가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5 / 16 / 1-157

정부는 1989.4.17.~9.30.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박람회 참가를 결정함.
1. 참가 경위
●

스즈카 후미히코 아시아･태평양박람회 협회 상임고문은 1988.2.16.~18. 방한하여 박쌍용
외무부차관, 홍성좌 상공부차관, 남덕우 무역협회장, 박영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을 면담하고 한국의 참가를 요청함.

●

주후쿠오카 KOTRA 관장은 1988.4월 한국의 참가 결정을 정식 통보함.

●

한국의 출전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본문화에 영향을 준 한국의 전통문화 소개
- 약진한국 및 서울의 발전상과 미래상
- 전통공예

2. 대한민국물산전이 1988.1.22.~1.27.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됨.
●

총 관람자: 20만 명(매상액은 1억2천700만 엔)

3. JETRO(일본무역진흥회)는 1988.2월 주센다이총영사관에 한국업체들의 ‘88 일본 이와테수입박람회
(1988.4.29~5.5)’ 참여를 요청해 옴.
4. 일본 삿포로시는 1989.5월 주삿포로총영사관에 한국의 제3회 ‘90 삿포로 국제견본시(1990.6.8.
~17.)’ 참가를 요청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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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83

일본 나고야 세계디자인박람회 참가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5 / 17 / 1-70

정부는 1989.7~11월 간 일본 나고야시에서 개최된 ‘89 나고야 세계디자인박람회’에 참가함.
1. 참가 경위
●

1988.7월 주나고야총영사관은 나고야시가 1989년 시제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세계디자인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참가를 건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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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협회 측은 1988.9월 및 1989.3월 방한단을 파견하고 박람회 준비상황 설명 및 참관객 유치
주무부처인 상공부는 일본 측의 참가 요청을 검토하고 디자인 관계자들로 구성된 참관단 파견을
추진함.

●

현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소가 자체 특화사업으로 참가하기로 함.

2. 1989.7.15.~11.26. 나고야 세계디자인박람회가 개최됨.
●

한국은 외국관 내 서울관 전시장을 설치하고 한국 전통보자기, 농악도 벽화 등을 전시함.

89-1284

개도국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5 / 10 / 1-44

개도국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에 대한 추진 교섭임.
1. 외무부의 기본방침
●

1989년 중 탄자니아, 시리아, 케냐 및 인도에서 개최되는 종합박람회 참가 추진 결정
- 남남협력 차원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도국과 한국 간의 경제협력증진 및 대미수교국
관계개선
- 가중되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해소책의 일환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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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9년 박람회 현황 및 참가목적
●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박람회(1989.6.29.~7.6.)
- 한국의 제3국 경유 대탄자니아 우회 수출이 1988년도에 900만 달러로 증가
- 박람회 참가를 통한 탄자니아 경제진출의 교두보 마련
- 박람회에 참가하는 잠비아, 중국, 소련 등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

시리아 다마스쿠스 국제박람회(1989.8.29.~9.10.)
- 시리아는 1981년 이후 한국의 참가를 불허하다가 1988년도부터 허용
- 박람회 참가를 통한 시리아 정부인사 접촉 및 통상사절단 교류 기대

●

케냐 나이로비 국제박람회(1989.10월경)
- 동남부아프리카지역 최대 박람회로서 인근 미수교국의 대거 참가에 따른 대미수교국 관계개선
및 경제진출의 창구로 활용
- PTA(동남부아프리카특혜무역지역) 등 회원국에 대한 시장개척을 통한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마련

●

인도 국제박람회(1989.11월중)
- 1981년 이후 참가해온 국제교역 증진 및 문화교류 성격의 종합박람회
- 국토 및 인구면에서 잠재력이 다대하며 동구권 및 아프리카지역 진출거점으로 활용 가능

89-1285

구주지역 국제박람회 참가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5 / 12 / 1-157

1989년 중 한국의 구주지역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한국에서 개최된 유럽산품 전시회에 관한 내용임.
1. 구주지역 국제박람회 한국 참가
●

베를린 국제 농산물박람회
- 기간: 1989.1.27.~2.5.
- 참가: 농수산 통계관 등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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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아즈밀 국제박람회
- 기간: 1989.8.26.~9.10.
- 참가: 현대종합상사 등

●

파르마 국제유가공 플랜트 및 기계류 박람회
- 기간: 1989.4.11.~13.
- 참가: 부산유업사 등 5개업체

●

제17회 제네바 국제박람전
- 기간: 1989.4.7.
- 참가: 한국 9명 참가, 20점 출품, 금2･ 은6･ 동7 수상

●

춘계 부르노 박람회
- 기간: 1989.4.14.~20.
- 참가: 삼성 등 5개 업체

●

바르셀로나 국제박람회
- 기간: 1989.6.6.~11.
- 참가: 현대 등 21개 업체

●

서베를린 수입박람회
- 기간: 1989.9.26.~30.
- 참가: 10개 중소업체

2. 코엑스 개최 유럽산품 전시회
●

기간 및 장소: 1989.9.26.∼29., 코엑스

●

참가현황: 구주 17개국 386개 업체

●

전시품목: 전기･전자제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자동차부품, 건축기자재, 통신기기 등

●

주

●

상담실적: 5,930건 1억 천 달러

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성과
- 대EC(구주공동체) 통상마찰 완화에 기여
-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 지원
- 대구주 수출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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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86

아주지역 국제박람회 참가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5 / 11 / 1-200

아주지역 국제박람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와 관련된 내용임.
1. 말레이시아
Shah Alam 국제전시회(1988.7.23.∼8.21.)
정보기술전시회(1988.8.16.∼19.)
● 제1차 국제동물산업박람회(1989.9.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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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

타이베이 국제첨단기술전시회(1990.6.21.∼25.)

3. 브루나이
한국 종합상품전시회(1988.6.7.∼12.)
- 대우 등 11개 업체 참가, 448만 달러 계약
● 브루나이 개발전시회(1989.12.11.∼15.)
●

4. 인도네시아
●

국제스포츠 엑스포(1989.10.7.∼15.)

5. 인도
●

제5회 국제식품전시회(1989.1.25.∼2.3.)

6. 호주
ITDC 전시회(1989.4.4.~6., 멜번/4.11.~13., 시드니)
- 대창기계 등 참가, 200만 달러 계약
● 제6차 호주 농업용품전시회(1990.5.30.~6.2.)
●

7. 뉴질랜드
제3차 국제전자무역박람회(1989.7.4.~6.)
Business Expo(1989.8.15.~17.)
● 국제임업전시회(1990.2.7.~11.)
●
●

8. 필리핀
●

국제무역박람회(1988.1.23.~31.)
- 쌍용, 현대 등 8개 업체 참가, 500만 달러 계약

89-1287

중동･아프리카지역 국제박람회 참가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95 / 9 / 1-134

1. 1986~89년 중 수단에서 개최된 제9~12회 하르툼 국제박람회에 아래와 같이 한국업체가 참가함.
●

제9회 하르툼 국제박람회(1986.1.22.~2.7.)
- 대우 참가

●

제11회 하르툼 국제박람회(1988.1.20.~2.5.)
- 대우 참가
- 한국관 개설
- 리셉션 개최

●

제12회 하르툼 국제박람회(1989.1.25.~2.10.)
- 대우 참가
- 한국관 개설
- 리셉션 개최

2. 제26차 바그다드 국제박람회(1989.11.1.~15.)에 현대, 대우 등 9개 한국업체가 참가함.
●

한국의 날 행사
- 국기게양식 및 리셉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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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88

헝가리 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 개설 및 면세 문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동구과

MF번호

2019-95 / 18 / 1-170

1. 외무부는 1987.12월 헝가리 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 및 주재원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헝가리 측이 한국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소 및 주재원에 부여하는 면세혜택에 상응
하는 면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함.
●

면세혜택 범위
- 승용차 등 사무소 또는 주재원의 공용품, 사용품 면세수입
- 주류, 담배, 생활 일용품의 면세구입
- 기타 헝가리 측이 한국사무소 및 주재원에 부여하는 면세혜택의 범위에 따라 수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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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에 대한 법인세, 주재원에 대한 소득세, 전시용품에 대한 관세는 현행 조세관계법령
규정상 비관세
●

혜택부여 조건
- 상호주의에 의해 헝가리와 공식관계 수립 시까지 한시적으로 부여
- 사무소 지위변경 또는 폐쇄, 한국 측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철회 등 사유 발생 시 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면세혜택 종료

●

면세혜택 부여 절차
- 주한 외국공관의 면세신청 절차에 준하되, 사무소 개설 및 주재원 부임 후 KOTRA를 통해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Mr. Sandor Csanyi 헝가리 상공회의소 초대 서울사무소장이 1988.3.24. 부임함.
●

용산 국제센타빌딩 내 사무소를 개설함.

●

동 사무소는 아래 행사를 개최함.
- 서울사무소 개설 리셥션(5.31.)
- 헝가리 주간행사 개막식(6.1.)
- KOTRA 사장 주최 개설 축하리셉션(6.1.)

89-1289

Port of Spain(트리니다드토바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통상2과/중미과

MF번호

2019-96 / 1 / 1-30

1.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986.4월 트리니다드토바고 Port of Spain 무역관을 개설함.
2. KOTRA는 트리니다드토바고 Port of Spain 무역관을 1989.2.28.부로 폐쇄함.
●

KOTRA는 양국간 교역량 감소, 트리니다드토바고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업무영역의 감소에 따라
동 무역관의 폐쇄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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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90

Ljubljana(유고슬라비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개설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6 / 2 / 1-182

1. 유고슬라비아 슬로베니아주(현 슬로베니아) 상공회의소 대표단이 1987.11.15.~17. 방한하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슬로베니아주 상의 간 상호 상주사무소 개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KOTRA는 상주사무소 개설에 따른 상호협력에 관한 합의서(안)를 슬로베니아주 측에 전달함.

2. 1988.3.24. KOTRA 사장의 유고슬라비아 방문 시 양측은 상주사무소 개설에 따른 상호협력에
관한 합의안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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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6월 말 이전에 서울과 류블랴냐에 각각 사무소를 개설함.

●

1988.7월 한국 관민무역사절단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함.

3. 1988.6.13. KOTRA 상주사무소(류블랴냐 무역관)가 개설됨.
●

유고슬라비아 슬로베니아주의 서울무역대표사무소는 1988.9.1. 개설됨.

4. 유고슬라비아 연방상공회의소 측은 1989.1.6. 서한을 통해 서울무역대표사무소장을 유고슬라비아
연방상공회의소 주한대표로 격상 임명함.

89-1291

폴란드 서울 무역사무소 개설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6 / 3 / 1-166

1.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폴란드 대외무역회의소 간 업무협력 합의서가 1988.11.25.
서울에서 KOTRA 사장과 Zylkowski 폴란드 대외무역회의소 회장 간에 체결됨.
●

체결 경위
- 1988.6월 KOTRA, 폴란드 대외무역회의소에 무역사무소 설치 제의 및 동 회장 방한 초청
- 1988.9월 폴란드 대외무역사무소, KOTRA의 제의 수락

2. KOTRA의 주바르샤바무역관이 1989.4.13.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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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란드의 서울무역사무소가 1989.5.24. 개설됨.
●

무역사무소장
- Slawomir Okon

●

위치
- 강남구 논현동 단국빌딩

89-1292

77그룹 원자재 회의, 제1차. Abuja(나이지리아),
1989.4.3.-7.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96 / 10 / 1-326

1989.4.3.~7.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개최된 제1차 77그룹 원자재 회의에 권영진
주나이지리아서기관이 참석함.
1. 개최경위
●

1981.5월 개도국 간 경제협력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서 카라카스 행동계획 채택
- 동 계획은 무역, 기술, 금융 등 8개 분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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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월 쿠바 하바나에서 개최된 제6차 IFCC(정부간후속조치및조정위원회)에서 8개 분야 중
원자재분야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 원자재의 개발, 생산 및 가공문제 협의

2. 주요 협의결과
●

개도국 상호간 주요 원자재 4개 그룹(식품류, 섬유류, 철 및 비철금속류, 비금속 지하자원류)으로
나누어 원자재 생산, 보존, 상품화 작업과정 및 판매에 있어서 협력방안 검토
- 아주지역 대표단은 섬유류에 관해 협의

●

개도국 상호간 원자재 부문과 관련한 공동기술 개발 및 전파, 연수 및 인력개발, 생산, 판매
등 경영 전 과정에 대한 유익한 정보교환 등 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협의

3. 한국대표 관찰 및 평가
●

참가국 대표들이 남남협력의 필요성은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각국이 동 회의의 실효성에 큰
비중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구체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기 어려운 상황
- 상당수 국가에서 비고위직, 비전문가를 대표로 파견

●

다수의 대표들이 원자재를 생산된 형태로 단순 수출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1차적인 가공
절차라도 거쳐 최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수출할 것을 목표로 제시
- 이를 위하여 선진국 또는 관계 국제기구로부터의 기술 및 재정지원 필요성을 역설

89-1293

77그룹 특별 [전체] 각료회의. Caracas(베네수엘라),
1989.6.19.-23. 전4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남미과

MF번호

2019-96 / 5 / 1-387

1. 1989.6.21.~23.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개최되는 77그룹 창립 25주년 기념 특별각료회의 관련,
1989.5월 현재 외무부의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음.
●

회의 참가초청
- 1989.4월 말레이시아(뉴욕 77그룹 의장단) 외무장관 명의 초청장 접수
- 1989.5월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명의 초청장 접수

●

회의 예상의제
- 당면 국제경제 과제와 77그룹의 활동 방향
- 77그룹의 활동 강화 방안
-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 강화 방안

●

한국 참가계획
- 대표단(수석대표): 신동원 외무부차관
- 활동계획: 수석대표 기조연설, 주최국 정부 주최 공식행사 참석, 현지교민 격려

2. 외무부차관은 77그룹 특별각료회의 참가 기회에 일본과 페루를 공식 방문할 계획임.
●

일본 방문(1989.6.12.~15.)
- 한･일본 양국정부 합의에 따른 정례 외무차관회담 개최
- 일본 정국 동향 파악

●

페루(1989.6.17.~19.)
- 한･페루 외무차관회담 개최
- 북한의 대남미지역 외교공세 견제
- 비동맹 정상회담 대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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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94

77그룹 특별 [전체] 각료회의. Caracas(베네수엘라),
1989.6.19.-23. 전4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남미과

MF번호

2019-96 / 6 / 1-181

신동원 외무부차관은 1989.6월 77그룹 특별각료회의에 참석하고, 동 계기에 일본과 페루를 공식
방문함.
1. 77그룹 창립 25주년 특별각료회의 참석
●

회의기간 및 장소
- 1989.6.19.~23.,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

참가국
- 94개 회원국 및 5개 옵서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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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석대표(신동원 외무부차관)의 주요활동
- 기조연설: 77그룹의 행동지향적인 활동 추구 제의, 한국의 대개도국 경제･기술협력 내용 설명
및 동 협력 강화 의지 표명
- 77그룹 주요인사 접촉: 인도･말레이시아･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 가나 외무차관

●

회의결과
- ‘77그룹 창립 25주년 기념 77그룹 외무장관 카라카스 선언’ 채택: 각료 코뮤니케, 남북문제,
남남협력 및 77그룹 활동강화 등 4개 분야

2. 일본 방문(1989.6.12.~15.)
●

주요 활동
- 한･일본 외무차관 회담 개최, 외상 예방, 후쿠오카현 지사 면담, 후쿠오카현 민단간부 및
상사주재원 간담회 개최

●

주요 성과
- 양국간 정상외교 추진방안 협의, 양국간 주요 외교일정 합의, 주요현안 조기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다짐, 일본･북한 관계추진에 있어 일본의 한국 측 입장 충분 고려 약속, 국제정세에
관한 인식일치 및 대한국 지지입장 확인

3. 페루 방문(1989.6.17.~19.)
●

주요 활동
- 수상･외무장관 등 주요인사 예방, 한･페루 외무차관 회담 개최(한･페루 공동위 설립 합의문 서명),
교민초청 만찬 및 간담회 개최

●

주요 성과
- 페루 정부 내 유력인사와의 유대강화, 양국간 실질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국제
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약속

89-1295

77그룹 특별 [전체] 각료회의. Caracas(베네수엘라),
1989.6.19.-23. 전4권 (V.3 각국 대표와의 면담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남미과

MF번호

2019-96 / 7 / 1-248

신동원 외무부차관의 77그룹 특별각료회의(1989.6.10.~23.) 참가와 관련된 각종 자료임.
1. 외무부 관련국 작성 자료
●

아주국, 미주국, 구주국, 중동아프리카국, 국제기구조약국 등 자료

2. 외무부 국제경제국 작성 자료.
●

비동맹 관련 교섭자료

●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 면담자료

●

기타 주요국 대표 면담자료(23개국)
- 아시아(9개국): 인도, 부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 중남미(5개국): 베네수엘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이아나
- 중동(2개국): 알제리, 이집트
- 아프리카(6개국): 탄자니아, 모잠비크, 앙골라, 토고, 베냉, 기니비사우
- 동구(1개국):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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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96

77그룹 특별 [전체] 각료회의. Caracas(베네수엘라),
1989.6.19.-23.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남미과

MF번호

2019-96 / 8 / 1-280

신동원 외무부차관의 77그룹 특별각료회의(1989.6.10.~23.) 참가 및 페루･베네수엘라
방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임.
1. 77그룹 특별각료회의 참가자료(주요 목차)
●

정부대표단 구성
- 대표단 명단, 일정, 업무 분장

●

각료회의 개관

●

정부훈령

●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

각료회의 준비 실무위원회 작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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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개최 배경, 회의 의제, 회의 조직 및 진행, 주요 참가국 수석대표

- 준비실무위 작성자료,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카라카스 각료회의 선언(안),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 촉진(남남협력), 77그룹 조직효율화
●

77그룹 관련 참고자료
- 77그룹 개요, 지역별 주요활동, ECDC(개도국간경제협력) 개요(카라카스 행동계획), 상품공동기금,
개도국 간 특혜무역협정, 개도국 외채문제, 한국의 77그룹 활동 참가, 북한의 77그룹 활동,
주요인사 인적사항

●

기타 자료

2. 페루･베네수엘라 방문자료(주요 목차)
●

방문개요
- 방문기간, 방문목적, 수행원 명단, 항공일정, 체재일정

●

주요인사 면담 시 말씀자료

●

국가별 참고자료

●

기타 참고자료
- 최근 남북한 관계현황 및 전망,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 움직임에 대한 대응논리, 유엔･비동맹
에서의 한국입장, 남미정세 개관, 중남미 외채문제

●

방문국 및 경유지 공관현황
-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페루대사관, 주베네수엘라대사관

●

연설문

●

선물 리스트

89-1297

77그룹 외무장관 회의, 제13차. New York, 1989.9.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9-96 / 4 / 1-158

정부는 1989.9.28. 뉴욕에서 개최된 제13차 77그룹 외무장관 회의에 최호중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주유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77그룹 개요
1963.11월 제18차 유엔총회 시 75개 개도국 공동선언 채택
대선진국 협상능력 강화를 위한 개도국 비공식 교섭단체로서 정치문제는 불취급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총 128개국이 회원국
- 한국은 1964.6월, 북한은 1976.4월 각각 가입
●
●

2. 외무장관 회의 안건
비공식 의견교환
- 제4차 유엔개발 10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수립
- 개도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1990년 유엔 특별총회 대비
- 기타 77그룹 활동 관련사항
● 보고서 검토
- 남남협력에 관한 제7차 IFCC(정부간후속조치및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 남남협력사업을 위한 Perez Guerrero 신탁기금 활용방안
●

3. 외무장관 회의 주요 결과
대사급 실무회의(1989.9.26.~27.)보고서 검토
유엔특별총회 및 국제개발전략에 관한 의견교환
● 제7차 IFCC 보고서 및 제4차 Perez Guerrero 신탁기금 전문가 회의 보고서 승인
●
●

4. 대표단 관찰 및 평가
금번 각료회의는 1989.6월 카라카스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예년과 달리 기조연설 및 별도 선언문
채택없이 비공식 의견교환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석 외무장관도 적고 발언자도 9개국에 불과
● 대부분 발언자들은 유엔특별총회와 국제개발전략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남북대화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
- 필리핀은 금번 총회에서 유엔사무총장 산하 외채 및 개발에 관한 국제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모든 개도국이 지지할 것을 호소
- 파키스탄은 인구문제가 77그룹의 개발문제 토의에서 도외시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금번 총회의
경제관계 주요이슈로 재원의 역(逆)이전, 기술이전 및 인구문제 등을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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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98

77그룹 상공회의소 대표자 회의, 제3차. Harare(짐바브웨),
1989.11.15.-1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96 / 11 / 1-47

제3차 77그룹 상공회의소 대표자 회의가 1989.11.15.-17.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개최됨.
1. 주요 결과
●

77그룹 상공회의소 정보기구 설치 추진

●

남남협력 증진 방안 모색
- 공업협력 및 투자증진, 기술교환, 연구･개발분야 협력, 기술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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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회의 시기 및 장소 결정
- 1990.11월 쿠바 하바나

●

상주사무국 설치에 관해 원칙적 합의

2.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기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음.
●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표가 참가한 바 있음.

●

외무부는 1989.11월 한국이 향후 개최될 77그룹 상공회의소 대표자 회의에 가능한 한 참가하는
것이 한국의 대개도국 협력강화에 긴요하다는 의견을 대한상공회의소에 표명함.

89-1299

77그룹 국가기술협력 기관장 회의, 제3차. Panama
City(파나마), 1989.11.29.-12.2.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96 / 12 / 1-210

제3차 77그룹 국가기술협력 기관장 회의가 1989.11.29.~12.2.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28개 회원국 및 7개 옵서버국 대표
- UNDP(유엔개발계획),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SELA(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 등 10개
국제기구 대표

2. 한국대표단(수석대표): 최종익 주파나마대사
3. 주요 토의의제
- Multi-sectoral Information Network 구성
- 전문가 고용 시 모델 계약서안
- 협력증진을 위한 National Focal Point 강화 및 지역 간 조정 메카니즘
- 유엔시스템 내에서의 활동
- 기업 간 협력활동
- 대개도국 경제적 강압조치

4. 한국대표단은 상기 의제 토의 시 대개도국 경제적 강압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에 관해 한국
입장을 표명함.
5. 한국대표단의 평가
●

동 회의에서 개도국 간 기술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는 합의하지 못함.

●

파나마는 니카라과, 쿠바 등의 지원을 받아 대미국 규탄을 위한 안건을 채택하는 등 자국의 대미국
입장강화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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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00

77그룹 상공회의소 대표자 회의, 제2차. New Delhi(인도),
1988.12.19.-21.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96 / 9 / 1-170

정부는 1989.12.19.~21.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77그룹 상공회의소 대표자 회의에
김정태 대한상공회의소 상의역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목적
●

주요 비동맹 회원국 대표접촉을 통한 비동맹 회원국과의 유대강화

●

회의참가 각국 상공회의소 간 양자협의를 통한 개도국 기업 간 협조체제 구축

●

한국의 상공분야에서의 대개도국 협력정책 소개

1390

2. 주요 회의결과
●

운영위원회 구성
- 총12명(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각 4명)
- 총회의장 및 77그룹 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

77그룹 개도국의 사업체, 기술, 생산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망
- 정보망 구축을 위한 UNDP(유엔개발계획)의 자금지원 요청
- 지역적, 소지역적 정보망 구축이 우선 필요한 바, UNDP에 동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연구를 의뢰

●

남남무역 증진
- 77그룹 상공회의소는 개도국 무역증진에 필요한 자료 및 시설제공 의무
- 개도국 무역박람회 참석 등을 통해 개도국 간 교역증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필요(1989년 중
짐바브웨에서 개도국 무역박람회 개최예정)
- 남남협력증진을 위해 개도국 간 직간접투자, 훈련시설 제공, 기술이전 등을 통한 개발경험
전수 필요성 강조

●

개도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증진체제 구축
- 개도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증진을 위해 제도적인 협력체제 구축 필요성 강조 및 77그룹의
동 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제공 용의표명
- 동 체제 구축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1국가 내 1개 상공회의소를 지정 필요
- UNDP는 정보체제 조직을 위한 지역 간 상공회의소 소장 또는 사무국장회의 주선 용의표명

●

제3차 회의
- 1989.11.15.~17.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89-1301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5차. Paris, 1989.7.14.-16.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97 / 1 / 1-212

1. G7(선진 7개국) 재무장관회의가 1989.2.3.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G7국가 간 경제정책 협조가 원만히 지속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현행 환율 및 금리정책
협조체제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함.

●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이 제시되고 검토됨.

2. G7 재무차관회의 및 Banker Initiative Committee(제3세계 외채 취급 은행으로 구성) 소속 주요
은행대표 간 회의가 1989.5.16.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어 제3세계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브래디
안(Brady Plan) 실현방안을 논의함.
3. 우노 일본 수상의 특별지시로 사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이 파리 G7 정상회담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측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1989.6.29.~30. 방한하여 대통령 경제수석,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및 전순규 국제경제국장을 면담함.
●

일본 측 입장 요지
(경제 관계)
- 거시경제 정책: 선진국 간 정책협조가 관건
- 무역 정책: 보호주의 경향 배제, 미국의 301조 반대, 다자간 범위 내에서 해결
- 외채 문제: 브래디 안 지지
- 환경 문제: 오존층 파괴, CO2, 열대산림보호 문제 등에 관한 입장
- 마약 문제: 마약거래에 대한 국제적 대응 필요
(정치 관계)
- 동서 관계: 동서화해 분위기 고조
- 중국 사태: 중국을 너무 코너로 몰지 말아야 함.
(신흥공업국 관계)
- 1988년 토론토 정상회담 시 세계경제에서 신흥공업국의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됨.
-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신흥공업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

한국 측 언급요지
- 선진국의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우려표명
-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인 무역불균형,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 간의 정책협조
노력이 관건임을 강조
- 신흥공업국에 대한 과도한 책임분담 요구 자제 요청
- 중국 사태 관련 한국의 신중한 대처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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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02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5차. Paris, 1989.7.14.-16.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97 / 2 / 1-248

1. 프랑스 파리에서 1989.7.14.~16. 개최된 G7(선진 7개국) 정상회담은 정치선언과 경제선언을
채택 하고 폐막됨.
●

정치 선언
- 동서 관계: 폴란드･헝가리의 개혁정책 지원, 군사력 균형을 위한 핵 억지력 보유 필요
- 중국 관계: 시위 무력진압 규탄, 신규차관 공여 연기, 홍콩의 장래문제 보장 촉구

●

경제 선언
- 신흥공업국 관계: 대화를 통한 신흥공업국의 세계경제질서 조정 적극 참여, 국제적 책임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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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축소, 시장개방, 환율현실화)
- 환경문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촉구,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과 환경보호의 연계방안 검토
- 제3세계 외채: ‘브래디’ 안(외채 탕감) 지지
- 거시경제정책 조정 강화: 주요 경제지표 상호감시체제 강화, 적자국의 재정지출 억제 및
흑자국의 내수확대
- 세계교역: 다자간 무역체제 저해요소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우루과이협상의 조기타결 촉구

2. 우노 일본 수상은 1989.7.7. 노태우 대통령과 파리 G7 정상회담에 관하여 전화 통화함.
●

파리 G7 정상회담에 임하는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측 요망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회담 직후 회담 결과 설명차 구니히로 일본 외무심의관을 한국에 파견 예정이라고 통보함.

3. 구니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상기 파리 G7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우노 수상의
개인특사 자격으로 1989.7.21.~23. 방한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외무부장관대리, 외무부 제2차관보
등을 면담한 바, 동 외무심의관의 설명요지는 아래와 같음.
●

정상회담 분위기
-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대두, 폴란드･헝가리 정치개혁에 대한 소련의 불반대 표명으로
동서화해의 열기 고조, 중국 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

경제관계 및 정치관계 토의내용 중 특기 사항
- 환경문제에 토의의 절반을 할애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금번 정상회담을 경제 정상회담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정상들이 정치･경제 정상회담으로 규정
- 중국문제 토의 시 중국 정부의 탄압행위를 비난하였으나, 중국 정부가 정치, 경제개혁을
계속하도록 설득하는 방향으로 합의

89-1303

77그룹 ECDC(개도국간경제협력)/IFCC(정부간후속조치및조정위원회)
회의, 제7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89.7.31.-8.5.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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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7.31.~8.5.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7차 77그룹 ECDC(개도국간경제협력)/
IFCC(정부간후속조치및조정위원회) 회의에 박남균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주요의제
●

CPA(카라카스행동계획) 분야별 사업평가 및 향후 이행방향 설정

●

ECDC PGTF(신탁기금)의 이용방안 검토

●

77그룹과 비동맹운동 간의 ECDC 활동을 조화시키는 방안 검토

2. 회의 주요결과
●

개도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CPA 이행을 위해 개도국 간 무역촉진, 기술협력 강화
및 민간부문 참여 필요성 강조

●

ECDC National Focal Points 상호간 연계활동 강화

●

ECDC 추진사업기금(Perez-Guerrero Trust Fund)의 효율적 집행방안 강구

3. 한국 수석대표 발언(89.7.31.) 요지
●

개도국 간 GSTP(특혜무역협정) 제2라운드 조기개최 촉구

●

CPA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희망

●

민간부문 협력 및 기술협력 강화 필요성 지적

4. 북한대표 활동
●

기조연설을 통해 선후진국 간의 이해대립 관계 지적 및 남남협력을 통한 새로운 경제질서 강조

●

현지 대사 등 2명이 참석

5. 기타
●

회원국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금번 회의에 참가율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8차 IFCC 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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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04

ECDC(개도국간경제협력) 위원회 회의, 제5차. Geneva,
1989.6.1.-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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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ECDC(개도국간경제협력) 위원회 회의가 1989.6.1.∼9.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개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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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3.1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회의 참가초청

●

1989.3.29. UNCTAD 사무국, 준비문서 관련국에 송부

●

1989.5.20. 외무부, 주제네바대표부에 회의 참가지시 및 관련 자료송부

2. 본회의 주요 연설
●

사무차장
- ECDC 강화 필요성 지적 및 국제사회의 지원 촉구

●

77그룹(수단)
- 개도국의 ECDC 노력 지속 및 ECDC 강화 제안 수락 촉구

●

B그룹(노르웨이)

●

D그룹(소련)

- ECDC 확대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검토 제안 지지
- 개도국 경제의 문제점 지적
●

중국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의 중요성 및 ECDC에 대한 관심 강조

3. 결의문안
●

77그룹 결의문안에 대한 비공식협상을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도달치 못함에 따라, 의장이 1989.6.9.
신결의안 초안을 제출, 그룹간 협상을 통해 6.10. 새벽에 합의

●

대다수 대표의 불참으로 동 합의안을 공식 채택하지 못하고 6.12. 최종 본회의 개최예정

89-1305

TCDC(개도국간기술협력) 고위급위원회 회의, 제6차. New
York, 1989.9.18.-2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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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TCDC(개도국간기술협력) 고위급위원회 회의가 1989.9.18.~22. 및 9.29. 뉴욕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116개국 대표단 및 각 국제기구대표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2. 회의 토의결과
●

전반적인 사항
- 지난 10년간의 TCDC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TCDC 수행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TCDC 고위급 회의의 장래역할에 관해 토의

●

정부의 역할
- TCDC 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증대를 평가하고 National Focal Points 강화 필요성을 강조

●

유엔개발관련 기구의 지원
- UNDP(유엔개발계획)의 TCDC 담당부서 강화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나, TCDC 재원
축소에 대해서는 우려표명

●

TCDC 재원확보

●

개도국으로부터의 인적･물적 자원조달

- 재원확보의 1차적 책임은 개도국에 있음에 공감하고 신탁기금 등 재원조달 방안을 제기
- 개도국으로부터의 인적･물적 자원조달이 증가되어야 함에는 공감
- 선진국 측은 개도국으로부터 자원조달 시 비용 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

3. 동 회의는 1989.9.29. 9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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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06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32차. Dhaka(방글라데시),
1988.11.26.-12.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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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8.11.29.~12.1.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 제32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실무회의: 1988.11.26.~28. 각료회의: 1988.11.29.~12.1.)에 신만교 과기처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콜롬보플랜 회원국 중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외국투자의 역할
콜롬보플랜 회원국의 국내자원 활용, 문제점과 전망

●

콜롬보플랜 사무국의 향후 운용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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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료회의 주요 토의내용
●

자연재해 및 환경퇴화 방지와 운영

●

ODA(공적개발원조)의 증대와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확대 촉구

●

향후 콜롬보플랜의 방향으로서 아래 4대 우선목표 확인 및 개발과정에서의 여성역할 증대강조

- 콜롬보플랜 사무국이 차기 이사회에 이에 관한 활동안을 제출하기로 결정

- 중소기업의 기업가 개발, 지역 내 회원국의 훈련연수 필요 평가, 기능개발, 과학기술
●

마약남용･불법거래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

●

라오스의 87~88년도 및 88~89년도 분담금 면제 결정

●

이사회 연례보고서의 통계부록 발간 중단

●

제33차 자문위원회 1990년 11월∼12월 중 태국 개최 결정

3. 대표단 관찰 및 평가
●

대표단 구성
- 외무부와 과학기술처를 제외한 여타부처 또는 기관의 대표 포함은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대표단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콜롬보플랜에서의 한국의 역할증대
- 한국은 국력신장으로 과거의 수원(受援)국에서 원조국으로 변신하고 있음에 따라 국제기구
참여에 관한 기본적 시각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회의/기구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가할 필요
- 콜롬보플랜 사무국 소재지인 스리랑카에서 연4회 개최되는 이사회에 적극적 참여가 요망되며,
이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전담직원 임명도 고려 필요
- 격년 개최 콜롬보플랜 자문위 실무급회의 및 각료회의 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 발언 필요
- 기초위원회 참여 등 회의운영의 핵심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 활성화 요망

89-1307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32차. Dhaka(방글라데시),
1988.11.26.-12.1.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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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참가대표단의 자료는 아래와 같음.
1. 회의참가 자료
●

일반 개요
- 방문일정, 대표단 명단, 훈령

●

회의 일정, 의제

●

의장 추천 또는 재정 연설문

●

의장 개회사에 대한 답사

●

86/87년 및 87/88연도 이사회보고서 요약 및 한국 발표안

●

각종 의제별 한국 발표안
- 기술자 교육대학 보고서 요약 및 발표
- 콜롬보플랜 사무국 추후 운영방안
- 한국대표 기조연설
- 주요의제 및 특별과제
- 마약사업

●

의장 폐회사에 대한 답사

●

대표단을 위한 오･만찬 연설문

●

방글라데시 과학기술관계 고위인사 및 콜롬보플랜 사무국장 면담시 발언요지

●

기타 참고자료
- 콜롬보플랜 연혁
- 한국 국별보고서
- 방글라데시 개황
-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핸드북

2. 참고자료
●

한국의 대외기술공여 계획

●

개도국과의 공동연구사업 현황

●

주요경제 및 과학기술관련 통계자료

●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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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08

콜롬보플랜(Colombo Plan) 분담금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97 / 6 / 1-123

1985~89년 중 한국의 콜롬보플랜 분담금 납부 동향임.
1. 콜롬보플랜 1985~87년도 회원국 분담금 납부요청 공한(1985.5.31. 주스리랑카대사 보고)
●

85/86년, 86/87년 각국 분담금은 9,396달러(84/85년도와 동일)

2. 콜롬보플랜 기술자 교육대학 86/87년도 회계연도 예산안(41,177달러) 승인(1986.4.18.)
1398

3. 콜롬보플랜 86/87년도 분담금(9,396달러) 송금조치(1989.8.8.)
4. 콜롬보플랜 분담금 증액(1987.5.4. 주스리랑카대사 보고)
●

87/88년도부터 분담금이 약 1천 달러 증액된 10,660달러

5. 콜롬보플랜, 마약자문위 추진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타진(1989.6.15. 주스리랑카대사 보고)
●

한국도 연간 5천 달러 기금 지원 건의

6. 콜롬보플랜 87/88년도 분담금(10,660달러) 송금조치(1987.12.5.)
7. 콜롬보플랜 기술자 교육대학 87/88년도 분담금(44,732달러) 납부(1987.12.22. 주필리핀대사 보고)
8. 콜롬보플랜 88년도 분담금(10,660달러) 송금조치(1988.11.22.)
9. 콜롬보플랜 기술자 교육대학 89/90년도 분담금(50,770달러) 송금조치(1989.11.17.)
10. 콜롬보플랜 89/90년도 분담금(10,988달러) 송금조치(1989.12.29.)

89-1309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1차. Canberra,
1989.11.4.-11.9. 전9권 (V.1 아･태지역 협력체 구상)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정특반/통상1과/동남아과

MF번호

2019-97 / 9 / 1-375

1. 1989.1.30.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시 양국은 아･태지역 국가간 경제협력 증진 및 보호주의
동향에 공동대처 목적으로 아･태지역 경제협의회를 조속한 시일내 구성하기로 합의함.
2. Woolcott 호주 외무무역부 차관이 1989.4.20.∼24. 호주 수상 특사로 방한하여, 4.21.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와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창설과 관련하여 논의함.
●

참가국 범위 문제, 논의 의제, 개최시기, 사무국 문제 등에 대해 협의

3. 1989.7.6.~8.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외상회의에서 아･태 각료회의를 11월 중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함.
●

아･태 각료회의 참가국
- 12개국(아세안 6개국,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 중국, 대만, 홍콩 등 참가문제는 추후 재검토

●

고위급 사전준비회의를 자카르타 또는 캔버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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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10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1차. Canberra,
1989.11.4.-11.9. 전9권 (V.2 각료회의 준비 1(1989.7-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정특반/통상1과/동남아과

MF번호

2019-97 / 10 / 1-172

1. 1989.7.11. 주한 호주대사관이 11월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에
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의 참가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문의해온데 대해 정부는 7.21. 아래와
같은 입장을 호주 측에 통보함.
●

아･태 협력에 있어 중국, 대만, 홍콩 참여가 바람직함.

●

역내 국가간 협의결과를 토대로 주최국인 호주가 취하는 결정을 존중함.

2. Hely 호주 외무무역부 경제국 부국장은 1989.8.17. 주호주대사관 직원 면담시 APEC 각료회의
1400

준비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의를 1989.15.~16.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알려옴.
●

중국, 대만, 홍콩 초청 문제는 회원국 입장을 지켜보며 결정할 예정이나, 각국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므로 최초 각료회의 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외무부는 1989.9.1.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9월 개최되는 고위급 실무회의 대책안을 마련함.
●

고위급 실무회의시 아세안 측 합의를 유도하여 각료회의를 성사시키도록 추진

●

각료회의 의제형태 협의시 실질문제 언급 가능성에 대비한 기본입장 준비

●

고위급 실무회의 과정에서 참가국 간의 의견 합의 도출을 위한 능동적 역할 수행

89-1311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1차. Canberra,
1989.11.4-11.9. 전9권 (V.3 각료회의 준비 2(1989.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정특반/통상1과/동남아과

MF번호

2019-97 / 11 / 1-303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고위급 실무회의가 1989.9.15.~16. 시드니에서
개최됨.
1. 개요
●

참가국(총 12개국 약 80여 명 참석)
- 호주, 한국,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

한국 대표단
- 이시영 외무부 정특반장 및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산업연구원 관계관 7명

2. 주요 협의 결과
●

각료회의 일정, 의제 및 진행 방식, 결과발표 형식 등 협의

●

3자(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참가문제는 11월 APEC 각료회의에는 모두 불초청하고, 향후
각료회의 등에서 협의하기로 함.

●

제2차 및 3차 APEC 각료회의 개최지 원칙적 합의(제2차: 아세안 중 1개국, 제3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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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12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1차. Canberra,
1989.11.4.-11.9. 전9권 (V.4 각료회의 준비 3(1989.10-1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정특반/통상1과/동남아과

MF번호

2019-98 / 1 / 1-347

정부는 1989.10~11월 제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각료회의(1989.11.4.~9)
참가를 준비함.
1. 1989.10.13.~14.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고위실무자 합동 간담회 시 APEC 각료회의에
대한 아세안의 공동입장을 아래와 같이 마련함.

1402

●

새로운 정부간 협의체 창설에 반대

●

향후 아･태협력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기존 아세안 사무국을 활용

●

협력분야는 무역, 투자 및 기술협력으로 한정

●

의제4 명칭 변경 제의

●

참가국은 기존 12개국으로 한정하고, 3자(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참가문제는 추후
일괄취급

●

11월 각료회의 직전 아세안 각료 및 고위실무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 정리

2. 정부는 1989.10월 상기 아세안 공동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각료회의 형태의 아･태협력 추진 지지

●

각료회의 계속화를 유도하고 3차 회의 한국 개최 확인

●

아세안국가의 태도 및 한･아세안 대화 체제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료회의시 신중한
입장으로 컨센서스 도달에 노력 협력

89-1313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1차. Canberra,
1989.11.4.-11.9. 전9권 (V.5 훈령 및 의제별 회의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정특반/통상1과/동남아과

MF번호

2019-98 / 2 / 1-271

1. 제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1989.11.4.~9.)에 참가하는 한국대표단에 대한
정부의 훈령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장관 참석 예정 재확인

●

3자(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참가 문제는 일괄 참가를 선호

●

결과 발표 형태로 공식적인 문서 형태 선호

●

향후 각료회의 추진에 대한 호주의 구상 지지

- 중국 참가 곤란 시에 대만, 홍콩의 개별 참가 불반대

- 정례화, 순회개최, 광범위한 의제 포함 등

2. 본 문서철에는 의제별 회의자료 등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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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14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1차. Canberra,
1989.11.4.-11.9. 전9권 (V.6 의제별 참고자료 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정특반/통상1과/동남아과

MF번호

2019-98 / 3 / 1-131

본 문서철에는 제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1989.11.4.~9.) 의제와
관련된 자료들이 수록됨.
1. 의제관련 참고자료

1404

●

세계 및 지역경제 동향

●

세계 교역 자유화

●

특정분야에서의 역내 협력의 기회

●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조치

2. 의제별 자료
●

의제 1: 세계경제발전, 구조조정 및 지역경제(한국개발연구원 등)

●

의제 2: 세계무역 자유화

89-131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1차. Canberra,
1989.11.4.-11.9. 전9권 (V.7 의제별 참고자료 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정특반/통상1과/동남아과

MF번호

2019-98 / 4 / 1-304

본 문서철에는 제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1989.11.4.~9.) 의제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수록됨.
1. 의제 3: 분야별 지역협력과제(경제기획원)
●

의제 3-1: 직접투자, 기술이전, 인력자원

●

의제 3-2: 전기통신, 항공, 해운

●

의제 3-3: 에너지, 자원, 환경, 무역진흥, 관광
1405

2. 의제 4: 아･태경제협력을 위한 향후 자료

89-1316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1차. Canberra,
1989.11.4.-11.9. 전9권 (V.8 각료회의 결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정특반/통상1과/동남아과

MF번호

2019-98 / 5 / 1-190

제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가 1989.11.6.~7.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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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등 총12개국 26명의 외무 및 경제 각료 참석

●

의제: 세계 및 지역경제 개관, 교역자유화, 각 경제 분야별 협력, 향후 아･태협력 추진방식

2. 주요 회의결과(공동발언문 및 의장 발표문 채택)
●

아･태협력의 기본원칙 9개항 합의
- 개방성, 다양성, 기존 기구 존중 등

●

제2차 APEC 각료회의 회의를 1990년 중반에 싱가포르에서, 제3차 회의를 1991년 중 서울에서
개최 합의
- 제2차 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실무회의 개최(1990.1월)

●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종료 촉진을 위한 각료급 및 실무급회의 개최 합의

●

아･태협력 실천을 위한 4개 분야 및 2개 우선 과제 합의

- 1990.9월 아･태 통상장관회의 개최, 1990.12월까지 아･태 고위 무역실무자 정기협의 개최
- 무역자유화, 투자 및 기술 이전, 경제동향 연구, 분야별 협력
●

각료회의 추진 형태, 지원 장치, 참가국 추가문제는 계속 협의

3. 회의 성과 및 의의
●

아･태지역에서 각료회의 형태의 정부간 지역협력체제의 출범 및 향후 발전 기반 마련

●

아･태협력 시대 주도세력으로서의 한국의 외교적 위상 확보 및 경제적 역할 증대

89-1317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1차. Canberra,
1989.11.4.-11.9. 전9권 (V.9 일본 동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정특반/통상1과/동남아과

MF번호

2019-98 / 6 / 1-114

아･태지역 경제협력체제 추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및 동향 관련 내용임.
1. 나카소네 전 총리의 태평양협력 신제안(1988.3.14.~15. 태평양장래 국제회의)
●

Pacific Forum for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창설 제안

●

역내 모든 국가에 개방, 재화, 용역, 정보 및 기술 등 제반분야 상호협력증진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형태를 모델로 함.

2. 일본 통산성 아･태 상공장관 회의 구상(1989.3월)
●

무라오카 통산성 심의관 방한(1989.3.24.~26.) 시 1989.10~11월 중 아･태지역 통상･산업장관
회의 개최를 제안

●

역내 교역 확대 방안, 투자환경 개선, 역내 고도성장 문제점 해소방안 논의

●

아세안 6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참가

1407

89-1318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위원회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태평양특별반

MF번호

2019-98 / 7 / 1-426

1987~89년 중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위원회 참석에 관한 내용임.
1. PECC 상임위(1987.9.10., 오사카)
●
●

1408

참석: 13개국 29명(한국: 엄봉성 KDI 연구위원)
논의 및 결정사항
- 태평양연구기금 조성
- 비회원국의 활동참여
- 제6차 총회(1988.5월, 오사카) 프로그램 확정 등

2. PECC 운영위 및 상임위(1988.2.29.~3.1., 도쿄)
●
●

참석: 회원국(한국: 남덕우 PECC 한국위원회 회장 등)
논의 및 결정사항
- 한국의 제의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UR(우루과이라운드) 조기 수확을 촉구하는
PECC 명의 성명서를 오사카총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
- PECC 축산분과위 차기회의를 1989.5월 한국에서 주최
- 태평양 경제전망보고서를 연례사업으로 추진
- PECC 기금관리법인 설치 및 동 운영절차 합의
- 태평양 정상회담 제안 방안검토

3. PECC 운영위 및 상임위(1988.10.2.~4., 웰링턴)
●
●

참석: 회원국(한국: 남덕우 PECC 한국위원회 회장 등)
논의 및 결정사항
- 제2차 태평양 경제전망보고서 작성 일정 확정
- 제3차 광물 및 에너지협의회 일정 확정
- 제3차 무역정책협의회 일정 및 의제 선정
- 수산자원개발 및 협력전문위 일정 협의 등

4. PECC 상임위(1989.4.25.~27., 샌프란시스코)
●
●

참석: 회원국(한국: 남덕우 PECC 한국위원회 회장 등)
논의 및 결정사항
- PECC 사무국 창설 합의
- 역내 정부고위관리 회의 개최 지원
- 태평양 경제전망보고서 채택 및 대외 발표
- 전문위 개편문제 협의 및 건의

89-1319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총회, 제7차.
Oakland(뉴질랜드), 1989.11.12.-1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정특반

MF번호

2019-98 / 8 / 1-55

정부는 1989.11.12.∼15.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제7차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총회에 남덕우 PECC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총회참가 현황
●

회원국
- 13개국, 2개 지역

●

비회원국
- 14개국, 6개 국제기구

2. 주요 논의사항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의 기여
- APEC이 PECC의 업적과 협력 기대를 언급한 것을 평가
- APEC의 작업계획에 우선 역점 부여

●

PECC의 제도 강화
- 싱가포르에 사무국 신설
- 각국 국가위원회 기능 강화
- 4개 Task Force 증설
- Coordinating Group 활동 강화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UR(우루과이라운드)에의 기여
- GATT/UR에의 기여문제 논의
- Trade Policy Statement 채택

●

가입 문제
- 중남미, 소련, 홍콩 등의 가입 요청에 대해 토론
- 신규 회원국 가입기준에 대한 견해를 차기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결정

3. 한국대표단 활동
●

남덕우 회장
- 제2차 본회의(의제: 경제구조조정 정책) 주재

●

김기환 박사
- 제4차 본회의(의제: 국제무역제도) 지정토론자로 참여

●

기타 대표단
- 자유토론 참여 및 타국 대표단과의 의견 교환

1409

89-1320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KOPEC(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
전3권 (V.1 1987)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태특반/정특반

MF번호

2019-98 / 9 / 1-135

1987년 중 KOPEC(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KOPEC 집행위 개최(1987.4.2., 대한상공회의소)
●

이사회 신설 및 집행위 구성 합의

●

PECC의 Task Force(전문위)에 상응한 분과위 구성 합의
- 전략분과위 포함 7개 분과위 구성

1410

2. KOPEC 이사회 개최(1987.4.14., 대한상공회의소)
●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이사직 수락

●

정부부처, 연구원, 언론 등 분야별 추가 이사 지정

89-1321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KOPEC(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
전3권 (V.2 1988)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태특반/정특반

MF번호

2019-98 / 10 / 1-66

1988년 중 KOPEC(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KOPEC 사무국 운영개선 방안이 제안됨.
●

KDI(한국개발연구원) 중심의 운영체제로 경제계, 학계, 정부부처 3원조직 간의 원활한 협조가
결여되고, 외교전략 문제의 대응능력에 문제점이 있어 외무부의 관여 필요성이 제기됨.
- 일본, 중국의 경우 외무성이 주관

●

예산도 일시적 찬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항구적인 기금 확보가 필요함.
1411

2. 1988.6월 KOPEC 사무국은 한국 남태평양도서국가연구반 신설 주관 부서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해 옴.
●

1988.5월 오사카 개최 PECC 총회시 5개 전문위 및 연구반 신설 합의에 따른 KOPEC 분과위
확대개편 요망

●

외무부에 대해 기존의 외교전략분과위(태특반 간사 책임)에 추가하여 남태평양도서국가연구반
소관 업무를 주관하도록 요청

89-1322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KOPEC(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
전3권 (V.3 1989)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태특반/정특반

MF번호

2019-98 / 11 / 1-141

1989년 중 KOPEC(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KOPEC 집행위 개최(1989.5.26.)
●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상임위(1989.4.26.~27. 샌프란시스코) 참석 결과 보고
- PECC은 아･태 각료회의 개최를 촉진하고 보조함으로써 PECC의 가시성을 제고하기로 함.
- PECC 영구적 사무국 설치문제 협의

●

아･태지역 각료회의 의제 선정

1412

2. 외무부는 1989.7월 한국 남태평양도서국연구반 설치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함.
●

검토배경
- 1988.5월 오사카 개최 PECC 총회에서 남태평양도서국연구반 신설을 잠정적으로 합의
- KOPEC은 한국 남태평양도서국연구반 외무부 또는 여타 관계부처내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문의

●

설치 필요성

●

수산청내 남태평양도서국연구반 설치

- PECC와 남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방안 모색 필요
- 남태평양국가와 한국과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부분은 수산업이므로, 실질협력 증진방안 연구에 용이
- 임산물 공동개발, 직접투자 확대, 관광 등 관련 문제는 여타 부서나 기관과 협조

89-1323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제22차. Taipei,
1989.5.14.-1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태평양특별반

MF번호

2019-98 / 12 / 1-92

정부는 1989.5.14.~18. 대만(구 중화민국)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22차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에 구평회 PBEC 한국위원회 회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주제
●

The Pacific NICs(신흥공업국): Development to the Year 2000

2. 주요인사 연설
●

유국화 대만 행정원장
- 대만에서의 회의 개최 의미 강조
- 미래 발전에 관한 문제 취급 희망

●

이등휘 대만 총통
- 아･태지역의 경제발전 업적 강조
- 역내 무역, 투자, 기술 등의 교환 및 협력증진 노력 기여

3. 한국대표단 활동
●

남덕우 무역협회장
- PBEC 총회 특별연설
- 유국화 행정원장 등 대만 주요인사 예방

●

PBEC 한국위원회 특별 행사
- 5.15. 조찬 간담회 개최

1413

89-1324

CARICOM(카리브공동시장) 동향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98 / 13 / 1-304

1985~89년 중 CARICOM(카리브공동시장) 주요 동향임.
1. 카리브 경협사절단 방문활동(1985.5.18.~6.4.)
●

목적
- 카리브국가와의 실질관계 증진
-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3국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방안 강구 등

1414

●

대상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베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

사절단: 외무부(박쌍용 대사), 무역진흥공사, 수출입은행, 대한상의 인사로 구성

2. 제6차 CARICOM 정상회의(1985.7.1.~4., 바베이도스)
●

참가국: 13개 회원국 중 12개국

●

회의 내용
- 역내 무역증진, 역내 항공운수, 농업문제 등

3. 제7차 CARICOM 정상회의(1986.7.1.~4., 조지타운(가이아나)
●

참가국: 13개 회원국

●

회의 내용
- CARICOM 확대심화를 위한 "조지타운 선언" 및 공동성명 발표
- 역내무역 활성화, 제3차 로메협정 개발 원조 등

4. 제8차 CARICOM 정상회의(1987.6.30.~7.3., 세인트루시아)
●

참가국: 13개 회원국

●

회의 내용
- 역내 무역증진 방안, 카리브 사법재판소 및 인권위원회 설립 검토
- 역내 발전 유공인사에 대한 Common Caricom Citizenship 수여문제 검토
- 카리브 협약 상의 의무 관련 이견조정을 위한 지역기구 설립 합의

5. 제10차 CARICOM 정상회의(1989.7.3.~7., 그레나다)
●

참가국: 12개 회원국

●

회의 내용
- CARICOM 경제통합 필요성 재확인 및 기본조치 시행 합의

89-1325

EC(구주공동체)･COMECON(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 관계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통상2과/동구과

MF번호

2019-99 / 1 / 1-92

EC(구주공동체)와 COMECON(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 간 공식관계 수립에 관한 내용임.
1. EC 및 COMECON 개황
●

EC(1958.1월 설립)
- 회원국(12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

COMECON(1949.1월 설립)
- 회원국(10개국): 소련, 동독, 헝가리,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쿠바, 몽골, 베트남

2. 관계수립 경위
●

양 기구는 발족 이래 상호승인거부

●

1985.3월 취임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적극적 자세전환으로 양 기구는 관계수립
교섭 개시

●

1988.6.25. 양 기구가 상호승인하고 공식관계 개선
- 공동선언문 서명

3. 관개개선 합의사항
●

상호 공식관계 수립 및 대표부 교환 설치

●

공동의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 강화

●

EC･COMECON 개별회원국가 간의 공식관계 수립 병행
- 소련, 동구권국가들은 주EC 대표부 설치

4. 1988.7.25. EC 외무장관 회의 시 EC･COMECON 관계 협의내용
●

루마니아를 제외한 동구 회원국 모두와 외교관계 수립 공식제의

●

소련과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닌 상호주의 원칙하에 광범위한 협력협정을 추진

●

동구 각국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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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26

대기권 보호에 관한 후속 회의. Paris, 1989.5.9.-1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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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9.4.24.자 공한으로 한국이 ‘대기권 환경문제에 관한 헤이그 정상회의’
(1989.3.11.개최)에서 채택된 ‘대기권 보호에 관한 헤이그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대기권 보호에 관한 후속회의’가 1989.5.9.~10.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한국이 동 선언을 지지할 경우 동 파리회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함.

2. 외무부는 1989.5.4.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한국의 상기 파리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구두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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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는 헤이그 선언 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동 선언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89-1327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환경보전 문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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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존유역국가 외무장관회의가 1989.3.6.~8.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됨.
●

동 회의는 아마존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동 지역 국제화 압력을 배격하는 브라질입장을
지지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함.

●

동 회의에 참석한 Flechade Lima 브라질 외무장관대리는 아마존지역에 대한 브라질의 배타적
주권은 할양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동 지역의 국제화 논의를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비난함.

2. 제6차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환경문제 각료회의가 1989.3.30.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막된바, 동 회의는 1989.4.1. 아래 요지의 공동선언을 채택함.
●

자연관리에 있어서 개별국가의 주권을 확인하고, 자연환경의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여건 개선이 필수적임.

●

라틴･카리브지역 국가 등 제3세계 국가에서의 경제개발과 환경악화는 상호 악순환적 요인이며,
이는 이들 국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존엄도 유지할 수 없는 최저생활 여건에 이르게 함.

●

환경보존계획 실현에 소요될 충분한 재원을 확보･조달할 것을 국제금융기구에 제의하고 제3세계
국가에 대한 환경관계 신기술 접근 내지 이전을 자유롭게 할 것을 선진국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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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28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회의, 제1차. Helsinki, 1989.5.2.-5.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99 / 5 / 1-260

정부는 1989.5.2.~5.5.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1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에
이문수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옵서버자격)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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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개국: 의정서 가입국 30개국 및 옵서버 48개국

●

국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유네스코,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등 22개 국제기구

2. 정부훈령 요지
●

오존층 파괴물질인 불화염화탄소가 한국의 수출산업에 이용되므로 동 물질의 최대확보를 위하여
몬트리올의정서 제2조6항을 적용받도록 교섭

3. 주요 의제
●

London Conference 검토

●

오존층 파괴물질 통제관리(오존층에 대한 최근 과학적관찰 등)

●

의정서 제2조 평가를 위한 과학, 환경, 기술, 경제패널 설치

●

오존층에 관한 연구개발, 정보교환, 기술협력 등을 위한 Working Group 구성

4. 회의 결과
●

미국, EC(구주공동체) 등 선진국은 CFC(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조기 감축계획을 설명

●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은 선진국의 조기중단 촉구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

- 1998년까지 85~95% 삭감 및 2000년에 전면중단
- 규제대상 물질을 생산한다 해도 이는 자국 경제발전을 위한 것에 국한 되며, 생산량도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므로 생산량 규제에 신축성 필요

5. 한국대표단 활동
●

대표단은 Tolba 사무총장을 면담, 몬트리올의정서 제2조6항 등에 관해 협의
- Tolba 총장은 제2조6항은 특정국가, 특정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적용되므로 한국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되면 동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

89-1329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1차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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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실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
●

제1기 회의: 1989.8.21.~25., 케냐 나이로비

●

제2기 회의: 1989.8.28.~9.5., 케냐 나이로비

●

제3기 회의: 1989.9.18.~22., 스위스 제네바

2. 주요 토의내용
●

제1기 회의
- 선진국의 대개도국 기술 및 재정지원 방안을 토의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구체사항 합의에 실패

●

제2기 회의
- 몬트리올의정서 내용을 보다 강화하는 의정서 개정안 심의
- CFC(프레온가스)와 Halon의 전면 사용금지 스케줄, HCFC 등 신규 오존파괴물질 규제
스케줄을 토의하고 의정서 제5조의 개도국조항 관련제안이 이루어짐.
-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추가 규제에 원칙적으로 합의
- 개도국들은 의정서 상 개도국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고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구체화하는
제안에 주력

●

제3기 회의
-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를 위한 회원국 간 정보교환, 기술협력문제 등을 토의
- 개도국에 대한 전문가 파견, 훈련과정, 시범 Work Plan 개발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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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30

오존층 보호를 위한 각료회의. London, 1989.3.5.-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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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3.5.~7.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각료회의에 이상배 환경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124개국 대표가 참석함.
2. 회의 결과
●

1420

대처 영국 수상의 환영사와 케냐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이어 각국 대표가 발언함.
- 대부분의 선진국들(특히 EC(구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은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강조
-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대개도국 기술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제기
- 20개국(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이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예정임을 발표
- 동 회의시 한국 수석대표 발언(발언문 수록)

●

대처 수상은 폐회사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가 성숙되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에 많은 국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함.

3. 한국대표단 평가
●

영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대처 정부의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데 성공함.

●

금번 회의에서 20개국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예정 발표는 오존층 보호에 대한 국제적 지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

오존층 보호를 위한 CFC(프레온가스)의 생산 및 사용중지 문제에 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가 노정됨.

●

한국은 몬트리올의정서 가입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CFC 사용을 중지하자는
국제적 추세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89-133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동경 회의 및 국제의원 포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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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정부와 UNEP(유엔환경계획) 공동 주최로 1989.9.11.~13. 개최된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동경회의는 동경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함.
●

동 회의에는 정치색이 짙었던 최근의 주요 환경문제 관련 국제회의와는 달리 선진국, 개도국,
동서 양진영 23개국으로부터 60여명의 과학자 및 환경행정 책임자가 개인자격으로 참석함.
- 한국에서는 노재식 원자력안전센터 수석전문위원 참석

●

동 회의는 대기변동과 개도국의 개발과 환경을 주제로 토의함.
- 개도국대표들은 지구대기의 고온화는 선진국이 에너지와 자원을 과소비한 데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환경보전관련 과학기술이전, 자금원조의 필요성을 역설한바, 이에 대해 개도국의
인구증가와 빈곤에서 기인한 열대림의 무분별한 개발에도 그 책임이 있음이 지적됨.
- 국제환경기금을 창설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각국의 이견으로 최종선언에는 포함되지 못함.

●

동경선언은 ‘전반적 견해/부분별 권고/대기변동/열대림과 그 장래/개도국에 있어서의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구성됨.

2. 지구환경보전 국제의원포럼이 1989.10.9.~10. 도쿄에서 개최됨.
●

동 회의에는 18개국 5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함.

●

동 회의는 1989.9.11.~13. 개최된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동경회의의 결과를 기초로 지구환경

- 한국에서는 이해구 민정당 의원 참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가의 역할을 논의하고 아래 요지의 선언을 발표함.
-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정보 및 제안을 교환하기 위해 범세계적인 국회의원 네트워크 계속
유지 및 확충
-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금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더 이상의 자원파괴 방지
- 에너지와 자원절약을 위한 각국의 자발적인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의 변화 권장
- 입법 및 예산조치를 포함한 결정과 세계 환경상황에 관한 협조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상호협력과 국제기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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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32

화학물질의 국제교역 시 정보교환 회의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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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제1~2차 화학물질의 국제교역 시 정보교환 회의가 개최됨.
1. 제1차 회의(1988.9.19.~23., 다카르(세네갈))
●

동 회의는 화학물질의 범위, 화학물질 교역시 상호 정보교환에 관한 런던지침에 관해 협의함.

2. 제2차 회의(1989.2.13.~16., 뉴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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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의는 사전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의 절차에 합의하고 사전승인 원칙과 절차를
통합한 런던지침 수정안을 마련함.

89-1333

아프가니스탄 사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99 / 10 / 1-98

1989년 중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관한 동향임.
1.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및 철수
●

●

1978.4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국내 정국이 혼란해지자 1979.12.24.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카말 정권을 옹위함.
미국의 지원 하에 아프가니스탄 반군 무자히딘이 소련 및 정부군과 내전을 벌임에 따라 소련군은
막대한 물적, 인적손실을 입었고 1986.7월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의 철수를 공약함.

●

제네바에서 평화협정협상이 진행되어 1988.4.14.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간 제네바평화협정이
서명됨.
- 소련군 철수, 아프가니스탄 내정불간섭원칙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복귀 등 합의
- 미국과 소련 양국이 동 협정을 보장하기 위해 서명

●

동 협정에 따라 소련은 1988.5.15. 10만 명에 달하는 주둔군 철수를 개시하여 1989.2.15.
철수를 완료함.

2. 내전 지속과 정치적 해결 모색
●

소련군 철수 후에 나지불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정권수호를 위한 군사력 강화 및 무자히딘
측과의 평화협상 추진을 모색함.
- 1989.5.20.~21. 소집된 민족대회의는 대통령에게 1989.2.17.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의 6개월
연장 및 무자히딘의 연정참여를 권유하는 민족화해정책 지속 추진 등을 결정
- 나지불라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소련의 군사장비 지원에
힘입어 반군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

●

무자히딘은 친소 정권인 나지불라 정권이 자체 붕괴할 것을 기대하면서 과도정부 수립문제 협의를
위한 SHURA(민족평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각파 간 이해대립으로 무산됨.
-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한 과도정부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파키스탄은 친파키스탄 정부수립을
희망하는 반면, 이란은 시아파 무자히딘의 과도정부 내 진출을 통한 영향력 증대를 희망

●

소련군 철수 이후 1989.6월에 들어서도 무자히딘이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고
내부 분열을 보이자 무자히딘을 지원하는 외국 세력들은 점차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함.
- 부토 파키스탄 총리는 1989.6.6.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정치적
해결원칙에 합의
- 미국과 소련은 정치적 해결방법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이를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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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34

알제리 정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9-99 / 11 / 1-65

1988~89년 중 알제리 정세 동향임.
1. 1988년도
●

Chadli Bendjedid 알제리 대통령은 생필품 품귀와 물가앙등에 불만을 품은 청년들의 시위와
정부청사 및 상가 공격이 3일간 계속되자 10.6. 수도 알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배치함.
- 동 대통령은 10.10. 정치, 경제개혁 조치 약속을 발표하고 10.12. 계엄을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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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jedid 대통령은 국민투표(11.3.) 결과에 따라 11.5. Merbah를 새로운 수상으로 임명하고
11.9.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

2. 1989년도
●

민주화를 위한 개헌안이 2.23. 국민투표에서 통과됨.
- 복수정당 허용, 군의 역할제한, 이슬람 역할강화, 입법･사법･행정의 상호 독립보장

●

구헌법 하에서는 권력이 군, 대통령 및 유일당(Fln) 3두 체제에 있었으나, 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체제로 되어 정부의 강력한 지도체제가 확립됨.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3월 알제리를 방문하여 양국관계 강화방안과 서부사하라 문제 등
현안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Bendjedid 대통령은 9월 수상을 경질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

89-1335

알바니아 정세
생산연도

1982-1989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19-99 / 12 / 1-14

1982~89년 중 알바니아의 대외관계에 관한 주요 정세 동향임.
1. 케냐 외무성은 알바니아와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1983.2.1.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발표함.
2. Sokrat Palaka 알바니아 외무차관은 1984.2.2. 터키를 방문하여 Yavuzalp 외무차관과 양국간
경제, 통상, 문화교류 증진문제를 논의함.
1425

3. 캐나다 외무성은 1987.9.10.자로 알바니아와 비상주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발표함.
4. 서독과 알바니아는 종전 후 42년 만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1987.9.15. 서독 외무부
동구국장과 알바니아 관계관이 Tirana에서 합의의정에 서명함.

89-1336

서부사하라 문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9-99 / 13 / 1-65

서부사하라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유엔 및 OAU(아프리카단결기구)의 개입
●

1975.11월 스페인이 식민지인 서부사하라를 포기하게 되자, 원주민 독립투쟁단체인 폴리사리오와
인근국인 모로코, 모리타니아 및 알제리 간 분쟁이 발생함.
- 1976.2월 폴리사리오가 알제리에서 망명정부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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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사리오가 OAU에 가입함에 따라 모로코가 OAU에서 탈퇴하게 되어 서부사하라 문제는
아프리카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됨.
- OAU는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한 해결을 권유

●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1988.8월 분쟁당사국에 평화해결안을 제시하고 9월 유엔 안보리 결의
CS/RES/621)를 채택함.
- 주민자치를 위한 국민투표의 준비, 감시 및 이행을 유엔사무총장 특별사절이 관장
- 서부사하라 주둔 모로코군의 단계적 감축 및 잔류 모로코군에 대한 유엔 옵서버그룹의 감시와
폴리사리오군의 특정지역에의 배치 및 유엔 옵서버그룹의 감시

2. 평화해결안 이행의 어려움
●

1988.5월 모로코와 알제리 간 국교 정상화 및 1989.1월 핫산 모로코 국왕의 OAU 중재안
수용표명 등으로 국민투표 실시 및 휴전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짐.

●

그러나 국민투표 실시는 양측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이르렀으며,
폴리사리오군이 1989.10.7.과 11.8. 서부사하라 주둔 모로코군 진지를 공격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서부사하라 문제가 다시 부각됨.

89-1337

오스트리아 정세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9-99 / 14 / 1-77

1986~89년 중 오스트리아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6년도
●

5.4.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인 Waldheim과 Steyrer가 절대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6.8.
결선투표에서 Waldheim이 당선됨.
- 유엔사무총장을 지낸바 있는 Waldheim은 나치 전력 시비를 불러일으켰으나, 유엔사무총장
출신이라는 국제적 명성에 힘입어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됨.

●

사회당 후보의 대통령 선거 패배를 들어 사회당 당수이자 수상인 시노바츠가 6.8. 수상직을
사임함에 따라 Vranitzky 수상이 이끄는 새로운 내각이 들어섬.

●

Vranitzky 수상은 자유당과 연정구성에 합의하였으나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극우 민족주의자가
당수로 선출됨에 따라 자유당과의 연정을 파기하고 11.23.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1당의
위치를 유지함.
- Waldheim 대통령이 동 수상에게 신내각 구성을 위촉함에 따라 국민당과의 연정구성을 추진함.

2. 1987년도
●

사회당과 국민당 간 연정협상은 국영기업 보조금지급 등 현안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음.

●

Waldheim 대통령은 1987.7.1.~4. 요르단을 방문함.

3. 1988년도
●

Waldheim 대통령은 12.19. 아라파트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과 회담을 갖고 서방국가로는
최초로 양측 간 대사교환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4. 1989년도
●

Falin 소련 공산당 중앙위 국제부장이 5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독일 통일문제, 동서 군축협정
협상 등에 관한 소련 정부의 입장을 표명함.

●

Mock 외상은 8월 동구국가들의 개혁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함.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도 대동구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의 대동구권 경제협력증진 추진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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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38

벨기에 정세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99 / 15 / 1-68

1987~89년 중 벨기에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7년도
●

벨기에 북부에 위치한 Fouron시의 시장임명과 관련된 정치위기 해결에 실패한 마르텐스 수상은
10.15. 보드엥 국왕에게 사표를 제출함.
-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사용주민 간의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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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엥 국왕은 11.19. 동 수상을 조각권자로 지명하고 새로운 내각구성을 위촉한바, 동 수상은
7차 과도내각을 구성하되 12월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것을 밝힘.

●

12.13.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연립 4개 정당의 의석은 감소한 대신에 사회당이 제1당으로
등장함에 따라 사회당을 중심으로 연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동 국왕은 12.14. 동 수상의 사표를 수리하고 사회당 당수를 새 연정 내각구성을 위한 조각협상
중재자로 위촉함.

2. 1988년도
●

사회당이 참여하는 연정구성이 난항을 겪자 마르텐스 전 수상이 다시 조각권자로 임명됨.
- 동 수상은 각 정당과 각료 배분을 협상한 후에 5.8. 기독사회당과 사회당 간 중도 좌파성격의
8차 연정내각을 구성
- 하원은 7.29. 신연립정권의 헌법개정안을 포함한 신정책안을 승인

●

동 수상은 10월 포르투갈을 방문하여 유럽의 정치통합을 강조함.

3. 1989년도
●

4월 광산도시인 Houthalen에서 폐광계획에 대한 광부들의 폭력시위가 발생함.

●

마르텐스 수상은 7월 모로코를 방문함.

89-1339

바레인 정세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9-99 / 16 / 1-16

1973~76년 중 바레인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민주헌법 초안
●

바레인 특별제헌의회는 1973.5.26. 최초의 민주헌법 초안을 완성

●

동 헌법안은 106조로 구성되며 부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평등권을 포함

●

제헌의회는 22명의 민선의원과 12명의 각료 및 8명의 정부 지명인사로 구성

●

동 헌법안에 의하면 바레인은 아랍의 일부로서 아랍경제공동체 및 아랍세계의 통일달성을 위한
노력을 서약

2. 신내각 구성
●

1973.12.15. 신각료 명단발표
- 수상: Shaikh Khalifa bin Sulman Al-Khalifa
- 외무장관: Shaikh Mohamed bin Mubarak Al-Khalifa

3. 국회 해산
●

바레인 국왕은 1975.8.27. 30명으로 구성된 국회를 해산

●

수상은 신선거법 제정 시 총선거를 실시할 것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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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정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19-99 / 17 / 1-99

1988~89년 중 불가리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8년도
●

아타나소프 불가리아 수상은 9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다뉴브강 연안 2개 도시를 자유무역
항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표명하면서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소피아발
신화사통신이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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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9년도
●

4월 EC(구주공동체) 집행위 대변인은 EC･불가리아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EC는 불가리아의 경제개혁 추진에 따라 대불가리아 무역제한조치를 완화할 계획임을 밝힘.

●

10월과 11월 수도 소피아에서 개방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평화시위가 개최되었으며 경찰당국은
시위에 개입하지 않음.

●

지브코프 공산당 서기장 겸 대통령(1954년 집권)이 11.10. 개막된 당중앙위원회에서 전격
사임하고 후임에 믈라데노프 외무장관이 임명됨.

●

Goldstein 주한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12.28. 외무부 관계자에게 Lyuben Gotsev 불가리아
외무차관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1990년 말까지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목표를
언급한 것을 알려옴.

89-1341

미얀마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99 / 18 / 1-37

1989년 중 미얀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쿠테타(1988.9월)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평의회는 1989.2월 총선 실시(1990.5월)를 결정하였으며,
총선관리위원회는 3.1. 선거법안을 공고하면서 국민, 정당 및 단체의 의견 및 제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함.
●

선관위가 7월 총선 시행 일정을 발표함으로써 1990.5월 총선 실시가 확실시됨.

2. 7월 들어 군사정권 집권 1주년 및 아웅산 장군 순국기념일 계기에 대규모 반정부 집회 및 시위가
벌어졌으며, 아웅산 수지여사가 가택연금됨.
●

각 주 법질서회복위원회 및 각 지역 군사령관에게 계엄령법에 의거하여 총선, 민생안전 등을
위한 계엄권한이 부여됨.

3. 법질서회복위원회는 공산당의 혼란책동, 외국대사관의 일부 학생단체들에 대한 반정부 활동경비
제공 등 국내문제 개입 및 외국 주요언론들의 왜곡보도를 비난함.
●

반정부 학생 3명이 10.6. 국내선 여객기를 납치, 태국 해군기지에 강제 착륙시키고 태국
정부당국에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함.

4. 법질서회복위원회는 계속 총선 실시를 약속하면서 11월 4개의 소수민족단체와 관련 단체들을
불법단체로 공고하였으며, 안정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서의 군정해제를 발표함.
5. 총선관리위원회가 총선 실시(1990.5.17.)를 공고함에 따라 12월 현재 200여개 등록 정당 중
104개 정당이 총선 참여를 선관위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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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42

벨리즈 정세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99 / 19 / 1-31

1987~89년 중 벨리즈의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8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2번째로 실시된 1989.9.4. 총선에서 야당인 인민연합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
- 중도좌파 성향의 프라이스 당수는 민족주의 기치하에 빈민과 소외계층 우선정책을 표명하여,
친미, 개방정책을 추구한 여당에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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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 관계
●

벨리즈는 1987.2.6.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으나, 1989.10.13. 통상관계를 유지하던 대만
(구 중화민국)과도 국교를 수립함.
- 중국은 이에 대한 항의로 1989.10.23. 벨리즈와의 외교관계를 정지

89-1343

캄푸챠 사태 해결을 위한 당사자 비공식 회의(JIM), 제2차.
Jakarta, 1989.2.19.-2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동남아과

MF번호

2019-99 / 20 / 1-62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한 제2차 당사자 비공식 회의(Jakarta Informal Meeting)가
1989.2.19.~2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참석자
- 캄보디아 민주연정 3파, 프놈펜 공산정권, 아세안 6개국, 베트남 및 라오스

●

의제
- 베트남군 철군 감시문제와 캄보디아 정부 구성문제 등
(베트남은 1989.9월까지 베트남주둔군 5~7만 명의 완전 철수를 공약)

2. 회의 내용
●

민주연정 측 입장
- 철군감시를 위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이 필요하며, 베트남 철군에 따라 프놈펜 공산정권을
해체하고 4파 연합정부 및 군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

공산정권 측 입장
- 베트남 철군감시를 위한 국제감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유엔평화유지군의 도입은 결국 제2의
외세개입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반대
- 장래 정부구성은 시아누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화합위원회를 구성, 동 위원회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되, 국가 제반행정은 공산정권이 계속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

●

회의 결과
- 양측의 입장차이 해소에 실패하여 공동성명서 대신 의장성명을 채택한 후 캄보디아 각
정파들의 화합문제가 타결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 4개월간 휴회하기로 결정
- 19개항의 의장성명은 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베트남군은 9.30.까지
철수하며, 포괄적 정치해결, 외세관여와 원조 중지, Pol Pot파의 복귀금지 테두리 내에서
국제기구의 감시 하에 철수가 이루어질 것 등을 포함
- 아세안국가들 중에서 싱가포르가 기존 아세안입장에 기초하여 강경입장을 견지하였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중간적 입장을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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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44

캄보디아에 관한 국제회의. Paris, 1989.7.30.-8.1. 및
8.28.-3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99 / 21 / 1-126

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1989.7.30.~8.30.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1. 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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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8.1. 제1차 전체외상회의

●

8.2.부터 실무회의

●

8.28.~30. 제2차 전체외상회의

2. 회의 참가자
●

캄보디아 4개 정파(손산, 시아누크, 훈센, 키우삼판), 아세안,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베트남, 라오스,
일본, 호주, 인도, 짐바브웨, 유고슬라비아, 유엔사무총장

●

공동의장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3. 개최 경위
●

1989.5월 시아누크･훈센회담에서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 철수 이후의 캄보디아 장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 원칙에 합의

●

1989.5.15. 중국･소련 정상회담에서 동 국제회의의 조기 개최에 합의

●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의 적극 주선에 따라 캄보디아 사태 발발 이후 최초로 개최

4. 제1차 전체외상회의 결과
●

실무위원회 설치 합의
- 제1위원회: 휴전협정 관련사항, 베트남군 철수 감시를 위한 국제감시기구 설치문제 검토
- 제2위원회: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 군사원조 중단, 대량살상금지 방안 수립
- 제3위원회: 캄보디아 난민의 귀국조건 결정, 캄보디아 재건을 위한 국제원조 계획안 마련
- 특별위원회: 국제 감시하의 자유총선거 실시를 위한 제4차 연립정권 수립문제 검토
- 조정위원회: 상기 위원회의 합의안을 작성, 제2차 전체외상회의에 제출

●

결과 평가
- 10년 이상 계속되어온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
- 미국, 소련, 중국 등 열강의 적극적 참여와 유엔의 역할 인정
- Pol Pot 파의 연정참여 문제가 가장 큰 어려운 문제로 대두

5. 회의 최종결과
●

회담결렬
- 1989.8.30. 주요쟁점에 대한 관계당사국 간 대립으로 합의사항 없이 정회한다는 내용의
성명만을 발표하고 폐막

●

회담결렬 배경
- 현 프놈펜 정권은 Pol Pot 파의 과도정부 참여 반대입장을 고수
- 중국 측의 대Pol Pot 파 영향력 행사 미흡
- 유엔의 철군감시기구 참여문제를 둘러싼 입장 대립
- 미국, 중국, 소련 등은 회의성과가 미미할 것을 예상, 제2차 전체외상회의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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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45

캄푸챠(캄보디아)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동남아과

MF번호

2019-99 / 22 / 1-227

1989년 중 캄보디아 정세 동향임.
1. 아세안 특별외무장관 회의(1989.1.21., 브루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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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문제 관련,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 모든 관계당사국의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 노력 강조
- 민주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협력으로 캄보디아 국민의 이익 지지 입장 재확인

2. 캄보디아 민주연정 3파 지도자회담(1989.3.12.~13., 베이징)
●

3파 지도자(시아누크, 손산 및 키우삼판) 간 회담이 개최되어 3파 군대를 통할할 고위군사위원회
설치를 발표함.

3.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 3국 공동선언
●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 3국은 4.5. 아래 요지의 공동선언을 발표함.
- 9월 말까지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 군대철수
- 캄보디아 분쟁의 정치적 해결도모를 위한 자카르타 비공식협의 합의사항 이행촉구
- 국제감시위원회 조기설치

4. 캄보디아 국회 헌법 개정
●

4.30. 국회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호를 People's Republic of Kampuchea에서 State of
Cambodia로 변경

5. 시아누크와 훈센 수상 간 회담
1989.5.2.~3. 자카르타회담에서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 후 외국의 대캄보디아 각파에 대한
군사원조중단 등을 합의함.
● 1989.7.24.~25. 파리회담에서 베트남군 철군 감시를 위한 국제장치마련 문제 등을 협의
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함.
●

6. 캄보디아 문제 유엔총회 논의
●

유엔총회는 1989.11.16.∼17. 캄보디아 사태 논의 후 아세안 포함 79개국이 공동제안한 아래
요지의 결의안을 채택함.
- 베트남의 철군이 유엔감시하에 입증되지 못함.
- 유엔감시하의 외국군 철수, 과도 관리체제 수립 등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방안 재확인

89-1346

중화민국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99 / 23 / 1-75

1989년 중 대만(구 중화민국)의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정세
●

유국화 행정원장이 5월 사임함에 따라 이등휘 총통은 후임으로 이환을 임명함.
-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 후 내각이 소폭 개편되어 출범함.

●

여당인 국민당 제13차 중앙위원회 제2차 회의가 6월 개최되어 중국 사태를 주로 토의함.
- 이등휘 총통은 연설에서 대만의 대륙개방정책의 목표가 정치민주, 경제자유, 여론개방을
촉진하여 결국 대륙의 광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2. 대외관계
●

국제적 고립탈피를 도모하여온 대만은 바하마(1월) 및 그레나다(7월)와 수교함.
- 10월에는 라이베리아와의 외교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벨리즈와의 수교에 합의함으로써 대만의
수교국이 26개국으로 증가
- 중국 외교부는 8월 및 10월에 그레나다 및 벨리즈와의 단교를 각각 발표하면서 대만의
금전외교를 비난

●

대만은 이러한 국제관계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적극 관심을 보여,
동독 등 7개 국가에 대한 직접교역을 허용하기로 함.
- 헝가리 및 유고슬라비아에 무역대표부설치 추진 및 동구권국가들과의 무역사절단 교환 추진
- 공산국가들인 중국, 소련, 북한 및 알바니아에 대하여는 간접교역만 허용하며,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3불정책(불접촉, 불타협, 불담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전반적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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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47

중국 정세. 전4권 (V.1 1-4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100 / 2 / 1-182

1989년 1~4월 중 중국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아주국이 1989.3월 작성한 ‘조자양의 실각위기설 관련 중국 국내정세 동향’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국내정세 동향
- 1987.11월 조자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후 물가･임금개혁 등의 경제정책 결과,
물가상승 등 경제･사회적 혼란 초래

1438

- 1988.9월 공산당 제13기 3중전회에서 경제안정 정책 채택
- 1989년 들어 보수파 원로들이 등소평에게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자양 해임을 요구
●

분석 및 평가
- 조자양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실각을 초래할 정도의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그러나, 현재의 혼란이 조속히 수습되지 않고 더 악화될 경우 조자양 해임 문제 제기 가능성은 상존

2. 제7기 중국 전인대 제2차 회의(1989.3.20.~4.4.)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국내문제
- 인플레 억제를 위한 경제조정정책 채택
-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 추진 재확인
- 중국 내 적극개혁파와 신중개혁파 간 알력 노출

●

대한반도 관계
- 이붕 총리가 한국과의 민간교역 사실을 최초로 확인

3. 호요방 전 공산당 총서기가 1989.4.15. 사망한바, 이를 계기로 중국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

호요방 사망을 계기로 촉발된 북경시내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2주일간 계속되면서
일부 시민 및 근로자도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됨.

●

학생시위가 전에 없이 상당히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임.

●

중국 당국은 학생시위 강경대처 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학생들의 대화요구를 수용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임.

89-1348

중국 정세. 전4권 (V.2 5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100 / 3 / 1-158

1989년 5월 중 중국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중국 정부는 1989.5.20. 베이징시내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발표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함.
●

5.12. 베이징 대학생들의 천안문 광장 앞 단식농성을 계기로 민주화 요구 시위가 20여개 도시로
확산되고 노동자･공무원 등 일반시민도 가담함.

●

이붕 총리는 5.20. ‘정부와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북경시내 군대 투입을 발표하였으나,
시위군중이 군대의 천안문광장 진입을 저지함.

●

중국 정부는 5.20. 오전 베이징시내 일부 지역(천안문광장 포함)에 대한 계엄령을 발표함.
- 천안문광장에서 시위군중과 계엄군 대치

2. 주일본대사관이 1989.5.30. 보고한 중국 사태에 관한 일본 언론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금번 사태의 배경이 단순한 학생시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그간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노선대립 및 등소평 후계체제 수립을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에 있음.

●

특히 조자양 공산당 총서기 해임 처리방향을 둘러싼 지도부 내부의 의견차이를 감안시, 조자양
등 온건개혁파들의 해임폭과 이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의 향방이 향후 정국추이의 척도가 될 것임.

●

학생시위의 참가도가 감소 추세이고 시위학생 지도부 일부에서는 명예로운 철수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음에 비추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학생시위 문제 자체의 비중은 다소 낮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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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49

중국 정세. 전4권 (V.3 6-8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100 / 4 / 1-176

1989년 6~8월 중 중국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중국 계엄군은 1989.6.4. 시위학생들을 무력진압한 바, 이로 인해 베이징시내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함.
2. 외무부는 1989.6.7. 중국 사태에 관하여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함.
1440

●

중국에서 매우 불행한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중국 사태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중국인의 안녕과 행복은 물론 이 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람.

89-1350

중국 정세. 전4권 (V.4 9-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100 / 5 / 1-194

1989년 9~12월 중 중국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강택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포함한 6명의 중국 공산당 중앙상무위원이 천안문 사건 이후 최초로
1989.9.26.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는바, 동 기자회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천안문 사건은 ‘반혁명적 폭란’으로 중국을 전복하려는 국제적 세력과 부르주아 자유화를
견지하려는 국내세력의 음모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함.
●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기본 국가정책으로 계속 수행방침을 표명함.
- 연안 개발전략 계속 추진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노력 및 외국기업의 중국진출 환영
● 등소평의 은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할 문제임.
●

2. 1989.11.6.~9. 개최된 제13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전 회의(5중전회)는 등소평의
당중앙군사위 주석직 사임을 결정하고 후임에 강택민 당총서기를 선출함.
●

등소평은 당중앙군사위 주석직 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3. 외무부 아주국이 1989.12월 작성한 천안문 사태와 중국 정세에 관한 보고서의 요지임.
천안문 사태 개요
(현황)
- 1989.4.15. 호요방 당총서기 사망을 계기로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 발생
- 1989.5.20. 베이징 일원에 계엄령 선포
- 1989.6.4. 무력진압 과정에서 수천명의 사상자 발생
(발생원인)
-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및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적 진통
- 1978년 등소평체제 등장 이후의 개혁･개방정책의 부작용과 사회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천안문 사태 이후의 중국 정세
(국내정세)
- 중앙당 13기 4중전회(1989.6월)에서 조자양 총서기 등 급진개혁파 실각 및 강택민 당총서기 등장
- 5중전회(1989.11월)에서 등소평이 당군사위 주석직을 사임하고 후임으로 강택민 당총서기 임명
- 천안문 사태로 인한 수출격감에 따른 무역적자 증대, 서방의 제재조치에 따른 외자조달 곤란등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음.
- 5중전회에서 경제체제 정리정돈을 위해 6개항의 안정화 목표 설정
(대외관계)
- 서방국가의 대중국 비난 및 외교적･경제적 조치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긴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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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51

중국 사태 관련 각국 반응. 전2권 (V.1 5월-6.1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99 / 24 / 1-154

1989년 중국 사태에 관한 5~6월 중 각국의 반응임.
1. 일본의 반응
●

우노 수상(6.5.), 관방장관(6.5.) 및 외무성 대변인(6.4.)
- 유혈사태 발생에 우려 표명
-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

●

무라다 외무차관(6.7.)
- 중국대사를 초치하여 ‘진정으로 유감이며, 인도적 견지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하고, 중국

1442

정부의 자제 촉구
●

기타
- 6.5. 일본･중국 투자촉진기구 설립 총회 연기
- 6.6.부터 임시항공편으로 자국민 소개

2. 미국의 반응
●

부시 대통령이 6.5. 대중국 조치 발표
- 정부차원 및 상업차원의 군사물자 판매 중지, 고위급 군사교류 중지, 미국 내 중국학생들에
대한 미국 체류 허용 확대, 적십자사를 통한 희생자 구호물자 지원

●

국무부 대변인이 6.5. 대중국 조치의 내용 발표
- 대중국 군사물자 판매중지:4개 사업 동결, 진행 중인 상담 전면 중단
- 고위급 군사교류 중지:중국 국방부장 방미 초청 철회, 중국 해군사령관 방미 계획 취소
- 그러나, 군사분야 이외의 정부간 대화는 계속할 것이며 필요하다고 언급

3. EC(구주공동체)의 반응
●

EC는 6.6. 아래 요지의 성명 발표
-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 강력규탄
- 중국의 국제적지위 손상 우려 표명
-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

EC의 주요 제재조치
- EC: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접촉 중지
- 네덜란드: 경제관계 동결, 무역협정 정지
- 프랑스: 정부 차원의 모든 공식접촉 동결, 진출 기업 철수
- 영국: 무기수출 중단, 홍콩인 입국제한 완화

4. 아시아국가의 반응
●

호주 수상
- 강경진압을 비난하고 1989.10월로 예정된 자신의 방중을 취소

●

태국 수상

●

싱가포르 수상

- 유혈 사태는 유감이나 중국내부의 문제
- 비무장시민에 대한 폭력 사용은 극히 부적절하다고 언급
1443

89-1352

중국 사태 관련 각국 반응. 전2권 (V.2 6.11.-7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99 / 25 / 1-149

1989년 중국 사태에 관한 6~7월 중 각국의 반응임.
1. 중국 당국이 천안문광장의 무력진압 이후 시위자 처형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이에 대한 비난 성명 및 제재 조치를 발표함.
●

중국 당국의 조치 및 입장
- 전국적으로 시위가담자 대규모 검거 및 처형 단행(6.23. 현재 33명 처형)
- 중국 정부는 내정불간섭 원칙을 강조하고 반정부 세력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 거듭 확인(6.22.

1444

외교부 대변인은 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강력반대 입장표명)
●

미국의 반응
- 6.20. 정부 고위인사간 접촉금지, 국제금융기관의 신규 차관 심사 연기 요청 등 제2차
제재조치 발표(상무장관 방중 취소)
- 6.22. 베이커 국무장관은 시위가담자 처형에 대해 유감 표명
- 국무부 실무자는 국내여론 악화시 추가 제재 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반응
- 대사관 규모 축소, 정부간 인사교류 중지 등 조치

●

일본의 반응
- 6.22. 우노 수상은 유감을 표명하고 제재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
- 일본･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서구국가와의 일치된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

2. EC(구주공동체) 12개국 정상들은 6.26.~27.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중국 사태에
관한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한 바, 동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평화적 시위자에 대한 무력진압 행동과 처형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국 당국에 인권을 존중할
것과 중국 민중의 자유와 민주에 대한 소망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함.

●

아래와 같은 대중국 정치･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 적절한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인권문제 제기
- 대중국 군사협력 중단 및 무기수출 금지
- 양자간 각료급･고위급 접촉 중단
- 대중국 신규 프로젝트 연기
- 대중국 신규 신용보증 신청 검토 연기 등

89-1353

중국 사태 보고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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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1989.5~6월 작성한 중국 정세에 관한 보고서 내용임.
1. 호유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사망(4.15.)을 계기로 촉발된 중국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와 관련
아래 내용이 수록됨.
●

학생시위 원인 분석 및 전망

●

베이징 일원에 대한 계엄령 발표(5.20.)

●

계엄군의 시위 무력진압 단행(6.4.)

●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영향 가능성

●

권력층과 군부 내에서의 강온파간 대립양상 및 권력투쟁 전개 전망

●

정치적 해결 노력

- 대규모 유혈 사태 발생

2. 등소평이 6.9. 계엄군 지도부를 방문하여 계엄군의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중국 사태는 수습단계로 접어듬.
3. 미국 부시 대통령은 중국 계엄군의 시위 무력진압에 항의하여 6.5. 중국에 대한 제재를 발표
하였으며,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이 반체제 학자부부의 피신을 받아들여 보호함으로써 미･중국
간에 갈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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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54

중국･베트남 분쟁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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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89년 중 중국･베트남 분쟁과 관련된 내용임.
1. 중국･베트남 간 국경 무력충돌사건
사건경위 및 전황
- 1979.2월 베트남에 의한 크메르루즈 축출 시 발생한 중국･베트남 간 대규모 무력충돌 이후
매년 건기인 4~5월 양국 국경지역에서 무력충돌 지속
- 크메르루즈에 대한 베트남의 건기공세가 시작됨에 따라 중국은 크메르루즈를 지원하기 위해
1989.4.6. 베트남 국경지역을 공격 개시
- 베트남은 중국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베트남의 무력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대응
이라고 주장
● 외무부 전망
- 금번 무력충돌 사태는 1979년 충돌 시와 비교, 소규모이며 중국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도 크메르루즈에 대해 필요 시 무력사용을 통한 지원태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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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의 중국과의 관계개선 동향
1984.4월 Co Thach 베트남 외상은 중국과의 관계정상화회담을 개최할 용의를 표명하고,
1985.8월에도 이를 재차 제의
● 1985.11월 베트남 측은 양국간 무역재개 의사를 표명
- 중국은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15~17만 명)이 철수해야 정상화회담에 응하겠다고 주장
● 1986.3월 베트남 외무성은 중국과의 국경지역 분쟁해결 및 국교정상화를 위한 평화협상 개최를
재차 촉구
- 10월 Tian Jiyun 중국 부수상은 베트남이 캄보디아 주둔군 철수에 동의하지 않는 회담은
개최될 수 없다고 언급
● 1989.1월 베트남은 캄보디아 사태에 관한 정치적 해결방안이 합의된다면 9월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을 전면 철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중국도 긍정적으로 평가
● 1989.1월 Ding Nho Liem 베트남 외무차관이 중국을 방문, 중국 측과 캄보디아 사태 관련
비공식회담 개최
- 동 방문은 캄보디아 사태 해결전망 및 지난 10년간 긴장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간의 관계개선에
밝은 전망
●

89-1355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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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89년 중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후사코 체코 대통령은 1981.9월 리비아를 방문, 가다피 지도자와 양국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협정에 서명함.
2. 후사코 대통령은 1982.11월 오스트리아를 방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
●

양국 대통령은 국제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데탕트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다짐
구주지역 중거리 유도탄 문제에 대한 미국･소련간의 협상 및 전략핵무기 축소의 중요성 강조

3. 스트로갈 체코 수상은 1984.2월 인도와 미얀마(구 버마)를 방문,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인도 수상과의 공동성명
- 양국간 5개년 무역협력협정의 만료에 따라 신5개년 협정을 체결하는데 합의
- 핵무기 경쟁을 즉각 중지하고 군축을 위한 제반 수단을 강구 할 것을 촉구
● 미얀마 수상과의 공동성명
-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경협 프로젝트의 진전을 통한 양국관계 발전 추구
- 제국주의, 신제국주의, 패권주의에 반대.
●

4. 겐셔 서독 외상은 1984.12월 체코를 방문하여 후사코 대통령 및 츠노펙 외상과 회담함.
●

미국･소련 외상 간 제네바군축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양국관계개선에 노력할 것을 다짐함.

5. 체코 대외무역상이 1985.7월 브라질을 방문,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기본협정에 서명함.
●

체코는 동구권국가 중 소련, 루마니아, 동독에 이어 4번째로 브라질과 동 협정을 체결

6. 오학겸 중국 외교부장은 1987.3월 츠노펙 체코 외상과 회담, 상하이와 브라티슬라바에 각각
총영사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함.
7. 야케스 체코 공산당 서기장은 1988.1월 소련을 방문, 고르바초프 당서기장 등 소련 고위인사들과
양국관계 및 주요 국제문제에 관해 협의함.
8. 야케스 당서기장은 1988.5월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갖고 국제안정의 포괄적인 제도
창설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9. 야케스 당서기장 및 다수의 보수강경파 정치국원들이 1989.11.24. 사임하고, 우르바네크
정치국원이 후임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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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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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이집트의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정세
●

이집트 정부는 4월 경찰과 과격회교도들 간의 충돌과 관련 과격회교도 1천여 명을 체포함.

2. 대외관계
●

1448

중동평화문제 해결노력
- 무바라크 대통령은 1989.2월 히로히토 천황 장례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여 부시 미국 대통령
및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등과 중동평화문제를 협의하였으며, 4월 워싱턴 방문 및 9월 프랑스
및 워싱턴 방문을 통하여 중동평화문제 등을 협의함.
- 요르단 국왕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이스라엘 평화안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협의함.

●

아랍연맹에의 복귀
- 1979년 아랍연맹에서 축출된 이집트는 복귀를 위한 회원국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6월에
아랍연맹 복귀가 결정됨.
- 이집트는 차기 아랍연맹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단교하였던 레바논, 시리아 등과도 국교를
정상화함.

●

이스라엘과의 영토분쟁 해결
-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Taba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1988년 국제중재위 판정 이행교섭이
타결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동 지역을 3월에 이집트에 반환함.

●

리비아와의 화해
- 1977년 이래 단교상태인 리비아와의 관계개선 노력 결과 5월 양국 국경을 재개한데 이어서
양국간 민항기 운항도 재개함.
- 10월에는 이집트 국경도시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나 관계정상화에는 못 미치는
사무소 개설에 합의함.
- 12월에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리비아를 방문함.

●

아프리카국가들과의 관계강화
- 무바라크 대통령은 아프리카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하여 7월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참석차 에티오피아를 방문함.

89-1357

엘살바도르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100 / 9 / 1-136

1989년 중 엘살바도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제4차 중미5개국 정상회의(1989.8.5.~7., Tera)
●

회의 결과
- 온두라스 영토상의 니카라과 반군의 무장해제 및 귀환합의
- 반군 귀환에 관련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양국간의 이견조정
- 엘살바도르 내의 무장집단인 FMLN(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의 무장해제지원 합의
1449

2. 대통령 선거
●

3.19. 실시된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제1야당인 극우성향의 ARENA(국민공화연맹)이 60석 중 35석을 차지
- Alfredo Cristiani 후보가 기독민주당 후보인 Duarte 대통령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

3. 신정부 출범
●

Cristiani 대통령의 취임식이 6.1. 거행됨.
- 신내각이 국가재건과 평화정책 등을 주요정책으로 추진

4. 엘살바도르 평화회담
●

1989.9.13. 개최된 정부와 FMLN 간 협상에서 FMLN 측이 3단계 평화안을 제시함.

●

1989.10.16.~17.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가톨릭교회의 중재에 합의하였으나
적대행위 개념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함.

5. 정세악화 및 계엄령선포
●

수도권 일부지역에서의 정부군과 게릴라 간의 공방전 지속으로 정부는 11.12. 비상계엄령을
선포함.

89-1358

EC(구주공동체) 통합 동향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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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EC(구주공동체) 통합추진 동향임.
1. EC(구주공동체) 통합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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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6월 Hanover 정상회의에서 유럽경제통화동맹 결성을 위한 작업단 구성합의

●

1989.4월 동 작업단의 연구보고서(Delor's Report) 완성

●

1989.5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

●

1989.6월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논의

●

1989.9월 재무장관 비공식 회의에서 유럽경제통화동맹 추진방안 협의

2. 유럽경제통화동맹 검토보고서
●

보고서 발간
- 1989.4.12. Delor's Report 발간

●

보고서 요지(3단계로 나누어 추진)
- 1단계: 경제통화동맹 추진을 위한 장애요소 제거
- 2단계: 새로운 조약의 발효로 경제통화동맹의 기본조직 가동
- 3단계: 개별국의 통화는 유럽 단일통화체제로 대체되며 경제통화정책의 수립, 집행이 단일화
되는 단계

3. 유럽경제통화동맹 협의
●

재무장관 비공식 회의
- 1989.9.8.∼10. 프랑스 Antibes에서 개최된 EC회원국 재무장관 비공식 회의에서 경제통화동맹
추진방안 협의

●

협의 결과
- 마드리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1990.7월부터 제1단계 실시를 위한 2개 방안 원칙 합의
- 제2~3단계 관해서는 회원국 간의 입장차이 노정

89-1359

프랑스 정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100 / 11 / 1-218

1988∼89년 중 프랑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가 1988.5.21.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
●

주요 후보는 미테랑 현 대통령(사회당), 쉬락 현 총리, 바르 전 수상(이상 우파 연합), 르펜(극우) 등임.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상위 2인의 2차 결선투표로 결정

●

1차 투표(1988.4.24.) 결과 미테랑과 쉬락이 결선 투표에 진출함.

●

2차 결선투표 결과, 미테랑이 재선됨.

- 미테랑 34.04%, 쉬락 19.88%, 바르 16.56%, 르펜 14.44% 획득
- 미테랑 53.98%, 쉬락 46.01%

2. 미테랑 대통령은 1988.5.1. 사회당 출신의 로까르(전 농업장관)를 총리에 임명함.
3. 미테랑 대통령이 사회당 내각을 구성하고 하원을 해산함에 따라 1988.6월 하원 선거가 실시됨.
●

선거 결과 사회당이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여 연정이 불가피하게 됨.
- 1차 투표(6.5.) 및 2차 투표(6.12.) 실시
- 사회당 276석, 우파연합 271석, 공산당 27석 등(총 57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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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60

가봉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100 / 12 / 1-90

1989년 중 가봉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봉고 가봉 대통령은 1989.8.29. 개각을 단행하여, 46명의 각료를 42명으로 축소함.
●

현 수상을 포함한 31명 유임

●

7명은 직제개편으로 수평이동

●

신임 외무장관에 대통령 개인대표였던 Ali Bongo 임명
- 동 대통령의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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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외무장관 명의의 축전을 신임 외무장관에 발송

2. 가봉 공보장관은 1989.10.4. 관계당국이 쿠데타 음모를 적발하고 가담자(민간인 1명, 군인3명)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함.
●

봉고 대통령을 암살하고 주요 요인을 체포하여 체제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

3. 봉고 대통령은 1989.11.24. 쿠데타 음모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함.
●

육군사령부 참모장과 민간인 1인이 추진했으며, 동인들의 부족과는 무관

●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서 처리

89-1361

동독 정세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동구2과/정보1과

MF번호

2019-100 / 13 / 1-63

1989년 중 동독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9.10.16. 동독 라이프지히시에서 1953년 이래 최대 규모의 데모가 발생하여, 언론자유 및
자유여행 등을 요구함.
●

15개 동독 공산당 지구당 중 13개 지구당이 에리히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의 퇴진을 요구

2. 1989.10.18 호네커 서기장이 사임하고 안보담당 정치국원인 에곤 크렌츠가 후임에 선출됨.
●

호네커 퇴진은 동독인의 집단 탈출, 개혁요구 시위 격화, 소련의 개혁수용 압력 등이 원인

●

크렌츠도 강경파로서 동독의 전면적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3. 동독은 1989.11.9.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자국 국경의 전면 개방을 선언함.
●

해외여행자유화 법률제정

●

정치개혁(자유선거제도) 단행 약속

4. 크렌츠 서기장은 1989.12.3. 긴급 소집된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사임함.
●

국가평의회 의장(국가원수)직도 사임

5. 비공산계인 만프레드 게를라흐 동독 자민당 당수가 1989.12.6.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대행함.
6. 동독 공산당은 1989.12.8.~9. 특별전당대회를 소집하여 당 구조 및 당 지도부를 개편함.
●

정치국 및 중앙위 폐지

●

당서기직을 폐지하고, 당의장직을 신설하여 그레고르 기지를 당의장에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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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62

가나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100 / 14 / 1-133

1989년 중 가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Babangida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1989.1.10.~12. 가나를 방문함.
2. 롤링스 가나 국가원수는 8일간의 우간다와 탄자니아 방문을 마치고 1.31. 귀국함.
3. 이집트 외무차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나를 방문하고 1989.5.15. 무바락 이집트 대통령의
1454

친서를 롤링스 국가원수에게 전달함.
4. 니제르 대통령이 1989.6.14.~15. 가나를 방문함.
5. Chalker 영국 외무차관이 1989.6.29.~30. 가나를 방문함.
6. Nkrumah 가나 초대 대통령 탄생 80주년 기념행사가 1989.9월 개최됨.
●

사진전, 국제심포지엄, 기념연회 등의 행사가 개최됨.

7. 가나 국방부는 1989.10.6. 쿠데타 혐의로 군장교 3명을 포함한 5명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함.
8. 가나 외무부는 가나와 싱가포르가 1989.10.11.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89-1363

과테말라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100 / 15 / 1-69

1989년 중 과테말라 정세 동향임.
1. 국내정세
●

Cabrera 외무장관이 2월 사임하였으며 3월에는 과테말라 근교에 위치한 형무소에서 죄수들이
대거탈출을 시도하여 유혈 사태가 발생함.

●

Cerezo 대통령의 시책에 불만을 품은 일부현역과 퇴역 공군장교들이 5월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진압됨.

●

11월 총선을 앞두고 납치, 살인 등 테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도 침체를 보임에 따라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이 고조됨.
– 10.23. 주과테말라 대사관저 앞 도로에서 무장괴한의 총격 사태 발생

2. 대외관계
●

Cerezo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베네수엘라를 방문함.

●

중미지역 대통령 후보자 회의가 4월 과테말라에서 세미나형식으로 개최되어 선언문을 채택함.
- 중미지역 평화, 민주주의, 개발 등을 주제로 개최

●

동 대통령은 8월 멕시코를 방문하여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협력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협정 및 각서에 서명함.

●

대만(구 중화민국) 정부는 동 대통령이 이등휘 대만 총통의 초청으로 8월 대만을 방문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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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64

헝가리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00 / 16 / 1-84

1989년 중 헝가리 정세 동향임.
1. 1988.5월 집권한 사회주의노동당 내에서 개혁 범위와 속도를 둘러싸고 급진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됨.
●

여당은 6월 들어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타 사회단체 등 3자간
정치협상에서 합의를 이룬 후에 제출하기로 함.

●

1456

여당은 8월에 당 강령 개정안을 공개하였는바, 다당제 추구, 혼합시장경제와 복지국가지향 등
경제개혁정책이 포함됨.

2. 1988.6월부터 시작된 정치협상에서 사회주의노동당과 9개 재야정치단체연합 및 기타 사회단체
조직대표들은 9월 들어 대통령제 도입을 포함하는 헌법개정, 헌법재판소설치, 정당법,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문서에 서명하고 연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로 함.
●

10월 속개되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며 동 개정안 통과 후 선거일자를 결정함.

3. 사회주의노동당은 1988.10월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명을 헝가리사회당으로 개명하고 서구식
사회주의민주정당(좌파성격)으로 출범함.
●

의장 등 지도부를 선출함으로써 공산주의 통치를 사실상 종식함.

89-1365

아이티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100 / 18 / 1-79

1989년 중 아이티 정세 동향임.
1. 아브릴 아이티 대통령은 1989.3.13, 쿠데타로 정지되었던 1987년 헌법 규정 중 임시군사정부의
존립에 반하는 36개 조항(수상제도, 의회제도 등을 규정)을 제외한 여타 조항들을 부활시킴.
2. 일부 군 장교들이 1989.4.2. 대통령궁을 포위하는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3. 아이티 정부는 1989.5.12. 외무장관을 교체함.
●

외무성 총국장을 외무장관으로 승진 발령함.

4. 아이티의 주요 노조연합이 일부 야당 정치인들과 합세하여 1989.5.16. 휘발유 값 인상조치에
대한 반발하는 총파업을 시도함.
5. 아이티는 1989.11.15. 파나마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함.
●

주아이티 파나마대사가 대통령 암살 기도로 구속된 노조간부 3명을 위문 방문함으로써 촉발됨.

●

아이티는 내정간섭을 이유로 주아이티 파나마대사 등 대사관 직원 전원을 추방함.

6. 아이티의 노조 및 재야 정치단체들이 1989.11.22. 총파업을 단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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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66

아이슬란드 정세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9-100 / 19 / 1-131

1985~89년 중 아이슬란드의 정세 동향 보고임.
1. 1987.4.25. 실시된 아이슬란드 총선 결과, 현재 연정을 구성중인 독립당과 진보당이 각각 17석과
13석을 확보하여 총의석 63석의 과반에 미달하게 됨.
2. Palsson 독립당 당수를 수상으로 하는 아이슬란드 연립정부가 1987.7.8. 출범함.
●

동 연정은 독립･진보･사민당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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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8.6.25. 실시된 제12대 아이슬란드 대통령 선거에서 Vigdis Finnbogadottir 현 대통령이 4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3선)됨.
4. 아이슬란드 정부의 경제개혁안에 대한 연정 구성 정당 간 이견으로 1988.9.17. 내각이 총사퇴하고,
9.28. Hermannsson 진보당 당수를 수상으로 하는 연립정부(진보, 사민, 국민연합 연정)가 출범함.

89-1367

인도 정세. 전3권 (V.1 1-5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101 / 1 / 1-217

1989.1~5월 중 인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인도 정부는 2.28. 의회에 89/90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바, 동 예산안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

빈곤퇴치와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농촌지역개발 및 고용증대에 많은 예산을 배정함.

●

인도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국방예산까지 감소시켰으며,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치품에 대한 과세를 늘림.

2. 인도 정부는 3.23. 인도･네팔 간 무역 및 통과협정 종료를 선언하고 양국 국경상 교역통로를
차단하는 등 네팔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함.
●

금번 사태는 최근 네팔의 친중국 접근태도와 탈 인도 독자노선추구에 대해 인도가 불만의 표시로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네팔을 계속 인도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조치로 분석되고 있음.

3. 인도 여당인 국민의회당은 5.15.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함.
●

간디 수상은 대중 집회 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안의 목표가 일반대중으로의 권력이양을 통해
불필요한 권력 중개인과 기득권 계층을 제거하고 일반대중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태도를 비난함.

4. 인도 국방부는 5.22. AGNI 중거리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함.
●

인도 언론은 4월 주미국 인도대사가 미 국무부 정무차관에게 AGNI 실험과 관련한 미 의회의
대인도 기술이전 및 통상제재 움직임에 대해 아래 인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보도함.
- 이미 10개 국가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만을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
- 인도는 핵문제와 관련하여 비군사적 목적 사용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미사일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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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68

인도 정세. 전3권 (V.2 6-10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101 / 2 / 1-215

1989.6~10월 중 인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라지브 간디 수상은 인도 수상으로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1989.7.16.~17.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함.
2. 라지브 간디 수상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8.30. 인도 야당 지배 6개주에서 발생함.
●

동 시위가 주요 야당의 공동투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간 분열상을 노정해 온 야권이 단합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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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시위가 시기적으로 연말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간디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관측됨.

3. 인도 수상과 네팔 국왕은 1989.9월 베오그라드 비동맹 정상회의 계기에 2차례(1989.9.4. 및 9.7.)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동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인도･네팔
간 관계의 교착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인도 측으로서는 1989년 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진지한 대네팔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

4. 인도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지방자치제도개선 헌법개정안이 10.13. 상원에서 부결됨.

89-1369

인도 정세. 전3권 (V.3 11-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101 / 3 / 1-195

1989.11~12월 중 인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9.11.22.~26. 실시된 인도 총선에서 라지브 간디 수상이 이끄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회당이
총선 전 의석수(401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석(194석)을 획득함.
●

국민의회당은 총선 결과 제1당(총 525석중 194석)임에도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구성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함.

●

제1야당이었던 국민연합(5개 야당연합, Janta Dal)은 142석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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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총선에서 제2위를 차지한 국민연합의 총재인 만모한 싱이 12.2. 수상으로 취임함.
●

국민연합은 어느 단일정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연립정부가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제3당인
인민당, 공산당계 정당 등의 외곽지원을 받아 소수 단독정부로 출범함.

3. 인도 정국에 관한 외무부의 전망은 아래와 같음.
●

인도 인민당과 공산당계열은 국민의회당의 재집권 반대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이념대립 및
종파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조건없이 국민연합(Janata Dal) 정부수립을 지원하였으나, 향후 동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 문제가 정국안정의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라지브 간디 수상이 이끄는 국민의회당은 이와 같은 신정부의 내재적 불안요인을 적극 이용,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집권을 시도할 것임.

89-1370

인도네시아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01 / 4 / 1-151

1989년 중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천황 장례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도쿄에서 2.23. 인도네시아･중국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양국은 유엔대표부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필요시 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임.

2.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1989.3.1.~4. 호주를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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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외무장관은 양국관계의 새로운 골격이 될 공동성명을 발표함.

●

Alatas 장관은 호주 총독, 수상, 국방장관, 기초공업･에너지장관 등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증진
문제를 협의함

3. Alatas 장관은 1989.5.28.~30. 소련을 방문함.
●

수하르토 대통령의 소련 방문 일정, 양국 합작사업 및 대응무역협력 가능성 등을 협의함.

4. 수하르토 대통령은 1989.6.7.~11. 미국을 공식 방문함.
●

동 대통령은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유엔인구상을 수상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

●

동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시 인도네시아의 대미국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캄보디아 문제 해결과정을 설명함.

5. 수하르토 대통령은 1989.9.10.~12. 소련을 공식 방문함.
●

양국 정상회담 토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소련은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을 높이 평가
- 동 대통령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의 계속 추진을 희망
- 양측은 대화와 협력을 증대하기로 합의

●

동 방문기간 중 아래 문서가 서명됨.
- 양국간 우호 및 협력관계의 기초에 관한 성명서
- 양국간 경제 및 무역협력에 관한 특별의정서

89-1371

이란･이라크 평화 협상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101 / 5 / 1-229

1. 외무부는 1988.8.9. 유엔사무총장의 이란･이라크전쟁 휴전 발표(1988.8.8.)에 즈음하여 아래
요지의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함.
●

한국 정부는 이란･이라크전쟁 휴전 발표를 환영하며, 이에 기초하여 동 지역내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평화와 안정이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함.

2. 이란･이라크 간 휴전이 1988.8.20. 13:00(한국시간)을 기해 정식 발효한바, 관련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

이란･이라크 양국 공히 유엔의 휴전발표에 호응
- 라프산자니 이란 국회의장은 전군에 군사활동 중지명령(8.9.)
-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대이란 공습 중지명령(8.10.)

●

유엔 휴전감시단 설치 및 현지배치 완료
- 유엔안보리는 유엔 이란･이라크 군사감시단 설치를 만장일치로 의결(8.9.)
- 24개국 350명 군사요원의 이란･이라크 국경선배치 완료(8.19.)

●

이란･이라크 양국은 상호 전쟁책임 비난 계속
- 이란 지도층은 유엔의 이라크 침략행위 비난 및 처벌이 항구적인 평화수립에 중요함을 반복 언급
- 이라크는 이란･이라크전 발발 원인이 이란의 군사적･정치적 도발이었음을 강조

3. 1988.8.25.부터 제네바에서 이란･이라크 간 직접 평화협상이 개최됨.
●

이란 언론은 유엔사무총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라크 평화협상의 전망이 어둡다고
1989.9월 보도함.

●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란 측의 종래 태도 불변으로 평화회담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12월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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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72

이란 정세. 전2권 (V.1 4-7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101 / 6 / 1-265

1989.4~7월 중 이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이란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옹이 장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6.3. 사망함.
●

이란은 호메이니 옹 서거 다음날 하메네이 대통령을 신임 종교지도자로 선출함.

2. 하메네이 종교지도자는 6.8. 아래 요지의 첫번째 국정연설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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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이니의 기본노선추구, 이슬람혁명 반대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유엔안보리 결의 제598호의
완전한 이행, 농산품 및 공산품 생산증대

3. 라프산자니 이란 국회의장 겸 군총사령관대행은 6.8.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서방과의 급속한 관계
개선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외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출마 의사를 밝힘.
4. 라프산자니 국회의장은 1989.6.20.~22. 소련을 방문함.
●

주요 일정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2차례 면담

●

주요 성과
- 공동성명 발표: 소련의 대이란 군비증강 지원 약속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2000년까지 유효) 체결: 철도건설 지원, 무역증진

5.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라프산자니 국회의장 초청으로 1989.7.13.~19. 이란을 방문함.
●

라프산자니 국회의장, 하메네이 종교지도자, 외무장관 등을 예방하고 북부카스피해지방을 시찰함.

6. 1989.7.28.실시된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라프산자니 후보(현 국회의장)가 4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됨.
●

라프산자니 대통령 당선자는 하메네이 종교지도자, 회교성직자 단체 및 군과 일반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어 호메이니 이후 명실상부한 이란의 최고지도자 지위를 구축함.

●

동 대통령 당선자는 노련한 정치가로서 국내정치 안정을 기하는 한편, 일부 강경파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점진적인 대서방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89-1373

이란 정세. 전2권 (V.2 8-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101 / 7 / 1-221

1989.8~12월 중 이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이란 외무부는 7.17. 아래 요지로 유엔안보리 결의 제598호 수락 1주년 계기 성명을 발표함.
●

이란･이라크 휴전성립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이라크의 유엔결의안 불이행으로 양국간 평화
달성을 위한 어느 것도 성취된 것이 없음.

2. 라프산자니 이란 대통령은 8.17.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식을 갖고 동일자로 정식 대통령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
●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분야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함.

3. 주이란대사관이 1989.10월 외무부에 보고한 주재국 정세보고의 개관은 아래와 같음.
●

이란은 라프산자니 정부 출범 이래 전후 복구사업과 관련한 기술과 자본의 도입 및 외교적
고립탈피를 위해 우방 및 인근 아랍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조심스럽게 추구함.

●

경제재건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동 대통령이 1989.10.8.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란 5개년 개발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동 계획 실현을 위해 대외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재건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라프산자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강경그룹의 저항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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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74

가스가 잇꼬(春日一幸) 일본 민사당 상임고문 사망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01 / 9 / 1-25

가스카 이코 일본 민사당 상임고문이 1989.5.2. 나고야 시립병원에서 별세함.
1. 가스카 이코 이력사항
●

1910년 아이치현 출생

●

학력: 통신 강습소 졸

●

주요 경력
- 1947년 아이치현 의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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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중의원 당선 (당선 14회)
- 1967년 민사당 서기장
- 1971년 민사당 위원장
- 1977년 민사당 상임고문
●

특기사항
- 1971년부터 6년간 민사당 위원장 재임
- 일･한 의원연맹 부회장으로 활약

2. 한국 측의 조의 표명
●
●

1989.5.3. 노태우 대통령 명의 조전과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 조화를 전달함.
박태준 한･일본 의원연맹 회장, 유학성 한･일본 협력위 상임고문, 김숙현 한･일본 친선협회
이사장이 장례식에 참석함.

89-1375

일본 사회당 의혹사건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01 / 10 / 1-64

1989년도 일본 파친코 업계의 정치헌금 의혹 폭로 보도와 관련한 일본 정세 동향임.
1. 최근 경위
●

1989.8월 일본의 시사주간지 주간문예춘추는 파친코 업계의 정치헌금을 폭로하면서, 사회당과
조총련 간의 유착 관계를 중점 보도

●

1989.10월 일부 언론에서 파친코 업계가 여･야당 국회의원 100명에게 1억5천만 엔의 정치
헌금을 제공하였다고 보도
- 하마다 자민당 의원이 동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회차원의 논쟁이 시작됨.
- 일부 언론에서는 재일거류민단 일부 지방조직의 일본 정계인사에 대한 정치헌금 사실을 보도함.

●

1989.10월 조총련은 국회에서의 동 문제 거론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 노사카 사회당 의원은 국회 질의 중 민단의 대자민당 정치헌금 문제를 집중 추궁함.
- 조총련 산하단체인 재일조선인상공연합회는 파친코 업계의 정치헌금 문제 거론이 기업활동에
대한 중상과 비방행위라는 비난성명을 발표함.

2. 파친코 의혹의 배경
●

일본의 파친코 업계는 연간 매상이 약 10조 엔 이상인 산업으로 연간 세액이 3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1988.5월 이래 일본 정부는 탈세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Pre-Paid Card제 도입을
추진
- 동 카드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회당을 견제하기 위해 조총련계 업계와 사회당과의 유착관계가
언론에 보도됨.

3.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의도
●

자민당은 국제적 테러사건에 깊이 관여해 온 조총련과 사회당 간의 유착관계를 추궁함으로써
사회당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사회당에 대한 압력을 가중
- 1989.10.31. 중의원 예산위에서 자민당은 조총련이 북한과 연계된 위험단체임을 부각시킨
후 북한 및 조총련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어온 사회당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사회당은 파친코 업계의 대자민당 정치헌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강조하며, 재일거류민단의
대자민당 헌금을 문제삼아 사회당과 조총련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비난 여론을 상쇄시키려고 노력
- 10.31. 중의원 예산위에서 사회당 의원은 자민당, 경찰, 파친코 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
Pre-Paid Card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함.

1467

89-1376

일본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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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일본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일본 자민당의 아베 간사장이 1989.1월 화폐개혁문제를 거론함.
●

아베 간사장은 현재 일본의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어 있어 화폐개혁을 위한 객관적 정세가 나쁘지
않다고 언급함.
- 엔화의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한 자리 숫자로 낮추어 주요 선진국과 환율수준을 동격화
함으로써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려는 의도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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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자민당 정치개혁추진본부는 1989.11.29. 아래 요지의 정치개혁 시행방안을 결정함.
●

중의원 정수는 현행 512명에서 471명으로 축소 조정

●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보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당법 제정 추진

●

다수결 원칙은 존중하되 1개 정당에 의한 법안의 단독가결 성립을 가급적 지양

●

정치자금 모금규제 강화, 정치인의 선거구민에 대한 축의금 전달 규제 강화 등

3. 일본 노조연합체인 전 일본 민간노동조합연합회는 1989.11.21. 사회당계 총평을 흡수 통합하여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를 결성함.
●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총연합회에 일본 노조가입 노동자의 67%가 가입되었다는 점에서 전후
최초로 사실상 노동계가 통일되었음을 의미함.

4. 가이후 일본 수상은 1989.12.28. KBS 특파원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한･일본 양국이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90년대의 과제라고 생각함.
-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함에 있어 과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으로서 이들 문제에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 갈 것임.
- 재일한국인 후손문제, 소위 3세 문제에 관하여는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이 되도록 적극 대응해
가고자 함.
- 일본은 재한 피폭자문제, 사할린 교포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지원을 시작하고 있으나, 금후에도
가능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임.

89-1377

일본 정치 정세. 전4권 (V.2 우노 내각 출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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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6월 우노 일본 총리내각 출범과 관련한 일본 정치정세임.
1. 우노 자민당 총재 선출
●

1989.6.2. 일본 자민당은 중･참의원 총회를 개최, 우노 외무대신을 후임 총재로 선출함.

2. 우노 내각 발족
●

1989.6.3. 우노 수상은 신내각을 발족함.

●

신내각의 성격은 아래와 같음.
- 다케시다파-아베파 연합에 의한 당･정운영의 주도권 유지
- 당･정의 핵심요직인 당 간사장, 관방장관을 다케시다, 아베파에 할애
- 각료직의 당내 파벌 간 안배로 거당체제 유지
- 리쿠르트 스캔들로 실추된 당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각료 20명중 13명을 신인으로 등용

3. 일본 국내언론 반응(언론 종합)
●

우노 정권은 나카소네의 아류정권이며, 다케시다의 대리정권으로서 단기, 약체정권임.

●

우노 내각은 정치적으로 당내 파벌간 역학관계에 의해 유지될 것이나, 기존의 다케시다-아베
중심체제에 의존함.

●

우노 내각의 출범은 정치위기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제2막의 시작임.

4. 우노 수상의 여성 스캔들
●

1989.6.8. 선데이 마이니치신문은 관련 여성이 게이샤로서 1985.11월부터 약 5개월간 우노
수상과 파트너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음을 보도함.

●

1989.6.13. 아사히신문은 이 문제를 사설에서 다룸.

●

1989.6.13. 참의원 예산위에서 사회당, 민사당, 공산당 의원이 동 문제를 거론함.
- 우노 수상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이러한 종류의 보도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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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78

일본 정치 정세. 전4권 (V.3 참의원 선거)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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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7.23. 일본 참의원 선거와 관련된 일본 정국 동향임.
1.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

주요 정당별 획득 의석수(계 126석)
- 자민당: 36석
- 사회당: 46석
- 공명당(10석), 민사당(3석), 공산당(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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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10석), 연합공천(16석)
●

주요 특징
-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사회당 후보자가 1위 당선
- 자민당은 그간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1인구에서 패배, 26석 중 3석 확보
- 여성후보자의 사상 최다 당선

●

평가
- 전후 30년간 지속되어온 자민당 주도하의 정국운영에 제동
- 사회당의 약진은 자민당 견제를 위해 거대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

2. 우노 일본 수상의 사임 표명
●

우노 수상은 1989.7.24. 긴급기자회견에서 금번 참의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임을
정식 표명함.
- 동 수상은 7.23. 저녁 사임을 결심했다면서 후임 총재가 선출될 때 퇴진할 것이라 밝힘.

89-1379

일본 정치 정세. 전4권 (V.4 가이후 내각 출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02 / 1 / 1-242

1989년 8월 일본 가이후 내각의 출범과 관련된 일본 정국 동향임.
1. 일본 자민당은 1989.8.8. 가이후 전 문부상을 신임 총재로 선출함.
●

자민당 총재 선거는 중･참 양원 의원 404명 전원과 지방대표 47명 등 총 451명의 무기명 투표로
실시됨.
- 가이후 전 문부상 279표, 하야시 전 후생상 120표, 이시하라 전 운수상 48표 획득
- 총재 선출과정에서 다케시다-아베-고모토파 간의 3파 연합이 당내 주도권 확보
- 총재 선출 절차상 복수후보에 의한 경선방식을 취함으로써 밀실정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무마

2. 일본 국회는 1989.8.9. 가이후 자민당 총재를 제76대 수상으로 선출함.
●

가이후 수상은 8.10. 신임각료와 함께 천황을 예방하고, 인증식 직후 신내각을 출범함.

●

신내각의 성격은 아래와 같음.
- 최소파벌 출신 수상으로서 당･정 운영의 주도권은 다케시다-아베 연합이 장악 예상
- 당3역(간사장, 총무회장, 정조회장)을 각각 다케시다, 아베, 나카소네파에 할애
- 각료직의 당내 각 파벌간 안배 유지
- 우노 내각 전원을 경질하고 신인 대거 기용

3. 가이후 수상은 1989.10.31. 자민당 대회에서 임기 2년의 총재로 재선됨.
●

재선 배경 및 금후 정국전망은 아래와 같음.
- 1989.8월 내각 발족 이래 가이후 내각 및 자민당에 대한 지지도 증가추세 지속
- 1989.10월 현재 내각 지지율 40% 상회(사회당의 상승 분위기는 약화)
- 1990.2월 실시가 유력시되는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의 과반수 유지가 가능할 경우, 가이후
수상은 보다 안정된 지도력 발휘 가능

●

1989.12월 자민당의 소비세 개선안 발표 이후, 가이후 내각의 상승추세의 지지율이 하강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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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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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자메이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외무부는 2월 자메이카 총선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

총선 결과(2.9.)
- 제1야당인 PNP(인민국가당)가 44석, 집권당인 JLP(자메이카 노동당) 16석을 누르고 압승
- M. Manley PNP 당수가 2월 당연 수상직에 수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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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전망
- 종전의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사회주의 정당 출현으로 인한 경제계의 불안불식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미국 등 서방국과의 관계강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소련과의 경제관계 발전 및 쿠바와의
외교관계 재개 등 사회주의국가와의 유대강화 추구
- CARICOM(카리브공동체) 등을 통한 역내 지역협력강화 추구

●

대한반도 관계
- PNP는 1972~80년 집권 시 주자메이카 북한공관 개설을 용인한 바 있으므로, 북한과의 관계는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
- 실질노선을 중시하는 신정부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국제적 인식제고로 대한국 우호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조치사항
- 대통령 명의의 신임 수상지명예정자에 대한 축전 발송

2. 외무부는 1989.2.13. 취임한 D. Coore 자메이카 외무장관 앞으로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전을 발송함.
3. 주자메이카대사는 1989년 자메이카 정세를 수시 보고함.
●

Manley 총리, 미국 및 캐나다 방문(1989.3.13.~20.)
- 양국간 유대관계 재확인
- 경제현안에 관해 협의

●

중남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회의 개최(1989.5.30.~6.1., 자메이카 킹스턴)
- 파나마 집권당 PRD를 반민주주의적 정당으로 간주,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축출하는
권고안 채택

●

Manley 총리, 프랑스･스페인･영국 순방(1989.6.11.~19.)
- 경제협력, 부채상환 일정조정 등 협의 예정

●

기타 Manley 총리 해외순방 일정
- 10월 영연방 정부수뇌회의(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문
- 11월 일본, 인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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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8월 중 레바논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레바논 사태
3.14. 베이루트에서 기독교민병대와 회교민병대 및 회교 측을 지원하는 시리아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는 등 내전이 재개
● 4.2. 국토의 약 1/3 지역에서 포격 교환
● 4.18. 포격전으로 주레바논 스페인대사 등 20여명 사망, 180여명 부상
● 6.5. 시리아군과 친시리아군의 기독교 관할 항구 포격
● 7.21. 베이루트 포격전 악화로 시민들의 대량 탈출 사태 발생
●

1474

2. 아랍권 반응
아랍연맹 특별외상회의가 1989.4.26.~27. 튀니지에서 개최되어 휴전 및 아랍연맹감시군단의
파견 등에 관한 성명 발표
● 임시 아랍정상회의가 1989.5.26. 카사블랑카에서 개최되어 레바논 사태 논의
● 아랍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알제리) 외상회의가 1989.6.7. 젯다에서 개최되어 레바논
사태 협의
● 1989.6.27. 알제리에서 개최된 아랍3개국 정상위원회가 성명서에서 3개국 외상회의를
평가하고, 레바논 내전 지속에 대해 유감 표명
● 모로코 라바트에서 1989.7.29.∼30. 개최된 3개국 외상회의가 3개국 임무수행의 실패를 발표
●

3. 유엔 토의
4.24. 속개된 안보리회의 결과 의장이 레바논 사태 관련 성명을 발표
7.31. 안보리는 레바논 주둔 평화유지군의 주둔기간 6개월 연장(1989.8.1.~90.1.30.)을 결의
● 8.15. 개최된 안보리 긴급회의가 레바논 휴전 촉구 성명발표
●
●

4. 서방권 반응
3.16.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레바논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국군 철수 등 레바논의
주권존중 노력을 강조
● 4월 프랑스 정부 및 의회는 시리아의 레바논 포격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
● 5.25. 구주의회는 레바논 사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안보리결의를 지지하고 당사자간의
폭력 중지를 촉구
● 8월 프랑스는 인도적 구호 목적의 함대를 파견
- 항모 FOCH호 등 8척이 레바논으로 항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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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9~10월 중 레바논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레바논 사태 및 휴전
●

아랍 3개국 외상회의가 1989.9.13.~14. 젯다에서 개최되어 레바논 사태를 협의함.

●

3개국 외상회의 후 아랍3개국 중재위원회는 9.16. 휴전, 안보위원회 구성 등 7개항의 레바논
평화계획을 발표함.

●

유엔 안보리가 9.20. 속개되어 레바논 사태 해결을 위한 3자위원회의 중재활동을 지지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함.

●

레바논 기독교계 Aoun 장군은 9.22. 아랍연맹 특사의 아랍평화계획 7개항을 수락함.

●

9.23.부터 레바논 내 휴전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3.11. 이후 폐쇄되었던 베이루트 공항이 9.24.
재개됨.
- 레바논 안보위원회가 구성됨.
- 1989.3월~9.23. 기간 중 929명이 사망하고 2,741명이 부상을 당함.

2. 레바논 의회 개최
●

개최 기간 및 장소
- 1989.9.30.~10.24. 사우디아라비아 Taif

●

회의 참석자
- 기독교계 의원 32명, 회교계 의원 30명 참석

●

주요 합의사항
- 현 의회 의석수 99석을 108석으로 증가, 기독교 및 회교도간 의석수 동수분배
- 권력안배의 현 상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수상 권한을 강화
- 정치개혁 및 단일정부수립 2년 후에 시리아군을 레바논 동부 베카계곡으로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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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1~12월 중 레바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레바논 비상의회 개최 및 대통령 선출
●

경위
- 정부 수반인 Aoun 장군은 1989.11.4. 헌법에 의거, 의회를 해산하고 1990.1월 총선을 요구
- 후세인 의회 의장 등은 의회를 소집하고 대통령 선출 의사를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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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의회 개최 및 의결 내용
- 11.5. 개최된 의회에서 Rene Mouawad 기독교 마론파 의원을 대통령으로 선출
- 후세인 의원을 의장으로 재선
- 아랍연맹이 제시한 레바논 평화안 인준

●

반응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대통령 선출을 환영하고 평화안에 대한 의회 인준에 찬성
- Aoun 장군은 의회 결정이 위헌이며 Mouawad 대통령을 시리아의 꼭두각시라고 비난

●

평가
- 평화안에 대한 아랍연맹 및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지 표명에 비추어 Mouawad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은 가능
- Aoun 장군의 반대로 내전종식의 완전합의 전망은 불투명

2. 대통령 피살
●

Mouawad 대통령은 11.22. 독립기념일 행사 후 서베이루트에서 차량 폭발로 피살됨.
- 기독교 지도자 Aoun 장군과 헤즈볼라 이란계 과격파들은 Mouawad 대통령 취임 및 아랍
평화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옴.

●

대통령 피살로 정세불안이 가중되고 아랍연맹의 레바논 평화안 실현이 어려울 전망임.

3. 신정부 구성
●

의회는 11.24. Elias Hrawi를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함.

●

11.25. Hrawi 대통령은 Al-Hoss 전 수상을 수상 겸 외무장관으로 하는 14인 거국내각을 구성함.

●

Aoun 장군의 신임 대통령 불인정 선언으로 쌍방간 타협없이는 대결이 지속될 것임.

4. 무력충돌 지속
●

Amal-Hizbollah 간 충돌이 계속됨.
- 12.7. 레바논 남부에서 충돌, 5명 사망, 15명 부상
- 12.7.~8. 서베이루트에서 충돌, 13명 사망, 25명 부상
- 12.21. 레바논 남부에서 긴장악화

●

아랍3개국 중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함.
- 아랍3개국 중재위원회 대표단은 1989.12.9.~13. 시리아, 이라크, 프랑스와의 회담에서 레바논
사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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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라이베리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9.5월 라이베리아의 내전 상황은 아래와 같음.
●

도우 라이베리아 대통령으로부터 축출된 테일러 전 조달청장이 해외망명 반군을 결성하여 국내에
잠입, 쿠데타를 기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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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은 4개월 만에 제2도시를 점령하여 도우 정권의 최대위기가 됨.
미국 등 서방국가는 도우 정권에 대해 방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리비아 등이 반군을 지원하고
있어 반군이 우세한 상황임.

2. 대만(구 중화민국) 외교부장은 1989.10.2. 라이베리아와의 외교관계 재개를 선언함.
●

1977년 단교 이후 12년 만에 재개함.

●

라이베리아 부통령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대만을 방문함.

89-1385

룩셈부르크 정세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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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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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89년 중 룩셈부르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4.6.16. 실시된 룩셈부르크 총선거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기독사회당(총64석 중 25석)과
사회당(21석)은 7.16. 연립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함.
●

양당 협상결과 기독사회당은 수상직과 장관직 5명, 정무차관직 1명을, 사회당은 부수상직 및
장관직 4명, 정무차관직 2명을 배분받음.

2. Jacques F. Poos 룩셈부르크 외상은 1984.10월 국회에서 신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해 아래
요지의 연설을 함.
●

자주독립, 주권에 입각하여 지속적이고 신의 있는 대외정책 추구

●

인권존중 및 보호정책에 중요성 부여

●

군사적 균형 및 무력불사용 원칙 견지

●

구주협력 및 안보회의 등에 적극 참여

3. Chain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은 1985.2.11. 룩셈부르크를 공식 방문하여 룩셈부르크 대통령,
수상, 외상 등과 면담함.
●

스페인의 EC(구주공동체) 가입에 따른 문제 및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철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4. 오학겸 중국 외상은 1986.5.26. 룩셈부르크를 방문하여 Poos 외상과 회담함.
5. 리즈코프 소련 수상은 1989.4.18.~19. 룩셈부르크를 공식 방문함.
●

룩셈부르크 독립 150주년 기념식 참석

●

상태 룩셈부르크 수상 등 정부지도자들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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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89년 중 리비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미국의 폭격과 리비아의 대서방권 태도
●

미국은 1986.4.5. 서베를린 디스코텍 폭발사건에 리비아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함.

●

미국이 4.15. 트리폴리 및 벵가지를 폭격한데 대해 카다피는 4.16. 성명을 발표, 종전의 노선을
되풀이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저자세를 지향함.

●

리비아로서는 서방권으로부터 고립되면서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에 접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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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비아와 차드 간 분쟁
●

리비아가 1986년 말부터 본격화된 차드와의 전쟁에서 대패하여 카다피 정권이 위기에 직면함.

●

리비아는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의장의 중재 하에 1987.9.11. 차드와의 휴전에 동의함.

●

카다피는 OAU 창설 25주년을 맞아 차드와의 화해용의를 표명함.

●

1989.7월 카다피와 하브레 차드 대통령이 OAU 중재 하에 회담을 개최함.

3. 미국의 리비아전투기 격추와 리비아 대응
●

1989.1.4. 미국함대가 지중해 해상에서 리비아전투기 2대를 격추한데 대해 리비아는 대미국
비난 및 항의와 함께 타국들의 대미국 비난을 유도함.
- 1.6. 개최된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에 대해 항의 및 비난
- 1.7. 파리에서 개최된 화학무기감축회의에서 소련 외무장관의 대미 비난 유도

4. 리비아 대외정책 및 조직 개편
●

1989.3.2.~10. 개최된 제15차 GPC(리비아총인민회의) 회의에서 대외정책을 천명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함.
- 대외정책: 대미국 강경투쟁 지원, 아랍국가의 통합추진, 차드와의 관계개선 등
- 조직개편: 석유부, 법무부, 농업부 신설 등

5. 리비아혁명 20주년 기념행사
●

1989.9.1. 혁명 20주년 기념행사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
- 주요 행사: 민속공연(8.30.), 공식만찬(8.31.), 기념식, 공군에어쇼, 열병식(9.1.)
- 참석자: 19개국 및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국가원수), 7개국(부통령 및 수상), 31개국
(부수상 및 각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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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89년 중 주모로코대사관이 보고한 주재국 정세 동향임.
1. Pereira 카보베르데 대통령은 1987.2.9.~12. 모로코를 공식 방문함.
●

양국은 2개의 경제･기술･문화협정을 체결하고 수산업, 농업분야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함.

2. Sfar 튀니지 수상은 1987.4.7.~8. 모로코를 방문하여 서부사하라 문제 및 마그레브 정세에 관해 협의함.
3. Paul Biya 카메룬 대통령은 1987.4.14.~17. 모로코를 방문, 서부사하라 문제, 차드 사태 등
아프리카지역의 당면문제 및 양국간 실질관계 증진방안을 협의함.
4.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1987.4.22. 모로코를 방문, 핫산 모로코 국왕과 사하라 문제 및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동 국왕과 함께 AIT 댐 준공식에 참석함.
5. 핫산 모로코 국왕과 Bendjedid 알제리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1987.5.4. 양국의 국경지역에서
개최됨.
6. 모로코와 알제리는 1987.5.25. 각자 수용중인 포로(알제리군 102명, 모로코군 150명)를 양국의
국경선 상에서 상호교환함.
7. 핫산 국왕은 1988.6.7. 아랍정상회의 참석차 알제리를 방문함.
●

금번 아랍정상회의의 가장 큰 진전은 모로코･알제리 간 화해라고 국제 언론은 평가함.

8. 알제리 외상은 1988.8월 모로코를 방문, 서부사하라 분쟁 해결방안에 관하여 협의함.
9. 모로코는 1989.1.9. 시리아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하기로 함.
●

시리아는 핫산 국왕이 1986.7월 이스라엘 수상과 회담한데 대한 불만으로 모로코와 단교한 바 있음.

10. 대처 영국 수상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의 일환으로 1989.3.27. 모로코를 방문함.
●

대처 수상은 중동평화문제와 관련, 이스라엘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간 직접협상과
팔레스타인대표가 참가하는 중동평화회담 개최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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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핫산 국왕은 모로코 국왕 최초로 1989.9.25.~27. 스페인을 공식 방문함.
●

동 방문은 13세기 동안 지속된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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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주모리타니아대사관의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1. E. Derwinski 미국 국무차관이 1988.3.12.~13. 모리타니아를 방문함.
●

방문 기간 중 모리타니아 국가원수, 외상, 참모총장, 해군사령관 등을 면담함.
- 동 차관은 국가원수와 면담 시, 모리타니아의 민주화 노력을 평가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연안경비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금년 중 특별 추가원조 제공을 약속함.

2. 루마니아 대통령 내외가 1988.3.13. 모리타니아에 도착함.
●

1976년 방문 후 금번에 재방문한 목적은 루마니아의 대모리타니아 수산업 진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됨.

3. 잠비아 대통령이 1988.4.15. 모리타니아를 방문하여 타야 국가원수와 회담함.
●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의장인 잠비아 대통령은 서부사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로코, 알제리, 모리타니아를 방문함.
- 서부사하라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차원에서 유엔사무총장이 동행 방문함.

4. 타야 국가원수는 1988.6.2.~4. 튀니지를 방문함.
●

1988.7월 모리타니아･튀니지 합동위를 개최하여 양국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

이스라엘 점령지 팔레스타인 주민의 민족자결권 회복과 독립자유국가 건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나미비아 독립투쟁 및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 투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양국 국민의 자유왕래 및 상품유통의 원활을 위해 공통신분증을 제작하기로 함.

5. 롤링스 가나 대통령이 1988.8.8.~10. 모리타니아를 방문함.
●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가원수는 선진공업국이 아프리카를 산업쓰레기 등 유독물질의 폐기장화
하는 것을 규탄함.

●

가나는 모리타니아 수역에서의 입어권을 획득함.

6. 모리타니아 면단위 지방의회 선거가 1989.1.13. 실시됨.
●

1986.12월 도청소재지 지방의회 선거, 1988.1월 군청소재지 지방의회 선거에 이어서 실시됨.
- 현 군사정권이 민주화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지방자치를 약속대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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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나이지리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바방기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1989.5.3. 아래 내용의 신헌법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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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가능

●

상원의원은 21개주에서 각 3명, 신수도 아부자에서 1명 등 총 64명

●

각부 장관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2.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1989.5.1. 학생소요 사태가 발생하여 10명이 사망, 50명이 부상하고,
차량 63대가 소실됨.
3.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장은 1989.10.10. 현 군사정부의 민정이양 정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고 발표함.
●

지방자치구 선거는 1990년 초로 연기

●

주정부 및 주의회 선거는 1990년 중 실시

4. 나이지리아 내각수반은 1989.12.29. 개각을 단행함.
●

재무경제계발부장관 등 5부 장관 신규임명

●

외무장관 등 8부 장관은 전임

●

외무장관에는 전 석유자원부장관을 임명

89-1390

노르웨이 정세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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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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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주노르웨이대사관이 보고한 주재국 정세 동향임.
1. T. Stoltenberg 노르웨이 외상은 천연가스 판매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89.1월 스웨덴을 방문함.
2. 신임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은 1989.2.13.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순방의 일환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함.
●

베이커 장관은 수상, 외상, 국방상과 회담을 갖고 동서관계, NATO 문제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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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르웨이 외무성은 1989.2.21. 주이란 노르웨이대사의 소환결정을 발표함.
●

Satanic Verses의 저자 라쉬디에 대한 이란 호메니 옹의 사형명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소환함.

4. 노르웨이 국왕은 1989.3월 중수수출을 금지하는 신규정에 서명함.
●

노르웨이 중수가 이스라엘 핵무기개발과 인도 핵무기개발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옴.

5. 1989.9.11. 실시된 노르웨이 총선 결과, 소수 단독 집권당인 노동당과 제1야당인 보수당이 크게
부진하고, 우익계 진보당과 사회주의 좌익당의 의석이 크게 신장함.
●

선거후 노동당 브룬트란트 수상은 사임의사가 없음을 표명함.

●

비사회주의 계열 3당은 1989.10.2. Jan P. Syse 보수당 당수를 수상으로 한 신정부를 구성
하기로 합의함.

●

Syse 보수당 당수를 수상으로 한 신정부는 1989.10.16. 국왕에게 내각 명단을 제출하고 정식
출범함.
- 외무부는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을 신임 수상과 외상에게 각각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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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89년 중 주뉴질랜드대사관이 보고한 주재국 정세 동향임.
1. 뉴질랜드 정부는 1987.2월 국방정책 검토보고서(국방백서)를 국회에 제출함.
프랑스의 남태평양 내 핵실험 및 뉴칼레도니아 식민정책과 소련의 동 지역 내 영향력 확대로
지역 불안정요인이 대두됨.
● 1,500명의 신속대응전력 개발, 유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 ANZUS(태평양안전보장조약) 탈퇴로 핵우산보호로부터 벗어나 독자적 자주국방체제를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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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m Beazley 뉴질랜드 국방장관과 Frank O’Flynn 호주 국방장관은 1987.3월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양국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태평양지역 내 소련 활동에 대한 면밀한 주시
필요성을 지적함.
3. 뉴질랜드 의회는 1987.6월 핵적재 함선 및 군용기의 입항, 착륙을 불허하는 내용의 반핵법안을 가결함.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상기 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4. 1987.8.15. 총선에 승리하여 제2기 집권에 들어간 Lange 수상 정부는 8.19. 신내각을 구성함.
●

Marshal 신임 외무장관의 좌경 성향에 따라 뉴질랜드 외교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예측됨.

5. 이붕 중국 수상이 1988.11.20.~24.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함.
●

동 수상은 Lange 뉴질랜드 수상과 양국 교역확대,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 등에 대해 논의하고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함.

6. Palmer 뉴질랜드 부수상은 1988.11.11.~18. 소련을 방문, 소련과의 어업협력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함.
●

동 방문은 1959년 Nash 수상의 소련 방문 이후 30년만의 고위인사 소련 방문임.

7. Lange 뉴질랜드 수상은 1989.4.21.~29. 미국 및 캐나다를 방문함.
●

동 수상은 4.25. 예일대학 강연에서 ANZUS 동맹에서의 주재국의 역할이 사문화되었다고 선언하고
ANZUS 이사회에서 정식 탈퇴할 가능성을 언급함.

8. Lange 수상이 1989.8.7. 사임을 발표한데 이어 노동당 의원총회에서 Palmer 부수상을 신임
수상으로 선출함.
●

동 수상의 사임은 노동당 내부의 불신임 동향에 기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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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파키스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파키스탄 정부는 1989.3.23. 내각을 아래와 같이 확대 개편함.
●

연방장관 6명과 국무상 17명(총 23명의 장관)이 새로이 임명되어 사상 최대규모의 내각이
구성됨.
- 연방장관 24명, 국무상 19명 등 총 43명의 내각
- Khan 외무장관은 유임

●

4명의 여성장관이 임명됨
- 수상의 모친인 PPP 의장 부토 여사가 내각 선임장관으로 임명됨.

2. 파키스탄 대통령은 1989.4월 신드주 신임 지사로 인권변호사인 Edrahim을 임명함.
●

부토 수상의 신정부가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신드주 지사를 교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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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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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필리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9.9.28.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사망함.
●

3월 이멜다 여사가 아키노 대통령에게 크리스챤 정신에 따라 마르코스를 귀국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필리핀 정부는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5월 마르코스가 혼수상태에 빠지자 다시 귀국을 요청하였으나, 아키노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로
불허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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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1988.7.8.~14. 구주지역을 순방함.
●

독일, 프랑스로부터 구체적인 차관 제공을 확보함.

●

선진 7개국 정상으로부터 외채경감 인준을 획득함.

3. 필리핀 외무장관이 1989.7.16.~20. 소련을 방문함.
4. 필리핀에서 1989.12.1. 쿠데타가 발생하여, 12.7. 최종 진압됨.
●

일부 군 세력에 의해 발발하였으나, 미군의 개입으로 정부군에게 유리하게 진행됨.

●

발생 원인은 아키노 대통령의 민주화 개혁과 경제회복조치 미흡, 군부 내 반정부세력 존재 등인
것으로 보임.
- 아키노 정부의 취약성 및 대미의존도 노정으로 향후 강력한 지도력 발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89-1394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선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중근동과/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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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선언에 관한 내용임.
1.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선언
●

PNC(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는 1988.11.15. 독립을 선언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제242호 및
제338호 수락과 테러포기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

●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독립국가 승인: 아랍, 회교권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비동맹권 다수 및 소련, 중국 등 공산권국가
- 독립국가 반대: 이스라엘, 미국
- 독립국가 승인유보: EC(구주공동체), 캐나다, 일본 및 호주 등 서방선진국, 아세안국가 중
필리핀 및 태국, 중남미지역국가(니카라과 및 쿠바는 승인)

2. PNC 선언에 대한 외무부 논평
●

정부는 PNC 선언이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환영함.

●

정부는 PNC 선언이 유엔안보리 결의 제242호 및 제338호를 수락한 것에 주목하고 동 결의에
따른 당사자 간의 교섭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수립될 것을 희망함.

3. 제5차 팔레스타인 FATH(실지회복) 총회 개최
●

제5차 팔레스타인 FATH 총회가 1989.8.4.∼11. 튀니지에서 개최됨.
- 세계 각 지역대표 1,213명이 참석

●

동 총회의 주요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 아라파트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재선출
- 팔레스타인독립보장 하에 이스라엘 공식인정
- 알지에 CNP 선언 재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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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정세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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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페루대사관의 1985~89년 중 주재국의 정세 동향 보고임.
1. 페루 정세
●

정치정세
- 페루 선거(1985.4.4.)에서 APRA당이 승리
- 창당 후 60년만에 집권한 APRA당은 1985.7.28. 신정부를 수립한 후, 정치개편, 자립경제
정책, 사회개혁 등 민주혁신정책을 과감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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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정책
- 제국주의 및 패권주의 배격, 민족주의 노선 지향
- 비동맹 노선 강화 및 아랍, 아프리카, 아시아국가와의 관계증진 도모

●

북한과의 관계
- 북한은 1985.7.28. 경축사절단을 파견, 수교교섭을 하였으나 성과없이 귀국

●

중남미 정치에 미칠 영향
- 인근 칠레의 극우 군사정권에 대한 압력, 경제 민족주의 강화에 따른 IMF(국제통화기금)와의
충돌, 친니카라과 외교 노선을 통한 반(反)외세론, 비동맹외교 강화로 인한 친북한 정책 추구 등

2. 페루 내각 총사퇴
●

L. Cox 수상 겸 관방장관은 1988.5.11. 심각한 테러문제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내각의 일괄사표 제출
- 동 내각은 1987.7월 출범 이래 은행 국유화조치 등 계속된 경제실책으로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이름.

●

신내각이 1988.5.13. 출범
- 수상 겸 관방장관에 Del Campo 상원의원, 외상에 L. Posada 전 법무장관 등 임명

●

외무부는 5.16. 신임 수상 및 외상 앞으로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 발송

3. 페루 지방선거 결과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
- 게릴라들의 선거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실시된 것은 페루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테러 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승리로 평가
- 선거 결과에서 우익이 크게 우세하여, 우익의 압승으로 평가

89-1396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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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하우 영국 외무장관 사우디 방문(1989.1.3.~4.)
●

Saud 외상과의 회담 시 양국간 경제협력과 지역 및 국제정세 토의

2. Fahd 사우디 국왕의 이라크 및 이집트 방문(1989.3.25.~30.)
●

주요 방문목적
- 이란･이라크전 종결과 최근 ACC(아랍협력평의회) 및 AMU(아랍마그레브연합) 등 새로운
지역협력체 구성에 따른 주요국 간 협력강화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문제 및 아랍･이스라엘 분쟁해결을 위한 아랍권 내 결속 강화

3. 중국 통상대표부 설치
●

1988.11월 양국간 양해각서로 상호 설치하기로 합의
- 동 대표부는 영사관에 준하는 업무도 수행 예정
- 영사관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 향유 및 비자발급 업무도 담당

●

1989.6월 중국 통상대표부를 리야드에 개소

4. 사우디･공산권 관계개선 전망(1989.4.15. 주사우디대사 보고)
●

소련과의 관개개선
- 현재로서는 소련 내 무슬림 문제 및 사우디의 친서방 온건 외교노선에 비추어 가까운 시일내
관계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Fahd 국왕의 결심 여하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음.

●

중국과의 관계개선
- 양국의 무기수입 및 교역관계, 통상대표부설치 동향 등을 고려 시 소련보다 더 빠를 가능성 있음.

●

동구권과의 관계개선
- 여타 동구권과는 가까운 시일 내 관계개선 가능성이 희박함.

5. 사우디･이집트 공동위 개최(1989.9.9. 주사우디대사 보고)
●

양국간 관세면제, 통과무역, 투자보호 등 4개 협정 서명
- 양국간 경제, 무역 및 투자협력 강화방안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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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97

싱가포르 정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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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싱가포르의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8년도
●

국내정세
- 싱가포르 정부는 1987.5~6월 공산주의 활동 혐의로 20여명을 체포하였다가 석방하였는바,
이들 중 8명을 1988.4월에 재검거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야당탄압이라는 비판을 야기함.
- 9.3.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이 81석 중 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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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 수상은 9.10. 당내 요청에 따라 자신은 2년만 유임할 뜻임을 밝힘.
●

대외관계
- 싱가포르 정부가 5.7. 주싱가포르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을 국내정치 관여 이유로 추방한데
대하여 미국 정부는 5.11. 워싱턴 주재 싱가포르대사관의 1등서기관을 맞추방함.
- 싱가포르와 미국 간의 설전이 이어지다 리콴유 수상이 6월 국회연설에서 국제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갈등문제는 수그러짐.
- 동 수상은 9월 중국과 홍콩을 방문하여 중국 지도자들과 국제문제들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
하였으며 10월에는 대양주국가들을 순방함.

2. 1989년도
●

국내정세
- 1월 싱가포르 국회는 국가이념의 정립을 주요안건으로 채택하였으며,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를
강화하는 헌법 및 국가보안법 관련조항을 개정함.
- 리한우 수상은 10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1990년 말 고척동 부수상에게 수상직을 이양할
것임을 언급함.

●

대외관계
- 5개국 방위약정 당사국(영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간의 군사훈련(해공군 훈련)이
4월 실시됨.
- 고척동 부수상이 4월 대만(구 중화민국)을 방문하였으며, 다케시다 일본 수상이 5월 싱가포르를
방문함.

89-1398

시에라리온 정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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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주시에라리온대사의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1. 시에라리온 중장기 정세
●

정치정세
- 17년간 장기 집권하던 Stevens 대통령에 이어 1985.11월 Momoh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나,
전직 대통령 인사들의 유임으로 새로운 변화는 별무
- 1987.3월 Minah 제1부통령이 연루된 쿠데타 음모사건이 발생, 정치적 불안정 초래

●

경제정세
- 물가폭등, 생필품 품귀 등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 최악의 상태에 직면
- 1987.11월 시에라리온 정부가 경제비상조치를 선포
- 중장기 개발계획도 정부의 추진력 결여, 고급인력 부족, 일반국민들의 기강해이로 실패

●

외교
- 비동맹, 비폭력, 중립이 외교정책의 기조
- 라이베리아, 기니 등 인접국과 선린우호정책을 유지하면서 Mano River Union을 통해
경제협력 추진
- 유엔 및 전문기구, 비동맹, OAU(아프리카단결기구) 등에 가입
- 경제적으로는 최빈국 대우이나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 역할

●

대 한반도 정책
-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한 실리추구라는 기본입장 하에서도 한국의 남북대화를 통한 통일정책,
특히 7･7 대통령 특별선언 적극 지지 전망

2. 대통령 국정연설
●

Momoh 대통령은 1989.6.2. 정부 현안문제와 차기 회계연도 주요시책에 관해 연설
- 1987.11월 이후 실시해 온 경제비상조치령 해제
- 국내경제 자율화정책 발표
- 극심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국민들의 희생적 협조요청
- 정부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및 비능률 척결의지 표명

3. 쿠데타 기도사건 최종재판
●

1987.3월 발생한 쿠데타 기도사건 최종재판에서 Minah 제1부통령 등 11명에게 사형확정
- Momoh 대통령의 사면 등 감형조치는 의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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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타밀족 인종분규 문제 및 국내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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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스리랑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스리랑카 총선 실시
●

2.15.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통일국민당이 총 225석 중 125석 확보하여 승리
- 주요 정당별 당선자수: 통일국민당(125석), 자유당(67석), 무슬림연합 등(33석)

2.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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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한 프레마다사 대통령은 3.3. 전면 개각을 단행
- 개각에서 자예와르데네 전 대통령계의 인물을 축출하고 자신의 직계인물을 기용, 강력한 정치
기반을 구축

3. IPKF(인도평화유지군) 철수
●

6.1. 프레마다사 대통령은 1987.8월 이래 동북부지역 LTTE(타밀게릴라단체)의 무장해제를 위해
주둔중인 IPKF의 완전철군을 요청한데 대해, 인도 측이 지역정세 불안정을 이유로 철군요청을
거부,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

●

7.28. 양국 정부는 IPKF의 일부 철수합의 및 향후 철군 일정협의를 위한 양국대표단 회의 인도
개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

위제라트네 외무장관 등 스리랑카대표단 5명은 1989.7.29.∼31. 인도를 방문하여 외교적 위기 수습

●

인도와 스리랑카는 9.18. IPKF의 1989년 내 완전철수에 합의

●

인도는 10.20. IPKF 일부인 2,000명을 철수

4. 스리랑카 정세 악화
●

6.14. 반정부 좌익무장테러단체 JVP(인민해방전선)가 선동한 버스, 철도파업과 대정부 및
민간테러로 경제가 마비되고 사회불안 가중

●

스리랑카 정부는 6.29.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반정부 활동원의 현장사살 등 강경책을 실시하고,
노조와의 임금협상 타결 등을 통한 사회안정에 주력

●

12.13. 전후로 JVP의 테러와 정부군의 소탕작전으로 56명이 사망

5. 스리랑카 타밀 인종분규 해결 협상
●

프레마다사 대통령은 4월부터 LTTE와 JVP에 협상을 제안
- 5월 LTTE와의 1차 협상을 끝내고 6.14.부터 2차 협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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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세네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Arafat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세네갈 방문(1989.2.14.~16.)
●

방문기간 중 A. Diouf 세네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팔레스타인국대사관 개설식에 참석
- 동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점령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의 봉기(Intifada)는 점령지구
해방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국 창설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2. 세네갈 사회당 특별전당대회 개최(1989.3.4.~5.)
●

1988.2월 총선 시 표면화된 대사회당 비판에 대처하기 위해 당을 혁신,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자는 목적으로 개최
- 당 기구 및 지구당을 개편하고 전당대회 개최(1990.1/4분기 개최)를 결정

3. Diouf 대통령 해외순방
●

유럽･아프리카 4개국 순방
- 오스트리아(1989.3.8.~10.), 네덜란드(1989.3.11.), 알제리(1989.3.11.), 리비아
(1989.3.12.~14.)

●

카보베르데 방문(89.9.19.)

●

모로코 방문(89.10월)

- 양국관계 강화방안 및 지역정세 논의
- 아프리카 사회민주주의 총회 참석
- 세네갈･모리타니아 분쟁 해결방안 협의

4. 외국과의 각종협력 동향
●

프랑스의 군장비 기증식(3.14.)

●

일본･세네갈 재정협력협정(3.14.)

- 40밀리포 및 구급차 기증
- 농업 및 공업발전 목적 2천만 달러 무상원조
●

스위스･세네갈 재정협력협정(3.17.)
- 약 150만 달러 상당의 농촌지도자 양성학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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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네갈･감비아 연방각료회의 공동성명 발표(4.13.)
●

연방공무원 지위, 연방공동시장 규정, 경제 및 화폐통합, 자유무역지대 창설안 등 구체적 내용을 결정
- 연방국회, 치안위원회 개최 준비 등도 포함

6. 쿠데타 미수사건 발표(4.24.)
●

Da Souza 장군 등 고급장교들이 1988.2월 이후 쿠데타를 모의, 4.25. 거사하기로 결정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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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스페인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EC(구주공동체) 의회선거 및 총선
●

1989.6.16. EC 의회선거에서 집권당인 사회당은 39.56%를 득표

●

집권당은 1990.6월로 예정된 총선을 6~7개월 당겨 1989년 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 국민당 등 야당 중에 집권당에 비견할 세력이 없는 실정으로 곤잘레스 수상의 인기도가 높아
다가올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할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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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현황
●

EC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 페세타화의 강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반면, 내수 진작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무역역조현상은 심화
- 1988년 경상수지는 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3. 대외관계
●

1988.12.1. 미국과의 방위협력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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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9.6.30. 수단에서 El Bachir 기갑부대사령관이 주도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

쿠데타군은 혁명위원회 설치, 국가비상사태 선포, 수도 하르툼에 통금실시, 헌법중단 및 국가최고
회의･정부･국회해산 등의 조치를 취함.

●

동 쿠데타는 수단남부 반란군과의 내전상태 종결방안 및 경제난국 타개방안에 대한 정부와 군부
간의 이견 등에 따른 정치적 혼란상황에서 발생함.
- 군부의 정치･경제개혁 및 국방비 증액요구에 대한 El-Mahdi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중견장교들의 불만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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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9.7.3. 현재 쿠데타군이 취한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음.
●

혁명위원회 설치
- 동 혁명위원회는 15명의 장교(장성급 7명, 영관급 8명)로 구성

●

쿠데타 지도자 El Bachir의 수상직 수행

●

남부 반군과의 평화협상 용의표명

- 국방장관, 군총사령관직 겸임
- El Bachir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란종식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

정부승인 요청
- 주수단 미국대사에게 미국의 쿠데타 정부 승인요청
- Atif Sidg 이집트 수상은 쿠데타 정부에 대한 공식 승인발표

●

혁명위원회의 외교단에 대한 설명회 개최
- 모든 우방국과의 협력관계 지속, 유엔헌장 준수, 아랍연맹･OAU(아프리카단결기구)와의 특별
협력관계 강화, 동서관계에서 중도입장 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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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수리남의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정세
●

1987.11월 총선 결과 Shankar 대통령의 민간 정부가 들어섰으나 반군의 저항과 군부의
정치참여 요구로 정세불안이 지속됨.
- 정부의 반군 사면 약속에도 불구하고 반군은 발전소 등 주요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

●

4대 노조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여 5월 파업을 단행함.

●

정부대표와 반군은 6월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평화협상을 개최하고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합의한데 이어 7월에는 추가협상을 통하여 평화협정에 서명함.

●

8월에는 항공기, 선박 납치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북서부지역 아마존밀림지역 거주 무장인디언
들의 테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무장인디언과의 협상을 시도함.

●

10월에는 새로운 무장단체가 보크사이트 가공공장을 공격, 파괴하였으며, 반군 간의 충돌도
발생함.

2. 대외관계
●

Sarney 브라질 대통령이 3월 수리남을 방문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함.

●

Per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0월 수리남을 방문하여 지역관심사, 양국간 기술협력 강화방안
등을 협의함.

●

Shankar 수리남 대통령은 3월 가이아나를 방문하여 양국 관심사에 대하여 협의함.

●

동 대통령은 8월 브라질을 공식 방문하고 수리남 발전소사업 등 개발협력 문제를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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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태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시티 태국 외무장관 베트남 방문(1989.1.9.~12.)
●

주요 일정
- Do Muoi 베트남 수상 예방, 양국 외무장관회담 개최

●

주요 토의사항
- 양자관계 개선방안: 태국의 대베트남 상품 수출 및 합작투자 여건 타진, 차티차이 태국 수상의
1989년 중 베트남 방문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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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문제: 외국군대 완전 철수를 통한 해결 합의,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 관련 베트남의
제네바 국제회의 참가의사 확인 등

2. 훈센 캄보디아 수상 태국 방문(1989.1.25.~27.)
●

주요 일정

●

주요 토의사항
-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 및 민주연정 3파에 대한 외국원조 중단에 관한 원칙적 합의

- 수상 회담, 태국 경제계 인사와의 협의

- 9월 이내 베트남군의 철수 등 입장에 관해 훈센의 재확인
- 캄보디아 4개정파 간의 이견조정 회담 주최를 태국에 요청
- 통상확대, 합작투자, 관광 등 협의

3. 차티차이 수상의 중국 방문(1989.3.14.~17.)
●

방문 결과
- 등소평, 이붕, 조자양 등 중국 고위인사 면담, 캄보디아 문제 등 논의
- 태국 측은 중국에 태국과 인도차이나 3국의 메콩강 공동개발 참여를 제의

4. 차티차이 수상의 외국 방문(1989.3~11월)
●

3.28.~4.1. 인도 방문, 캄보디아 문제, 통상경제증대 등 협의

●

8.4. 말레이시아 방문, 양국 수상회담에서 경제관계강화 및 지역정세 등 협의

●

8.29.~9.3. 호주 방문, 통상경제협력, 원조 및 투자진출 등 협의

●

9.27.~29. 노르웨이 방문, 캄보디아 문제, 경제협력 등 협의

●

10.1.~4. 프랑스 방문

●

11.14.~22. 미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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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주우간다대사관의 주재국 주요 정세 동향 보고임.
1. 우간다 전 대통령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잠입기도
●

Idi Amin 전 우간다 대통령이 1.3. 사우디 젯다를 출발, 라고스를 경유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잠입을 기도했으나, 콩고민주공화국 당국이 적발 체포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 관계를 고려, 동인을 빠른 시일내 사우디로
추방 조치할 예정
- 동인의 콩고민주공화국 잠입이유는 우간다 동북부지역의 반정부 게릴라지원을 위해 우간다로의
잠입이 용이한 콩고민주공화국에 일단 잠입을 기도한 것으로 관측

2. 국가저항위원회 조직확대
●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은 NRC(국가저항위원회) 조직을 3월 말까지 확대할 방침
- 동 위원수는 현재 9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

●

NRC는 현 NRM 정부수립 후 잠정적 성격을 띤 최고정책 의결기관으로서 1990.1월 민정이양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공약되어 있으나, 앞으로도 현 과도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1990.1월 당초 공약대로 민정이양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

3. Museveni 우간다 대통령 해외방문
●

미국 방문(1989.1.31.~2.3.)
- 부시 대통령과 면담, 우간다 경제복구를 위한 미국 측 협력을 요청

●

중국 방문(1989.3.21.~26.)
- 등소평 등 중국 지도자와 회담, 친선유대 강화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우간다･케냐와의 관계를 언급, 만약 케냐군이 우간다를 침범하는 경우
이를 격퇴, 섬멸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

4. 개각단행
●

Museveni 대통령은 4.10. NRM 정부수립 후 가장 대폭적인 개각단행
- 현직 각료 중 NRC 선거에서 낙선한 각료를 경질하고 새로이 22명의 각료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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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간 관계정상화
●

Museveni 대통령은 1989.9.7. 콩고민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여 Mobutu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과 양국관계 정상화에 합의

6. NRM 정부 정권연장
●

NRC는 10.10. 시급한 경제재건사업 등을 이유로 현 NRM 정부 집권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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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Museveni 대통령은 1986.1.26. 집권 시 4년후(1990.1.25.)에 정권을 민간정부에 이양
하겠다고 약속

89-1406

소련 대외관계. 전2권 (V.1 유럽)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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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소련의 대외관계에 관한 내용임.
1.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Haughey 아일랜드 수상은 1989.4.2. 아일랜드 샤논공항에서
정상회담을 가짐.
●

소련 측은 아일랜드의 1990년 상반기 EC(구주공동체) 의장직 수행에 기대표명

●

양측은 양국간 통상증진, 문화교류, 각료방문 등에 관해 협의

2.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9.4.5.~7. 영국을 방문함.
●

주요일정
- 정상회담, 투자증진 및 사증발급 촉진에 관한 협정서명, 노동당 당수 접견, 런던 길드홀 연설
- 영국 여왕 주최 오찬 및 대처 영국 수상 주최 만찬

●

정상회담 결과
- 4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회담시간의 60%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협의하는 데 할애
- 대처 수상은 페로스트로이카 정책을 평화적 혁명이라고 표현하면서 동 정책의 성공을 기원
- 단거리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반대하는 소련에 대하여 동 수상은 나토가 랜스 단거리미사일의
대체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천명

3.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은 1989.6.12.~15. 독일을 방문함.
●

양국 정상회담에서 독일･소련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독일･소련 경제협력･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11개 협정을 체결함.

4.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은 1989.7.4.~6. 프랑스를 국빈 방문함.
●

2차에 걸친 정상회담과 양국간 대표회담을 통하여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관해 협의하고,
군축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양국 정상은 레바논 사태와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21개 분야에 걸친 상호협력협정에 서명함.

5.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은 1989.10.25.~27. 핀란드를 방문함.
●

소련은 핀란드의 중립을 공식 인정하고 핀란드의 EC 가입 가능성을 인정함.

●

양측은 5개년간의 무역협정에 서명함.

●

소련은 발트해에서의 핵잠수함 폐기를 약속하고 북구 비핵지대안을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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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대외관계. 전2권 (V.2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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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소련의 대외관계에 관한 내용임.
1.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1988.12월 일본, 필리핀, 북한을 방문함.
●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및 유엔총회 연설의 주요내용과 배경을 설명하고 각
방문국과 소련 간의 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함.

2.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중동 5개국(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순방의
1504

일환으로 1989.2.20. 이집트를 방문한 바, 동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이집트 대통령, 외무장관 등과 회담
- 중동평화 추진 및 양국관계 문제 협의

●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회담(2.21.)
- 동 기간 중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카이로를 방문
- 소련대사관에서 소련･이스라엘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중동평화 및 양국간 국교재개 문제 등에
관해 의견 교환

3.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9.4.3.~5. 쿠바를 공식 방문함.
●

4차례의 정상회담 개최, 양국간 우호협력협정 체결, 의회연설 등의 일정을 가짐.

●

동 방문은 소련의 개혁정책에 대한 쿠바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공산주의국가 간의
결속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4. 외무부가 1989.5월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파악한 소련･이스라엘 간 영사관계 개설의 과정은
아래와 같음.
●

경과
- 1967년 중동전쟁 시 단교하고 그 이후 각각 이익대표국을 지정(이스라엘은 소련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 소련은 이스라엘 주재 핀란드대사관)
- 1986.8월 헬싱키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접촉 시작

●

타결 결과
- 소련과 이스라엘의 영사대표단이 상호방문(1987.7월 소련 영사팀 8명이 이스라엘 방문,
1988.7월 이스라엘 영사팀 5명이 소련 방문)
- 동 대표단의 체류기간 계속 연장으로 사실상 상호 Limited Official Representation 유지

5.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89.9.11.~12.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함.
●

양국 정상은 ‘양국간 우호 및 협력관계의 기초에 관한 성명서’와 ‘경제･무역협력에 관한 특별
의정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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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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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소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
●

소련이 3.1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당사국이 됨.
- 3.21. 현재 동 협약가입국은 총 124개국

2. 인민대표회의 대의원선거 실시(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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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차 공산당 전 연방회의 결과(1988.6월)에 따라 소련 최초의 복수후보제를 도입한 선거에서
지역 및 민족대표 각 750명을 선출함.
- 선거 결과 공산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20%가 낙선, 급진개혁파 다수가 당선

3. 소련 공산당중앙위 임시총회 개최(4.25.)
●

공산당 중앙위 정･후보위원 및 감사위원 110명이 사퇴하고, 후보위원 중 24명이 정위원으로 승진함.

4. 제2차 소련 인민대표회의 개최(6월)
●

소련의 실질입법기관인 최고회의(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양원제)를 구성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최고회의 의장에 선출함.
- 공산당의 권한 및 기능을 축소하고 고르바초프의 권력기반을 강화

5. 소련 정세 평가(9월, 외무부)
●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추진되어 온 소련의 개혁정책은 민주화와 경제효율화, 사회적
개방을 지향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함.
- 그러나 그 정도가 일반 국민의 기대치에 미달하고, 다른 한편 민족 간, 계층 간 갈등 및 제반
사회적 문제를 노정

●

소련이 당면하는 제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혁정책 추진 이외의 대안이 없을 것으로 관측됨.
-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권력구조 및 인사개편을 통한 개혁 장애요인 제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

89-1409

San Francisco 지진 발생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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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0.18.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함.
1. 지진 규모 및 피해
●

리히터 규모 6.9, 진원지는 샌프란시스코 남쪽 120㎞ 지점

●

272명 사망, 1400여명 부상, 10억 달러 이상 재산 피해

2. 한국 정부의 조치
●

위로전문 발송
- 정부 명의의 미국 정부 앞 위로전문(10.19.)
- 서울시장 명의의 샌프란시스코 시장 앞 위로전문(10.19.)

●

재해구호금 전달
- 서울시 재해구호금 1만 달러 전달(10.24.)
- 정부구호금 2만5천 달러 전달(10.25)

●

조사단 파견
-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가 조사단 파견(12.10.~15.)
- 조사단은 현장답사. 샌프란시스코 시청･ 경찰국･ 소방국 방문, 연방지진연구소 방문 등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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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ht, Jim 미국 하원의장 의원 윤리규정 위반(비리혐의)
문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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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9.4월 J. Wright 미국 하원의장의 의원 윤리규정 위반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경위
- 1988.5월 Gingrich 의원, Wright 하원의장에 대한 조사요구
- 1989.4.12.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Wright 의장의 윤리규정 위반결정(69개 위반사항 열거)

●

주요 위반내용
- 텍사스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선물수수(1979년부터 총 14만5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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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저서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대량 구입하도록 종용(5만5천 달러
부당수입)
●

전망
- 동 의장의 반론제기 및 증언청취가 예상되나, 동 의장의 무죄판결 가능성은 희박

●

평가
- 근래 미국 정가에 금전 및 여성 등 윤리문제의 엄격성 고조
- 앞으로 미국 정치인들이 국내외 로비스트 접촉에 극히 신중한 처신을 하는 등 흠 잡힐 가능성이
있는 활동 억제 전망
- 부시 대통령도 이미 강조한 공직자 윤리준수 입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2. 외무부 미주국은 1989.6.1. Wright 하원의장의 사임에 관해 장관에게 보고함.
●

동 의장은 5.31. 하원 본회의 연설을 통해 의원직 사임을 발표
- 자신은 결백하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의회와 민주당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임
- 증오와 대립으로 얼룩진 의회의 분위기가 자신의 의장직 사임을 계기로 일신되기를 희망

●

반응
- 부시 대통령은 동 의장에 대한 동정을 표명
-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동 의장의 사임결단을 찬양

●

전망
- 하원의장으로는 Foley 현 원내총무의 당선이 확실시
- 미국 정치권 내에서 윤리문제 등을 위요한 논란 계속 예상

●

평가
- 금번 동 의장의 사임은 미국 의회 200년 역사상 최초의 하원의장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점을 남김
- 공화당 측은 동 의장의 사임을 유도함으로써 일단 정치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89-1411

미국 국내 정세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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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미국 국내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연방정부 FY90 예산
레이건 행정부는 1.9. 연방정부 FY90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예산 규모: 총세입(10,593억 달러), 총세출(11,518억 달러), 적자액(925억 달러)
● 동 예산안의 특징
- 레이건 행정부 정책기조 유지: 연방정부 역할축소, 국방예산 증액요청, 사회사업 현수준 유지,
조세증수 반대
● 예산안 문제점: 경제전망에 대한 지나친 낙관, 잠재적 지출요인 무시
●

2. 부시 행정부 조각 완료
●
●

1.20. 취임 예정인 부시 대통령은 1.12. 신행정부 내각 구성을 완료
주요 각료: James Baker 국무장관, Nicholas Brady 재무장관, John Tower 국방장관

3. 예산교서 발표
부시 대통령은 2.9.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990년도 예산안 제출 관련, 연설 시행
● 연설 요지
- 외교정책: 서유럽 및 아태지역 우방국과의 협력관계 정립이 최우선 과제, 군축 등 분야에서의
소련과의 협력 용의
- 국방정책: 힘을 통한 평화유지정책의 지속, 미국의 방위공약 등의 전면 재검토 지시
- 국내문제: 예산적자의 축소 실현, 미래에 대한 투자 등 4대 국정목표 제시
●

4. 부시 대통령 연설
●

부시 대통령은 11.12. 캠프 데이비드에서 대외정책에 관해 아래 요지로 연설
- 민주주의 및 개혁의 국제적 확산지지
- 소련과의 신파트너쉽 모색
- 현 구주정세에 대한 신중한 평가

5. 부시 대통령의 연합통신 서면인터뷰
●

부시 대통령은 연합통신 특파원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 관련 입장을 표명
- 주한미군 철수문제: 주한미군 철수계획은 없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이 원하면 지속 주둔
- 한･미국 간 통상마찰: 미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요구

1509

89-1412

미국 의회 동향 일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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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미국 의회 동향임.
1.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은 1988.12.5. 각당 지도부(원내총무)를 구성함.
●

민주당: Thomas Foley 원내총무

●

공화당: Robert Michael 원내총무

2. 제101회기 의회(제1회기) 주요 안건은 아래와 같음.
1510

●

90년도 예산안

●

정부윤리법 개정, 선거활동자금 제한법 개정

●

대외군사전략의 재평가 및 해외주둔병력 재정

●

국방성 무기조달체제의 혁신

3. 미국 하원의 상임위원장들이 1989.1.23. 확정됨.
●

18명 연임

●

4명 신임

89-1413

미국 Bush 행정부 정권인수 동향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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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 동향임.
1. 정권인수팀 구성(1988.11.9.)
●

인수팀장에 Craig Fuller 비서실장을 임명

●

1989.1.20. 신행정부 공식출범 예정

2. 기타 정권인수 동향(1988.11월)
●

당선자 동정
- 외국 수반들과의 면담을 통한 대외정책 인수
- 서독, 영국 수상 등 면담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12월 면담 예정

●

신행정부 권력구조
- Baker 국무장관, Brady 재무장관, Sununu 백악관 비서실장 및 Darman 예산국장 등을
핵심 축으로 구성

1511

89-1414

미국 Bush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직 임명 동향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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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부시 미국 행정부의 내각 구성에 관한 내용임.
1.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988.11.9. 기자회견을 통해 James Baker 전 재무장관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2. 1989.1.20. 취임하는 부시 대통령 당선자는 1.12. 신행정부 내각(14명)의 구성을 완료함.
●

1512

주요 내각 명단
- James Baker 국무장관(전 재무장관)
- Nicholas Brady 재무장관(유임)
- John Tower 국방장관(전 상원군사위원장) 등

●

기타 각료급 인사, 백악관 참모
- John Sonunu 비서실장(전 뉴햄프셔 주지사)
- Brent Scowcroft(포드 행정부 안보보좌관)
- William Webster CIA 국장(유임)

89-1415

미국 정세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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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9년 중 미국 정세와 관련된 내용임.
1. 슐츠 미 국무장관은 1985.12.15.~18. 루마니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함.
●

소련의 서구 및 일본 접근에 대한 균형을 확보하고, 미･소 정상회담 이후의 동･서간 긴장완화를
위하여 방문

2.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6.2.4. 아래 요지의 연두교서를 발표함.
●

위대한 미국 회복

●

건실한 국가재정 강조

●

보다 안전한 세계를 위한 노력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노력

●

세계통화제도 개편 필요성 검토

3.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1989.4.14. 미 전국 언론편집인 총회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아래
요지로 연설함.
●

국제정세 평가
- 민주주의 팽창, 초강대국간 충돌위험 감소, 무역 블럭화 위험 등

●

대외정책 3대 원칙
- 세계문제에서의 지도적 역할 유지
- 현실적인 접근방법 추구
- 초당적 외교자세 유지

1513

89-1416

미국의 대외정책 일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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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련된 내용임.
1. 미국 정보기관의 북한 군사력 평가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보기관이 북한 군사력을 재평가한 결과, 종전의 추산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1989.1.26. 보도
- 북한 지상군 93만 명으로 해･공군을 포함하면 100만 명 상회
● 미 국방부 보도지침
- 북한은 1980년대 초부터 조직개편 및 전진배치를 통해 공격 능력 강화
●

1514

2. 대아시아 정책 건의
●

Brooks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1989.1.23. 언론기고문에서 아래 요지의 대아시아
정책을 부시 행정부에 건의
- 아태국가와의 경제, 전략관계에 대한 전반적 정책 수립이 초미의 과제
- 아시아 내 주요 통상국과의 시장개방노력 지속 필요

3. 슐츠 미국 국무장관의 청문회 증언
●

슐츠 국무장관은 3.10. 하원 세출위 대외활동소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증언
-

한국 내 정치발전 치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강조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 필요
서울올림픽의 효용성과 한반도정세 기여 가능성

4.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의 대외정책 연설
●

베이커 국무장관은 4.14. 미 전국 언론편집인 총회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해 아래 요지로 연설
- 미국의 3대 대외정책원칙: 세계문제에서의 지도적 역할, 현실적 접근방식, 초당적 외교자세 견지
- 미국의 당면과제: 동서관계의 증진, 서방진영 간의 결속, 캐나다 등 인접국과의 선린우호
관계증진, 중동사태 해결 등.

5.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 연설
●

부시 대통령은 5.12. Texas A & M대학에서 소련 등에 대한 대외정책에 관해 아래 요지로 연설
- 2차대전 후 자유, 공산체제 간 갈등이 종식단계에 있음.
- 대소련 정책은 소련을 국제사회에 통합하는 목표로 진행 중임

89-1417

태평양국가 협의체 창설추진 관련 미국 동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정특반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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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아･태지역 정부간 협의체 창설추진과 관련된 미국의 동향임.
1. 미국 측의 제안 동향
●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1989.1.17. 상원 인준 청문회 시 아･태 지역의 안보, 경제문제 협의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시사함.

●

Cranston 미 상원의원 등은 1989.4.13. 태평양국가협의체(Pacific Basin Forum) 창설 촉구
결의안을 상하 양원에 제출함.
1515

2.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연설 (1989.6.26, Asia Society)
●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증대에도 불구, 적절한 역내 협의장치가 없어 새로운 다자간 협의체
창설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협력기구 창설 시 3원칙은 아래와 같음.
- 무역, 투자, 문화교류, 자원보호 등 광범위한 경제문제 위주 협의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아세안
등 기존 기구지원 및 시장경제체제에 기초
- 역내 사회경제체제 상이성과 발전단계의 차이 인정

3. 미 의회 청문회 개최
●

1989.9.21. 미국 상원 동아･태 소위는 Cranston 위원장을 주재로 PAF(태평양지역협력체)
제안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 Cranston 위원장은 미국이 유럽에서처럼 아시아에서도 협력체구성 및 역할에 이니셔티브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

89-1418

부르키나파소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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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부르키나파소의 주요정세 동향임.
1. 대통령 신년사 발표
●

B. Compaore 대통령은 1988.12.31. Rectification 강화, 개인 및 집단의 자유신장, 민주주의의
신장 및 경제사회 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89년 신년사를 발표

2. 외국과의 협력협정 체결
1516

EEC와의 재정협력협정(1.20.): 농수개발사업 등 4개 사업 약 540만 달러
세계은행과의 차관협정(1.28.): 5개년 개발계획 지원목적 42백만 달러
● 프랑스와의 재정협력협정(2.1.): 병원 재건사업 110만 달러
●
●

3. 제1차 Rectification 평가 국민회의 개최(1989.1.26.~28.)
●

Compaore 대통령, 인민전선 요원, 각부 장관 등 1,800명 참석
- 정치분야는 인민민주주의 하에서의 민주주의 신장, 인민의 권력행사 참여, 노조활동 활성화
등 의견개진
- 경제분야는 농업, 공업 등 각 분야별 현황 청취

4. 개각단행
Y. Go 외무장관 등 8명 신규임명 및 인민전선조정장관 등 3개 부처 임무변경
● 외무부는 Go 신임 외무장관에 대한 외무장관 명의 축전 발송(4.29.)
●

5. 쿠데타 불발
부르키나파소 군사정권 2인자인 Lengari 국방상과 H. Zongo 경제상이 주동하여 9.18. Compaore
대통령 일행의 암살을 기도
- 동 계획을 사전탐지, 상기 양인을 체포･처형
- 1987년 Sankar 전 대통령을 제거하고 집권한 Compaore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
● 시내는 평온을 되찾고 공항은 폐쇄되지 않았으며 한국교민도 모두 안전
●

6. 쿠데타 기도 저지
●

전 Sankar 대통령 정부에서 공항부대장을 지낸 K. Boukare 대위가 주동, 용병을 이용하여 쿠데타 기도
- 12.19. 국경지대에서 용병 등을 체포

89-1419

바누아투 정세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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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9년 중 바누아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바누아투의 수교현황(1986년)
리비아와 수교(5.30.)
● 니카라과와 수교(6.6.)
● 소련과의 수교(6.30.)
- 남태평양국가 중 처음으로 소련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금번 수교는 Lini 수상 정부의 능동적인 비동맹 노선추구 정책의 일환
● 미국과의 수교(9.30.)
- 미 행정부의 바누아투 등 멜라네시아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
●

2. 바누아투･소련 간 어업협정 체결(1987년)
●

어업협정 체결조건
- 소련 측이 입어료로 연간 150만 달러 지불, 참치어선 8척 입어
- 200해리 경제수역 내 입어(12해리 영해 내의 조업은 금지)
- 또한 보급 및 긴급사태 발생 시 항만시설 이용권은 인정하나, 민항기 이착륙권은 불인정

3. Lini 수상의 미국 방문
●

Lini 수상이 미국 방문을 위해 1987.1.30. 출발 예정
- 금번 방문 기간 중 미 고위관리들과 회담을 통해 바누아투･소련 간 어업협정이 순수 상업
목적의 협정임을 설명할 예정

4. Lini 수상의 성명발표
●

최근 리비아의 남태평양 침투문제 관련, 성명 발표
- 1987.5월 서사모아 개최 제18차 SPF(남태평양포럼) 시 바누아투･리비아 관계가 제기될 경우,
이는 동 지역기구 자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
- 최근 호주, 뉴질랜드 양국 외상이 회담한 데 대해 이는 바누아투 내정에 개입, 바누아투를 고립
와해시키려는 기도라고 비난

5. 소련 무역 및 경제대표단 방문
●

소련대표단이 어업 및 사회분야에서의 양국간 경제협력 가능성 타진 목적으로 1988.4.16.~20.
바누아투를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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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세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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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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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베트남 정세와 관련된 내용임.
1. 시티 태국 외상이 1989.1.9.~12.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수상 등 고위인사들과 면담한 바,
동 방문의 배경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태국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해 그간 가장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옴.

●

태국은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문제 등에 대한 베트남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함.
- 베트남은 정치적 타결이 가능한 경우, 늦어도 9월까지 철군 완료 예정임을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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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베트남과 태국 내 베트남 난민(약 12만 8천만 명) 처리 문제를 협의함.

●

태국은 태국 상품 및 투자의 베트남 진출 여건을 타진함.

2. 주대만(구 중화민국)대사관은 1989.10,26. 대만･베트남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대만은 베트남과의 실질적 교류증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의 공식적인 경제관계 개선 추진은
미국 측의 반응을 보아가며 신중히 대처할 것으로 전망됨.

89-1421

EC(구주공동체) 정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서구1과/통상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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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9년 중 EC(구주공동체)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다케시다 수상은 1988.4.29.~5.9. 서구 3개국을 순방함.
●

방문국가
- 이태리, 영국, 독일

●

방문성과
- 기본 외교방침(ODA 확충, 문화교류 강화, 평화를 위한 협력 등) 천명
- 일본･유럽 관계 강화(정상 간 개인적 신뢰구축)
- 미국, 일본, 유럽 3각 관계구축 기반 마련

2. EC 정상회담이 1988.12.2.~3. 그리스에서 개최됨.
●

주요 회담결과
- EC 단일시장 추진(집행위 중간보고서 제출)
- EC의 국제적 역할 협의

3. 차기 EC 집행위원회가 1988.11.25. 구성되어 1989.1.6. 출범함.
●

자크 들로 위원장은 유임(위원장 포함 8인이 유임)

●

신임 대외관계 및 통상정책담당 집행위원에 자유무역주의자인 전 농업담당 위원 임명

- 단일시장 완성 시한까지 재임, 동 업무에 집중예상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전에 역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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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 국가 정세 및 대외관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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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룩셈부르크에서 1989.4.24. 개최된 EC(구주공동체) 정기 외무장관회의에서 대동구 정책 조정
문제를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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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방법 채택

●

협정(교섭 시)에 동구 각국의 개별적 특성 감안

●

정책일관성 확보

●

수출신용 공여조건 상호조정

●

폴란드가 추진 중인 개혁정책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강구

●

EC･소련 간 무역협정체결 검토

2.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89.7.9.~13. 간 폴란드와 헝가리를 공식 방문함.
●

동 방문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음.
- 미국은 동구지역 민주화 확산을 통한 유럽긴장 완화와 소련의 대서방 외교공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기조를 마련
- 폴란드와 헝가리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필요한 서방지원의 기초를 마련

3.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989.10.17. 미 정부의 대동구 정책에 관해 아래 요지로 보도함.
●

미 의회는 미 정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동구 지원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미 정부는
이러한 압력에 대해 신중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

4. 1989.11.18.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EC 정상회담에서 동구 사태를 협의함.
●

최근 동구개혁을 환영하고, 대규모 경제원조 제공에 합의함.

●

조건부(민주회복, 인권존중) 경제원조, 헝가리･폴란드에 대한 IMF 차관 제공. 동구개발은행
설립문제 등을 협의함.

89-1423

중미지역 국가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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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중미지역 국가들의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정세
●

멕시코 정부가 1월 국영석유회사 노조위원장 등 다수의 지도자들을 체포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이 1988.12월 취임한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가 발생함.

●

세인트키츠네비스(3월), 앤티가바부다(3월) 및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5월)에서 총선이 각각
실시되어 현직 수상들이 재당선됨.

●

그레나다 수상은 1월 자신의 집권당 당수 선거에서 패배하여 당수직을 상실함.

●

온두라스 총선이 11월 실시되어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

트리니다드토바고 대통령의 부인이 9월 대통령궁 인근에서 암살 공격을 받았으나 무사함.

2. 대외관계
●

중미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리아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4월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회담함.
- 동 회담에서 미국의 새로운 중미정책이 2월 중미 5개국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함.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4월 쿠바를 방문하여 중미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의 중단을
촉구하고 지역분쟁의 군사적 해결 반대입장 등을 표명함.

●

Quale 미국 부통령이 코스타리카 등 중미 4개국 순방을 통하여 중미 평화문제 및 파나마 사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그레나다 정부는 7월 대만(구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이 10월 미국과 코스타리카를 방문함.
- 미국과 투자증진협정 등을 체결하고 파나마 사태, 마약 문제, 불법이민 문제 등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여 중미지역의 평화를 위한 군축 필요성, 파나마 국민의 자주적 문제해결
등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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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지역 국가 외채문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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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미주국이 1989.8월 중남미 외채문제에 관하여 분석한 내용임.
개관
- 제3세계 총 외채 1조 3천억 달러중 약 1/4을 차지하는 중남미국가 외채(총 4,100억 달러)는
동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상황에 비추어 현 중남미국가의 최대현안
● 외채위기의 원인과 악화요인
- 대외적으로는 제1차(1973~74년), 제2차(1979~80년) 석유파동과 고유가시대 개막, 국제적
고금리 추세(1980~82년)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보전을 위한 차관의 무절제한 도입, 전 세계적
불황으로 인한 원자재 수출가격 하락
- 대내적으로는 무모한 개발팽창정책에서 야기된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과 외채관리능력의 부족
등에 기인
●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조치 및 노력
- 미국 정부와 IMF(국제통화기금) 및 서방 민간은행들은 이러한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신규차관
공여 조건으로 중남미 각국에 대해 경제조정정책을 강력히 권고
- 베이커 플랜(1985년): 15개 최대 채무국(중남미 10개국 포함)에 신규 200억 달러 차관제공과
채무국에 대한 조정정책 강화조건 부여
- 브래디 플랜(1989.3월): 중남미 외채위기 해결을 위한 일부 채무면제 방안제시
● 중남미국가 입장
- 현 외채위기의 근본원인이 왜곡된 국제금융 질서에 있다고 보고, 채권국과 채무국의 공동노력하에
외채상환 축소 및 지속적인 신규융자를 주장
● 결론
- 채권국의 획기적 외채탕감 의지와 경제재건을 위한 채무국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외채문제 해결방안은 성공하지 못하고 현재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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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콜롬비아대사가 1989.9.15. 외무부에 보고한 중남미 경제정세에 관한 내용임.
1988년 중남미 경제
- 투자감소, 재정적자, 외화보유고 감소, 실업증대, 인플레 폭등으로 역내 GDP 성장률은 0.6%에 불과
- 수출은 1980~87년간 32%증대, 무역수지는 240억 달러 출초(브라질을 제외하고 대다수국은
입초)
- 외채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베네수엘라가 다소 상환함에 따라 1987년 4,410억 달러에서
1988년 4,260억 달러로 감소
● 1989년 중남미 경제전망
- 역내 GDP 성장률은 1% 미만으로 전망되나, 다소 호전될 가능성도 상존
●

89-1425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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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앙골라에서는 현재 내전상태가 지속 중이며, 이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계속됨.
●

내전 발생경위 및 성격
- 1975.11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직후 좌파 MPLA(앙골라인민해방운동), 우파 UNITA(앙골라
완전독립연맹) 세력 간 정권 쟁탈전에서 발단
- 미국, 남아공 등이 UNITA를 소련, 쿠바 등 공산권이 집권 MPLA를 각각 지원함으로써 동서 양
진영의 대리전 양상

●

국제적 노력
- 1988.5월 이래 미국의 중재하에 협상한 결과, 앙골라 내 모든 외국군 철수에 합의
- 1989.5.16. 아프리카 8개국 정상회의에서 앙골라 내전의 평화적 해결 및 외세개입 중지 등을 촉구
- 1989.6.22. 아프리카 18개국 정상회의에서 앙골라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동 합의내용에
대한 이견 등으로 휴전이 결렬, 내전 지속
- 1989.10.30. 코트디부아르 등 4개국 정상회의에서 앙골라 정세를 협의했으나, 구체적 성과 별무

2. 탄자니아는 어려운 경제정세 하에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며, 외국의 대탄자니아 원조가 지속됨.
●

IMF(국제통화기금) 조사단의 방문(1989.2.28.~3.14.)을 통해 탄자니아 경제재건계획 성과평가
및 대탄자니아 공여 계속여부 결정
- 5월 탄자니아 정부와 원조협정 체결에 합의

●

각종 개혁조치 실시 등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경제구조의 개편이라는 과제는 상존
- 4월 외국인투자법 전면개정
- 11.1. 자국화폐 실링화에 대한 24% 평가절하 단행

3. 소말리아에서는 20년간 장기집권 중인 S. Barre 대통령 정부가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태에 처함.
●

1988.5월 이래 북부반란군세력 확장
- 기타 중부 등 여러 지방에서 반정부활동 개시

●

내전과 종족 간의 반목이 심화됨에 따라 피난민이 증가하고 경제사정이 악화
- 국민의 대정부 불만이 고조
- 일부 국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

●

1989.6월 S. Barre 대통령은 국민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제야세력과 대화추진 방침 표명
- 반정부 지도자들은 동 대화협상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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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26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104 / 17 / 1-107

1989년 중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1.17. 이스라엘과 16년만에 재수교한다고 밝혔으며, 1989년 중 상주공관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함.
2. Jawara 감비아 대통령이 5.15. 미국을 방문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과 면담함.
●

1524

세네갈･모리타니아 인종분규로 인한 인근국가 피난민의 감비아 유입 관련 미국의 대감비아 원조
및 인권보호 문제에 관해 협의

●

미국은 25,000달러의 원조를 제공함.

3.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 공식 방문차 5.28. 출발한 클링바 대통령 탑승항공기에 대한
수단 측의 영공통과 거부에 따라 5.29. 대수단 단교조치를 발표함.
4. 케레쿠 베냉 대통령이 8.2. 대통령 선거 결과 재선됨.
●

케레쿠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국민불만 해소 정책(적자재정개선, 체불인금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대외적으로는 비동맹 노선에 기초하면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서방진영과의 관계증진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89-1427

자이르 정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104 / 18 / 1-71

1989년 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대벨기에 부채상환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갈등의 배경
●

1988.11월 벨기에 총리가 부채(12억 5천만 달러) 상환조건(일부 탕감 및 상환기간 연장) 제시
- 벨기에 언론, 정치계 등에서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의 착복 가능성을 거론하며, 원조
재검토를 주장하여 모부투 대통령을 자극

●

1988.12월 양국 외무장관회담, 콩고민주공화국 의회조사단의 벨기에 방문 등을 통해 양국간
대립 격화

2. 양국이 취한 조치(1989년)
●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조치
- 우호협력협정 폐지
- 외채상환 중단
- 브뤼셀･킨샤사 간 벨기에 항공기 운항편수 반감 및 경유목적 착륙금지
- 벨기에 함정의 콩고민주공화국 입항 거부

●

벨기에의 주요 조치
- 신규 협력 및 원조사업 중단
- 항공기 착륙 금지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벨기에･콩고민주공화국 각료회담 개최

3. 갈등의 해결
●

모로코 핫산 국왕의 주선으로 콩고민주공화국･벨기에 정상회담이 1989.7.5. 모로코에서 개최
되어, 갈등을 해결함.

●

양국 합의내용
- 벨기에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대벨기에 외채를 탕감해주고, 양국은 평등, 주권존중의 원칙하에
양국관계를 증진함.
- 벨기에는 대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간 차관(12억 5천만 달러), 민간차관 등 총 28억 달러를
탕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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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28

교민청 신설 검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19-104 / 19 / 1-250

1. 통일민주당 의원 58명은 1989.4.10. 외무부 산하에 교민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2. 동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1989.5월)은 아래와 같음.
●

현황
- 외무부 영사교민국이 전반적인 교민･영사업무담당
- 교민행정업무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교민행정기구 보강 필요성 인정

1526

- 교민행정 강화 방안으로 교민청 신설 또는 외무부 영사교민국 확대 개편 검토
●

교민청 신설의 문제점
- 교민에 대한 교육･문화･취업･금융･법률업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단일부서로 통합하는 데
수반되는 기능･인력･조직상의 문제
- 교민의 과도한 대정부 재정･행정적 기대 및 거주국 정부의 불필요한 오해 유발 가능성
- 다수의 해외교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교민청 불설치

●

결론
- 외무부가 행정개혁위원회에 제출 중인 외무부 직제 확대 개편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효율적인 교민행정 강화 방안
- 외무부 내 교민담당 차관보를 두고 영사교민국을 영사국과 교민국으로 분리, 확대하는 것으로
외무부 직제개편

89-1429

세계 한민족 대표자 회의, 제2차. Washington D.C.,
1989.6.22.-2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19-104 / 20 / 1-145

제2회 세계 한민족 대표자 회의가 1989.6.23.~25.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회의 참석자
●

각국 거주 대표 288명
- 미국(105명), 일본(107명), 중국(2명), 소련(1명) 등 37개국 대표

●

국회 외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5명

●

주미국대사,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주미국대사관 관계관

●

전 통일원장관, 건국대 이사장 등

2. 주요 토의의제
●

평화통일문제

●

권익옹호문제

●

교육･문화문제

●

산업･경제문제

●

회의운영문제

3. 회의 결과
●

합의사항
- 남북최고책임자회의 조속 개최 등 남북한 당국에 대한 제안
- 해외동포법 제정 등 대본국 정부 요망사항
- 해외한민족통일위원회 설치 등 상호간 협조사항
- 재일거류민단 단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

●

결의문(4개)
-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첩경은 남북 최고책임자회의라는 데 의견일치
- 북한사회가 개방과 민주화의 길을 갈 것을 촉구
- 거주국에서의 지위향상을 위한 공동대처 다짐
- 후대양성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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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30

재일본동포 최선애 일본 재입국 불허 사건. 전2권
(V.2 최선애 청구 기각 판결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05 / 8 / 1-151

재일본동포 최선애의 일본 재입국 불허사건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는 1989.9.29. 최선애가 제기한 재입국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함.
2. 상기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최선애는 1989.10.11. 항소를 제기함.
3.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상기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의 판결문 등 관련사항을 외무부에 보고함.
1528

●

서증목록: 을호증 사본

●

서증: 국연국 외무성 인권난민과장 의견서 사본

●

소장 사본

●

피고 측 제출 준비서면 사본

●

판결문 사본

●

원고 측 준비서면

●

협정영주확인의 원고 증언

●

재입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원고 준비서면

●

국적과 인권(최창화 저)

●

항소장(1989.10.11. 제출)

89-1431

재일본 민단 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19-105 / 11 / 1-58

1. 주후쿠오카총영사는 1989.4.27. 민단 가고시마현 지방본부의 토지분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민단 가고시마현 지방본부 명의자인 이병태의 토지명도 요구에 대해 민단 측은 이병태를 민단에서
제명처분하고 이병태의 여권발급을 거부함.

●

이에 대해 이병태는 가고시마 지방재판소에 건물철거와 부지명도 및 민단원으로서의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이병태는 재판 결과 자신의 민단원으로서의 지위가 확인되었으나 민단이 여권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있음을 들면서 직접 총영사관에 여권신청 가능여부를 문의함.

●

민단 측은 토지문제에 대한 이병태의 양보 없이는 여권신청 접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이 문제를 법정소송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음.
- 이병태의 여권발급은 곤란하며 문제해결 추이를 보면서 민단과 협의 결정 예정

2. 오사카 민단은 1989.4월 현지 유력교포인 남상길 백두학원 부이사장에 대해 해단행위를 이유로
3년간의 권한정지 조치를 취함.
●

민단 측은 남상길이 자신이 경영하는 동화신문에 민단을 모독하는 사설을 게재(4.13.)하였으며,
조총련과의 거래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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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32

중국 교포 입국 절차 개선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19-105 / 13 / 1-155

1.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교포의 일시귀국이 급증하여, 일시귀국 후 영주를 요구하는 진정과
귀환을 거부하는 불법체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987.3월 기존 제도의 개선을 검토함.
●

그동안 한･중국 간 이산가족재회 사무처리규정(1984.12.1. 시행)에 따라 처리
-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신청하며 여행증명서(사실상 내국인 대우)를 발급

2. 1988년 7･7 대통령 특별선언의 후속조치인 ‘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에
따라 기존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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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등 공산국 국적 소지자에게 여행증명서가 아닌 입국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

3.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사무처리규정을 1988.10.5.자로 폐지하고, 아래 골자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

외교기관을 통해 신청

●

입국사증 발급

●

체류연장신청 처리절차 간소화

89-1433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14권 (V.1 1-3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동구과/재외국민과

MF번호

2019-105 / 14 / 1-177

1989.1~3월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주일본대사, 한국언론 특파원의 방소결과 보고(2.7.)
●

그라디쉐프 소련 사할린 공산당 제2서기 언급내용
- 사할린 교포의 한국 왕래문제는 소련 정부와 한국 외무부가 직접 협의해야 할 것

●

사할린 현지교포들의 의견
- 한국 정부가 사할린 교포의 영주귀국보다 자유왕래의 조기실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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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할린 교포 관련자료(2.16. 외무부, 국회 외통위에 제출)
●

교포 현황
- 사할린 교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일본이 이들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고 일본 귀환을 거부함으로써 현지에 체류
- 1945년 당시 약 4만3천 명, 현재 5~6만 명으로 추정

●

사할린 교포 귀환노력
- 정부는 1965년 한･일본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미국, 일본 등 공관을 통해 관계국 정부에 교섭을
의뢰, 동 국교정상화 이후에는 주로 일본 정부에 대해 소련과의 교섭 추진 촉구
- 대한적십자사 및 각종 민간단체 사업을 측면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일본 정부를 통한 계속적인 대소련 교섭과 민간단체 활동지원을 강화하면서 우선 현재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가족 및 친족상봉에 역점을 두어 추진
- 소련 측의 태도변화를 계속 주시하면서 대소련 직접교섭을 신중히 검토

3. 보건사회부, 사할린 거주 한국인 생활대책(2.28. 외무부에 통보)
●

사할린 귀환 교포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 생활보호법에 의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
- 기본생계와 의료비 국가보장, 근로능력자는 자립지원책 실시

4. 국회,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 채택(3.8.)
●

사할린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 및 귀환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일본, 소련 등 관계국
정부 및 관계 국제기구에 호소
- 국회는 동 결의문을 관계국(일본, 소련), 국제기구(유엔, IPU(국제의원연맹)), 국제적십자사,
유네스코 등)와 주한 외국공관에 발송예정

5. 주일본대사, 일본･소련 외무차관회담 결과보고(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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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측은 적십자사를 통한 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및 가족 재회 문제를 제기

●

소련 측은 구체적인 문제는 적십자사 간에 협의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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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4월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외무부, 사할린 동포 각종 민원 대응조치(4월 중)
●

중국･소련 이산가족회 간부의 사할린 방문 협조

●

사할린 거주 교포의 방한 관련, 입국허가서 발급 등 필요조치

●

한국 언론의 사할린 방문 취재 협조

2. 사할린 동포 귀국후원회 발족(4.12.)
●

목적
-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자의 생활 및 양로 후원, 사할린 교포의 국내방문 및 기타 희망사항 후원

●

구체 사업
- 대정부 건의, 예산책정 청원 및 사업 책정, 일본에 대한 성의있는 추진 촉구, 소련에 대한
한국 동포 대변 및 권익옹호 등

●

경비
- 특별찬조금, 정부보조금, 기타출연금

3. 외무부, 주일본대사에 훈령하달(4.22.)
●

소련 정부가 최근 비공식 경로로 사할린 한국인 교포 문제를 한국과 협의할 용의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는 소련과의 직접협의를 추진

●

주일본 소련대사관에 동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원칙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

●

주일본대사, Lizun 소련대사관 참사관 언급내용 보고(4.28.)

- 협의장소, 수준 등 소련 측 의견제시 요청
- 한국 측 제안을 본국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추후 통보 예정
- 한국 국회의원단의 소규모 사할린방문은 관광사증을 발급받아 입국가능

4. 주일본대사, 일본 의원단 사할린 방문활동 보고(4.28.)
●

사할린 교포 동향
- 영주귀국 희망자가 다수(약 1할 정도)
- 사할린 교포 내 이산가족 재회사업 관련단체 2개 결성

●

한･소련 간 직접접촉 가능성
- 소련당국자로부터 금후 한･소련 간 직접 접촉가능성이 크다는 언급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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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5월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외무부, 사할린 교포 문제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5.4.)
●

영주귀국 관련 주요결정
- 외무부 훈령 등 영주귀국 허가근거 마련
- 허가절차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관계부처와의 협의 신속화 도모
- 일정 조건하에 허용: 1세는 안보상 문제와 국적취득상 문제가 없으면 허용, 2~3세 이하 무국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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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보안상 문제와 국적취득 및 국내정착상 문제가 없으면 허용, 여타는 원칙적 금지
- 영주귀국을 허가하면 국적 부여
●

기타 영주귀국 관련 문제제기
- 중국 교포와의 형평성 문제, 공산권 전체허가와의 조정 문제, 신원확인, 국내지원, 한･소련
간 직접협의 시 일본의 관여 문제, 청구권 문제 등

2. 국회의장의 고르바초프 소련 최고회의 의장 앞 서한발송(5월)
●

국회는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 채택(1989.3.8)후, 외무부에 국회의장명의
서한을 작성, 소련 정부에 전달 의뢰
- 외무부는 동 서한을 주일본대사에 송부, 주일본 소련대사관에 전달하도록 훈령(5.11.)

3. 해외동포의 현황과 장래에 관한 공청회 개최(5.26.,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

사할린 교포 현황과 문제점 검토
- 국회의원단 사할린 파견, 소련당국의 대사할린 교포정책, 소련과의 교섭방안 등 질의

4. 외무부, 사할린 교포 문제 관련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5.30.)
●

사할린 교포 친족재회 문제
- 대한적십자사가 외무부와 협의, 사업시행
- 국내 친족과의 서신왕래, 사할린 교포 생사확인, 상호 방문 등 업무추진

●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 문제
- 대한적십자사가 사업시행
- 허가절차 및 범위확정

●

사할린 교포 지원문제
- 친족재회자에 대한 일본 정부 지원, 영주귀국자(특히 무연고자)에 대한 생활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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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9.10월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함.
1. 한･소련(사할린) 간 이산가족재회 업무처리 지침(주요 내용)
●

정의: 사할린 교포는 제2차 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된 한국혈통의 무국적자, 소련 국적 및 북한 국적 소지자와 그 직계비속

●

업무처리 기관: 국내는 대한적십자사(한적), 국외는 관계 재외공관장을 통해 처리

●

입국허가 요건: 북한 국적 미소지자로서 국내연고자 확인, 국가안보와 사회안녕 질서 위협 여부 판단

●

허가절차: 체류기간 30일 이하 입국은 관계 재외공관장, 30일 이상은 법무부에서 결정,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

소요경비: 국내연고자 또는 자비부담, 정부는 일부 소요경비 지원가능

●

교포에 대한 국내조치: 내무부는 교포의 국내체류기간 동안 국내 보안대책 수립, 시행

●

국내연고자 사할린 방문허가: 외무부 허가

●

국내연고자 사할린 방문 시 준수사항: 특별안보교육 이수, 국위손상이나 국가기밀누설 금지, 귀국
후 보고서 제출

2.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 업무처리지침(주요 내용)
●

정의: 사할린 교포는 제2차 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된 한국혈통의 무국적자, 소련 국적 및 북한 국적 소지자와 그 직계비속

●

업무처리 기관: 국내는 대한적십자사(한적), 국외는 재외공관장을 통해 처리

●

허가절차: 한적(또는 재외공관장)은 접수신청서류 외무부 송부,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영주귀국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한적(또는 재외공관장)에 통보

●

허가요건: 1세는 국내연고자가 확인된 북한 국적 미소지자, 2~3세는 무국적자로 국내연고자
확인, 기타 국가이익 또는 인도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 등

●

조치: 외무부는 입국허가서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 내무부에 국적판정 요청, 내무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등 행정절차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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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6월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김영삼 민주당 총재 소련 방문(1989.6.2.~10.)
●

김총재는 소련 측에 200여 명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허가를 요청

2. 사할린 한국인 친족재회 등 사업지원을 위한 한･일본 정부 간 서한교환 추진
●

일본 정부, 한･일본 양국 적십자사로 구성되는 공동사업체에 1989년도 5,800만 엔 제공

●

한국 정부는 상기 일정부의 지원계획을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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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견지에서 사할린 한국인의 친족재회 사업지원 목적

3. 외무부는 사할린 교포 문제 현황과 대책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

사할린 교포 현황: 현재 4~5만 명 정도로 추산

●

경과 및 최근 동향
- 1965년 한･일본 국교정상화 이후 주로 일본 정부에 대해 소련과의 교섭촉구(소련 측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재회, 귀환운동 전개
- 최근 소련 정부 태도 유연화
- 88 서울올림픽 이후 사할린 교포의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자 급증추세
- 사할린 교포에 대한 국내관심 고조 등

●

문제점
- 한･소련 간 직접교섭 부재, 경비지원 문제, 영주귀국 허가 및 정착지원 문제 등 대두
- 정부차원의 정확한 사할린 교포 실태파악 미비 등

●

추진방향
- 한･소련 간 직접교섭 추진, 사할린 교포의 역사적 특수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특별지원,
거주국에서의 적응능력과 동화노력 지원 및 모국과의 민족적･정신적 유대관계 강화, 역사적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의 지원확대 촉구

●

당면대책
- 정부실태조사단 파견, 국내체제 정비, 지원예산 확보 등

4.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업무조정(6.30.)
●

최근 추세
-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련 측이 동 문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여 가족상봉과 영주
귀국을 위한 출국을 허가
- 이들에 대한 출입국 등 국내수용태세 정비문제, 국내인사 사할린 방문 증가추세에 따른
현지교포에 대한 지원문제 등이 대두

●

외무부 내 업무분장
- 아주국은 사할린 교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책임 등 대일본 교섭사항 담당
- 영사교민국은 사할린 교포 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시행 및 총괄조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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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는 1989.5월 외무부에 해외동포 시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추진경위
- 1989.5.20. 국회사무처, 외무부에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위원단의 해외동포 실태파악을 위한
일본, 사할린, 미국 등 방문계획 통보
- 1989.5.22. 외무부, 주일본･주미국 대사에게 시찰계획을 통보하고 일정주선 등 지시

●

방문계획
- 목적: 소련(사할린), 일본, 미국 해외동포 현황파악 및 교민면담과 각국 의회･정부인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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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단: 김현욱 외통위원장 및 의원 4명 등
●

방문일정(1989.6.11.~29.)
- 소련(사할린), 일본, 미국, 대만 등 방문

2. 주일본대사는 1989.5.23. 상기 국회의원단의 사할린 방문 관련, Lizun 주일본 소련대사관 참사관의
언급내용을 보고함.
●

입국협조 등 용의표명
- 의원단이 사전 여행관계증명서류 구입, 신청 시 관광목적 입국사증 발급 협조
- 소련대사관도 본국 정부를 통해 관련인사 면담주선 등 측면지원 예정

3. 외무부는 국회의원단의 사할린 방문 관련 아래와 같이 조치함.
●

방문 협조
- 소련 입국사증: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추진(1989.6.8. 소련 입국사증 취득)
- 소련 내 항공･교통편, 숙소, 면담주선: 한국 내 대행여행사를 통해 추진

●

브리핑 실시(1989.6.2.)
- 방문개요
- 방문국별 교민현황 및 현안
- 방문국별 주요인사 면담 시 거론사항
- 사할린 관계 참고자료: 소련 개관, 사할린주 개관, 소련방문 절차, 사할린 주요 접촉인사 명단,
한･소련 간 주요현안, 최근 한국인 사할린 방문기록, 사할린 유력교민 방한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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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위원단은 1989.6.12.~16. 사할린 동포 현황파악 및 정책자료 수집차
사할린을 방문함.
1. 주요 활동요지
●

사할린주 향토연구박물관 참관, “레닌의 길로” 신문사 방문, 조선문화청년센터 재생회 한글학교
방문, 조선인 이산가족회 면담, 유지노 사할린스크 사범대학 방문

●

그린코 사할린주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

사할린 동포와의 모임, 기자회견, 사할린 요양소 방문 등

2. 사할린 주정부 및 당 관계자와의 면담요지
●
●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 문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일치
한･소련 직접교섭
- 모국방문과 영주귀국 원활화를 위해 한･소련 당국간 직접협상 및 교류원칙 합의

●

선 경제협력 후 관계개선
- 소련 측은 사할린주 연해의 수산업 합작투자와 쿠릴열도 온천 관광개발 등 장려

●

대화창구(소련 측 제안)
- 한국 측 창구로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을 희망

●

항공기 착륙문제
- 직항로 개설은 모스크바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소요 예상

3. 대책 및 건의사항
●

전담기구 설치 및 협의
- 외무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관계관으로 구성
- 경제기획원, 내무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모국방문자 선정, 절차문제 협의

●

무국적자 법적지위 및 처리
- 출입국 시 법적지위 정립으로 국민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입국허가서 등 발급

●

대일본 보상요구
- 사할린 교포 1세에 대한 인도적 보상교섭 추진

●

대소련 경협 적극전개

●

성묘방문단과 한민족체육대회 참석을 연계 초청

●

영주귀국 후원단체 결성

●

관계부처 간 적극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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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9.7월 사할린 실무조사단 파견계획을 수립함.
1. 추진 경위
●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할린 교포 종합대책 중 정부실태조사단 사할린 파견을 건의(1989.6.19.)

●

주일본대사에게 소련 측 반응타진 지시(1989.7.5.)
- 8월 중 외무부, 보사부, 대한적십자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실태조사단 파견검토 계획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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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 소련대사관 측 반응(1989.7.7.)
- 시기는 9월 중순 이후가 적절
- 한･소련 간 긴밀한 사전협의 필요
- 사할린 교포 문제는 한･소련 관계 전반차원에서 추진

●

실무예비팀 사할린 파견계획을 소련 측에 통보하고 협조요청(1989.7.21.)
- 소련 측은 사증발급 등 협조제공 용의표명

2. 실무예비팀 파견추진(1989.8.6.~16.)
●

김석우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을 단장으로하는 정부조사단 파견은 9월 중순 이후 추진하되,
정부조사단 파견에 앞서 실무팀을 선발대로 파견하기로 결정

●

실무팀 파견목적
- 사할린 교포의 현황, 실태 및 교포의 모국에 대한 요망사항 파악 등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사할린 교포 대책 수립, 시행에 참고
- 사할린 교포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 등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련(사할린) 당국과의
협의진행 및 협조관계 구축
- 9월 중순 이후 파견예정인 정부조사단의 효율적 성과거양을 위한 사전준비
- 최근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한 정부의 대국회, 언론대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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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9.8월 정부조사단의 사할린 방문에 앞서 선발대로 파견될 예비실무팀의 사할린
방문 추진현황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

파견개요
- 기간: 1989.8.7.~15.
- 방문단 구성: 김석우 주일본대사관 참사관(단장) 외 외무부, 대한적십자사 등 4명

●

파견목적
- 9월 중순 이후 파견예정인 정부조사단의 효율적 성과거양을 위한 사전준비
-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일행의 사할린 방문(1989.6월) 성과의 후속 활동
- 사할린 교포의 모국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협조채널 구축
- 사할린 교포의 실태 및 모국에 대한 요망사항 파악

●

주요 활동계획
- 사할린 교포 및 교포단체 접촉
- 사할린 주정부 및 당 관계자 접촉
- 사할린 교포 생활실태 조사

●

방문의의
- 정부차원의 최초 사할린 방문

2. 외무부는 1989.8월 사할린 방문 예비실무팀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기본방향
- 정부차원의 최초 사할린 방문단임에 비추어 사할린 교포사회의 실태파악과 교포에 대한 모국
정부의 관심 전달에 기본적 의의를 둠.
- 소련 측의 불필요한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교포사회의 모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유발하지 않도록 가급적 조용히 추진
- 향후 사할린 교포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

●

기본목표
- 정부조사단의 효율적인 성과거양을 위한 사전 준비활동에 역점을 두어 활동: 사할린 교포의
현황과 실태파악, 사할린 교포 문제에 대한 소련(사할린) 당국의 입장 확인과 사할린 교포의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소련 측과의 구체적 협의진행 등
- 사할린 현지 교포사회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및 사할린 교포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 사할린 교포 문제발생의 근원적 책임을 지닌 일본 정부의 노력 촉구 및 관련협의

●

세부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 현황 및 실태파악, 소련 당국의 입장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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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9.8월 정부실무팀의 사할린 방문(1989.8.7.~15.) 결과 및 향후 사할린 교포
문제 추진대책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1. 사할린 방문 결과
주요활동
- 교포면담 및 간담회 개최: 교포사회 실태파악 및 대정부 희망사항 청취
- 사할린 주정부 및 당 관계관 접촉: 사할린 교포의 모국 자유왕래문제 등 협의
● 성과
- 사할린 교포 모국 자유왕래 실현여건 조성: 사할린 당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초청장 인정방침
표명, 양측 간 연락채널 구축
- 협의창구 일원화 합의: 대한적십자사를 한국 측 창구로 하기로 합의
- 정부가 파견을 계획 중인 한국 정부대표단 접수용의 표명
● 소련 측 의도분석
- 페레스트로이카 추진 이후 사할린 교포 문제해결에 긍정적 태도
-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하여 소련 중앙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상당한 권한을 사할린 주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관찰
- 사할린 주정부 측은 가급적 조용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평가
- 최초의 정부조사단이 사할린을 방문, 교포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정부의 사할린 교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외에 과시
- 사할린 주정부 당국의 사할린 교포 모국방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자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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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대책
기본방향
- 사할린 교포 모국방문 용이화: 절차 간소화 및 경비지원
- 영주귀국 희망자 수용 및 정착지원
- 관련 당사국(일본, 소련)과의 교섭추진
● 세부대책
- 국내대책: 대한적십자사 활동 본격가동, 정부의 경비지원 조치,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
현행대로 교포의 개별 모국방문을 추진하면서 제반 여건조성 시 교포의 단체 모국방문 추진,
이산가족찾기 사업 전개
- 대외대책: 정부대표단 파견, 소련 측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대일본 교섭 강화, 사할린
현지 교포사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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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9.9.8.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1. 자유왕래(모국방문)
대한적십자사(한적)가 절차, 지원 등 업무주관
한적이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지원
- 외무부 예산을 한적에 위임, 지급
● 일본 정부의 경비지원 확대교섭(외무부)
● 무연고 교포의 모국방문 실현방안 모색
- 소련 정부와의 협의(외무부)
- 이산가족찾기사업(한적)
●
●

2. 영주귀국
국내 연고자가 있는 교포의 영주귀국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무연고 교포의 영주귀국은
심사를 거쳐 허가
● 부양능력이 없는 교포 및 무연고 교포에 대한 국내정착 지원 검토(보사부)
●

3. 사할린 교포사회 현지지원
●

북한, 소련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교포사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가급적
조용히 추진
- 1차적으로 이산가족찾기 활동, 교육자재 제공 등 지원
- 위문단 파견, 학술교류, 한인회관 건립 등 지원문제는 점진적으로 추진

4. 한국인 사할린 방문
교포사회의 과도한 기대유발과 사할린 주정부의 협의상대자에 대한 혼선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민간인 등의 사할린 방문 시 정부와 긴밀하게 사전 협의
● 당분간 단순한 관광목적 및 대규모 단체의 사할린 방문은 가급적 억제
●

5. 정부조사단 사할린 파견
정부실무예비팀의 사할린 방문(1989.8.7.~15.) 결과에 입각, 정부가 추진 중인 사항의 이행상황
확인점검 및 사할린 당국과의 구체사항 협의
- 1989년 중 외무부, 관계부처 및 한적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조사단 파견
● 주요 조사 및 협의사항
- 한･사할린 간 채널확보, 사할린 주당국과의 구체사항 협의, 사할린 교포 현지사회 지원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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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년 중 재사할린 동포의 단체 모국방문사업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국회 김현욱 외무통일위원장이 사할린을 2회 방문(1989.6월 및 8월)
- 아르세니예프 사할린주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추석 또는 세계한민족체육대회(1989.9.26.~10.4.)
계기에 50명 이내의 사할린 교포 모국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

●

1544

국회는 동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1989.8.22.)
-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참가 대표단 형식으로 사할린 교포들을 단체 초청
- 동인들은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종료 후 국내 친족 방문 및 성묘
- 항공편은 동인들을 하바로브스크에서 서울까지 수송예정인 대한항공편을 이용

●

정부 관계부처회의 개최(1989.9.12.)
-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단이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하기로 합의

2. 사할린 동포 1세 단체모국방문(1989.9.25.~10.4.)
●

입국일시 및 항공편
- 사할린 동포 1세 모국방문단이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입국(9.25.)
- 세계한민족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소련선수단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에 편승, 입국

●

방문단 구성
- 사할린 동포 1세 39명(소련 국적 또는 무국적 1세로 대부분 70세 이상의 노령자) 및 소련
인솔자 2명

●

국내 주요일정
- 국내 친족상봉 및 성묘
- 환영행사 및 시찰(주관: 대한적십자사)
- 세계한민족체육대회 개막식(9.26.) 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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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년 재사할린 동포의 단체 모국방문사업을 추진함.
1. 외무부, 소련 사할린 정부 간부와 면담(1989.9.27.)
●

면담 경위
- 사할린 교포 1세 단체 모국방문단을 인솔하여 방한(1989.9.26.~10.4.)한 Khusntdinov 소련

●

합의요지
-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추진방식: 한국 측은 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 측은 사할린 주정부 및

사할린주 집행위원회 대외경제부장은 김항경 영사교민국장과 아래와 같이 합의

사할린 조선인 이산가족회가 주관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
- 제2차 단체 모국방문 추진: 1989.11월 사할린 교포 1세 20명의 모국방문 추진
- 전세기 파견문제: 소련 측이 사할린 교포단체 모국방문 추진을 위해 1989년 크리스마스를
목표로 한국 전세기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한국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
- 한국인 사할린 방문문제: 소련 측은 한국 내 친족, 사업가, 관광객 등 가급적 많은 한국인이
사할린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면서 특히 북해도 와카나이･사할린 홈스크 간 선편 이용을 권장
- 정부조사단 파견: 소련 측이 제기한 한국 정부대표단의 사할린 방문 문제에 관해 계속 협의

2. 외무부, 재사할린 동포 모국방문사업 추진대책 수립(1989.10월)
●

대한적십자사가 관련업무 주관
- 업무처리규정 조속 제정

●

사할린 교포 제2차 단체 모국방문사업 추진

●

전세기 사할린파견 검토

- 11월중 20명(15일 정도 국내체류)
- 1989년 크리스마스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
- 경비문제는 선해결이 필요하며, 항공사 선정과 기술상 문제 등 검토 필요
●

한국인 사할린 방문
- 사할린 교포 단체 모국방문 추이 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허용
- 당분간 관광목적의 단체방문은 억제

●

정부대표단 사할린 파견
- 사할린 교포단체 모국방문, 전세기 운항 등 문제 구체화를 위해 10월 말 정부대표단 파견추진

●

기타
-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사할린 측 관심사항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측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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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년 중 재사할린 동포의 단체 모국방문사업을 추진함.
1. 실무팀 사할린방문(1989.11.23.~12.3.)
●

방문단 구성
-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사업부장(단장)외 외무부 실무자 등 3명

●

방문결과
- 아르세니예프 사할린 주정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인사 면담

1546

- 사할린 동포와의 모임 등 참석
●

사할린 측과의 주요 합의사항
- 제2차 사할린 교포의 단체 모국방문단 사업추진(1989.12.15.~29. 25명)
- 서울･유즈노사할린스크 간 전세기 직항운항을 위한 대한항공 조사반의 사할린 파견
(1989.12.15.~22.)

●

대표단 관찰, 평가 및 건의
-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사할린 주정부의 분명한 협력자세 확인
- 사할린주 측은 한국 전세기의 사할린 직항운항의 조기실현을 강하게 희망하고, 사할린･한국 간
교류협력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현행 일본에 의존하는 절차가 아닌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다수의 교포가 조기에
모국을 방문하는 지원체제 정비가 시급
- 한국 전세기에 의한 사할린 교포 모국방문을 적극 추진하고, 1990년 구정(舊正)을 계기로 이를
실현할 것을 건의

2. 제2차 사할린 교포 단체 모국방문 추진(1989.12.15.~29. 대한적십자사 주관)
●

규모: 사할린 교포 1세 23명 및 소련 측 인솔자 2명

●

방문경로: 사할린-니가타-서울 왕복

●

경비부담: 사할린-니가타 항공료는 본인부담, 니가타-서울 항공료 및 일본 체재비는 일본 측
부담, 국내체재비 및 행사경비는 한국 측 부담

●

입국관계: 주나호드카 일본총영사관에서 일본 경유사증 발급 및 주니가타총영사관에서 한국
입국사증 발급 등

3. 향후 사할린 교포 단체 모국방문 정기화 추진
●

한･일본 적십자사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30~40명 규모의 연간 계속사업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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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 미주지역 한인체전 관련 분규에 관한 내용임.
1. 분규 내용
●

2개 단체가 1989년 중순 동일 명칭의 별도 체전 개최계획을 발표, 참가유치 경쟁으로 교포사회의
분열 조장

●

재미대한체육회는 6.27.~28. 라스베이거스체전 개최 추진

●

재미체육총연합회는 7.2.~3. 필라델피아체전 개최 추진

- 체육부 및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정통성 있는 단체로서 개최권 주장
- 제4회 샌프란시스코체전 시 지역체육회장단의 결정에 따른 개최권 주장

2. 분규 수습 노력
●

1989.4.26. 주미국대사, 분규수습 대책 건의
- 단일체전 개최 조건으로 정부후원 및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참가권 부여

●

1989.4.27. 외무부, 체육부에 주미국대사 건의 검토 요청

●

1989.5.11. 체육부 및 대한체육회, 외무부에 미주지역 한인체전에 대한 공식입장 통보
- 한인체전 정부보조금은 대한체육회의 재미국 지부인 재미대한체육회에 보조

●

1989.5.17. 주뉴욕총영사, 필라델피아체전을 한민족체육대회 참가 선수 선발을 위한 공식행사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건의

●

1989.5.30. 체육부, 관계기관 회의 개최

●

1989.5.31. 주미국대사, 분규수습 대책 건의
- 양 단체 계획대로 별도 체전 개최
- 양 체전에 경기종목을 배분하여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선수선발권 부여 등

●

1989.6.29.~7.8. 김종렬 대한체육회장, 미국을 방문하여 재미교포 체육인들의 화합 추진

3. 미주한인체육대회 개최
●

제5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가 1989.6.27. 라스베이거스에서 주LA총영사, LA한인회장, 전미주지역
대표선수 등 1,170명 참석하에 개막

●

6.28.까지 16개 종목의 경기가 8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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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참가 분규
●

재미대한체육계와 재미체육총연합회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에 차질을 초래

●

재미대한체육회 측은 효율적 선수선발보다는 자파세력 확보에 치중, 체육계의 분열 가속화 초래

●

체육부는 1989.7.18.자로 해외공관별 선수선발인원 및 지침을 통보
- 재미동포 배정인원: 총 200명(선수단 146명, 가무단 20명, 임원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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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48

세계 한민족 체육대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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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개최된 세계한민족체육대회와 관련된 내용임.
1.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참가조사를 위한 소련출장
●

출장자
- 오지철 체육부 과장 등

●

출장기간
- 1989.3.14.~20.

●

협의내용
- 소련 거주 한인동포 참가문제
- 한･소련 체육교류

●

성과
- 소련 거주 한인동포의 한민족체육대회 참가에 대한 소련 측 협조 및 한인동포의 방한 열망 확인

2.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참가추진을 위한 소련출장
●

출장 기간 및 지역

●

출장자

●

활동내용
- 소련 동포 한민족체육대회 참가 합의

- 1989.8.2.~10. 모스크바, 타슈켄트, 알마티
- 최만립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오지철 체육부 해외협력담당관

- 소련 동포 참가규모 확정(총143명): 선수단(72명), 지식인 그룹(28명), 예술단(43명)
- 한･소련 체육교류 협의: 한･소련 NOC(국가올림픽위원회) 간 체육교류협정 가서명, 소련 코치
방한 초청 등

3. 세계한민족체육대회 개요
●

기간
- 1989.9.26.~10.3.

●

대회종목
- 올림픽 종목: 육상, 수영, 배구,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 민속경기: 씨름, 그네타기, 널뛰기, 활쏘기, 줄다리기, 연날리기

●

개최장소
- 개회식(수원공설운동장), 경기(올림픽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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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49

조총련계 동포 개별 입국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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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계 동포의 방한과 관련된 내용임.
1. 해외동포의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

1988.7월 대통령 특별선언 후속조치로서 발표

●

주요 내용
- 해외거주 영주권 소지자, 준영주권 소지자의 북한 방문 허용 및 해외거주 북한 국적 동포
한국 방문 보장

1550

- 공산세계 거주동포의 한국 방문 보장
- 남북한 방문 해외동포의 신변보장 관련 남북한 관계당국 간 협의를 북한에 제의
- 북한에 대해 해외동포의 방문 허용을 위한 상응조치 촉구
- 북한 방문 동포의 거주지 관할 공관에 신고 당부

2. 재일조총련계 동포 한국 방문
●

현황
- 7･7 대통령 특별선언 후속조치로서 북한여권 소지자 및 재일조총련계 동포에 대해 여행
증명서 발급

●

절차 및 문제점
-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계획은 외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협의 처리
- 7･7 선언의 취지에 비추어 일반 계층의 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입국 허용 필요성

3. 조총련계 동포 개별모국방문 허가문제
●

1989.4.6. 아이치현 거주 조선적 동포 5명이 모국 방문을 신청

●

7･7 선언의 정신에 따라 재일조총련계 동포의 개별입국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수렴

●

5.16.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

4. 조총련계 동포 방한 조치
●

일본 중･고교 수학여행단을 포함한 조선 국적 학생의 입국허가 지침을 주일본지역 공관에
하달(1989.8.14.)

●

제4회 재일동포 불교도 모국방문단(1989.10.23.∼27.)에 여행증명서 발급 등

89-1450

조총련 동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07 / 8 / 1-116

1989년 중 조총련의 주요 동향임.
1. 조총련 시위
●

조총련계 학생 70여명이 7.20. 조총련 삿포로지방 본부를 출발, 3.5Km 행진하고 해산
- 경찰의 호위 속에 문익환 목사 석방, 남북회담 재개 등 구호를 외침.

●

조총련계 학생 100여명이 7.27. 임수경 지지 집회를 삿포로 시민회관에서 개최하고, 시내
중심가에서 행진
1551

2. 조총련 가극단 공연
●

조총련 금강산 가극단이 1989.9.6.∼9.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공연
- 동 공연은 1부 무용, 2부 노래로 구성됨.

3. 9.9절 행사
●

조총련은 9.9절 행사를 동오사카 시민회관에서 개최(9.9.)
- 동 행사에는 조총련 중앙부위원장, 오사카 노동자 대표 4명 등이 참석함.
- 기념식 후 오사카 조총련 금강산가극단의 공연이 진행됨.

4. 조총련 부의장 기자회견
●

박재로 조총련 부의장은 11.29.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 80명을 초청, 기자회견을 개최

●

기자회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파친코 스캔들 관련, 조총련 및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대적 태도의 부당성을 지적함.
- 일본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비난함.
- 한반도 통일정책과 관련 북한의 정책을 선전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함.

89-1451

IOM(국제이민기구) 집행위원회, 제75차. Geneva,
1989.5.23.-2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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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5.23.~24.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5차 ICM(정부간이민위원회) 집행
위원회에 박영우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집행위원국 9개국
- 아르헨티나, 벨기에, 엘살바도르, 이탈리아, 나카라과, 페루,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

●

기타 회원국은 옵서버참가

1552

2. 주요 의제
●

1988년도 기구활동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및 재정보고

●

1989년도 사업 및 예산 개정

●

규칙 개정
- 재정규칙 및 직원복무규정

●

예산 및 재정 소위원회 제기 문제

3. 주요 회의결과
●

사무국의 정책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조정

●

전산화를 통한 업무능률화 방안

●

연구세미나 등의 일원화

●

재정의 효율적 운용

●

WHO(세계보건기구), UNHCR(유엔난민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4. ICM 개요
●

설립 연혁
- 1951.12.5. 브뤼셀에서 16개국 정부가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Movement
of Migrant from Europe’ 창설
- 1954.11.30. 헌장 발효
- 1980.11.20. 현재의 기구 명칭으로 개정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Migrant)

●

회원국
- 1989.5월 현재 35개국 정부가 가입
- 한국은 1988.11.29. 가입

●

목적 및 기능
- 이민 접수국과 송출국의 특정수요에 응해 질서있는 계획이주 추진
- 난민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난민의 송출 및 정착 추진
- 개도국의 경제, 사회,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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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52

Kottek, Alfred ICM(정부간이민위원회) 홍콩 지부장 방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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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 Kottek ICM(정부간이민위원회) 홍콩 사무소장이 1989.6.12.~15. 방한함.
1. 방한 목적
●

ICM 서울사무소 개설문제 및 이민관련 업무협의

2.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면담 (6.14.)
●

1554

Kottek 소장 언급내용
- ICM 서울사무소 설치는 대중남미 이주 프로그램, 대개도국 전문가 이주 주선 및 난민이주
지원 등의 효과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봄.
- 사무소 설치 및 운영경비는, 한국 정부의 자발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이민 알선에 부수되는
항공료 할인수수료 등으로 자체 조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

김항경 영사교민국장 언급내용
- 서울사무소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으나 경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어려움.
- 88 서울올림픽 이후 해외이주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역이주가 증가되고 있음.
- 국내 해외이주 알선 업무는 4개의 민간업체가 소정의 영리를 추구하면서 수행하고 있어, ICM
서울사무소가 개설될 경우 상기 민간업체들과 경합하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
- 상기 사정을 고려, 우선 홍콩주재 사무소에서 한국 관련 사항을 담당하면서 앞으로 설치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방법일 것임.

89-1453

브라질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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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 정부는 1988.10월 아래 요지의 불법체류 외국인 임시등록에 관한 조치를 시행함
(주상파울루총영사, 주브라질대사 보고).
●

신청자격자
- 1988.7.1. 이전까지 입국 후 체류하는 불법체류자

●

조치 내용
- 특별신분증 교부
- 2년간 임시체류자격 부여

●

조치에 따른 효력
- 국내 영리활동 종사
- 거주이전의 자유
- 각급 학교의 입학, 등록, 수학
- 해당자에 영주권 교부

●

기간
- 조치 공포 후 120일 이내에 법무성 책임하에 등록

●

연장
- 2년 기간 종료 전 90일 이내에 2년 연장가능

●

영주권 교부
- 최초 2년 또는 연장기간 중 교부
- 교부되지 않거나 2년 후 기각되는 경우 등록은 취소

2 1989.2.1. 브라질 불법체류자 등록 마감 결과는 아래와 같음(주상파울루총영사 보고).
●

총 등록자 수: 25,712명
- 당초의 예상 20만 명에 크게 못미침

●

한국 교포 등록자 수: 약 3000명 추정
- 한인회 일괄 접수분: 1719명
- 여행사 대행분: 700명
- 개인 직접 접수분: 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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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54

칠레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남미과/재외국민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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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1986.5.12. Villagran 칠레 내무성 이민국장은 주칠레대사에게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함.
●

칠레 정부에서는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을 사문화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함.

2. 1986.12.2. 주칠레대사관과 칠레 외무성은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실무자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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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측 언급 내용
-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이 일부 한국인에 의해 장기비자로 악용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계속
잔류하는 등 타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사증면제협정의 목적은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상공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데 있으나,
제3국으로부터 한국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칠레 보안당국이 우려하고 있음.
-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처리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비난 대상이 되고 있음.

●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 한국 측이 제시한 일반여권에 대한 비자면제협정의 정지에 대해 칠레 측은 즉각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협의를 희망해 옴.

3. 1987.7.11.2. 주칠레대사는 Cardemil 칠레 내무차관을 면담하고 불법체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함.
●

Cardemil 차관은 긍정적 해결을 위한 원칙적 정책결정을 보았으며, 금년 내에 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함.

●

주칠레대사관은 불법체류자 구제 및 체류여권소지자에 대한 5년 장기체류권 갱신허가를 위해
외무성과 수차례 실무회담을 가짐.
- 불법체류자 150세대, 장기체류권 갱신신청 120세대에 대한 구제를 요청함.

4. 1987.12.18. 주칠레대사는 한･칠레 사증면제협정이 1988.1.1. 폐기됨을 보고함.
●

협정 폐기 전인 금년 말까지 무작정 이주를 희망하는 한국인의 칠레 입국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건의함.

5. 1989.11.3. 칠레 정부는 한국인 158명에 대하여 영주권을, 25명에 대하여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칠레대사관에 통보해 옴.
●

동 조치로 오랜 현안이었던 한국인 체류자격 문제가 일단락됨.

89-1455

재일본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117차, 1989.3.1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19-107 / 14 / 1-132

제117차 재일본한국인의 강제송환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법무성은 1989.1월 제117차 강제송환 일정을 한국 측에 제시함.
●

영사면접: 1989.2.1.

●

예비협의(법무성 절충): 1989.2.17.

●

본 협의(외무성 절충): 1989.3.2.

●

강제송환 집행: 1989.3.16.
1557

2. 배우곤 주일본대사관 영사는 1989.2.10. 오무라수용소에서 제117차 강제송환대상자 59명 중
45명을 면접함.
●

협정영주권자: 대상자 11명 중 10명은 가석방 중이고 나머지 1명은 일본잔류 희망

●

불법입국자 및 체류자: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잔류희망자 6명

3. 배우곤 영사는 1989.2.17. 예비협의에서 협정영주권자 전원의 인수를 거부하고, 기타 불법입국자
및 체류자 41명의 인수에는 동의함.
4. 양측은 1989.3.2. 본 협의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협의대상자: 추가 대상자 25명을 포함 84명

●

협정영주권 해당자: 11명 전원은 금번 송환보류

●

기타 불법입국자 및 체류자: 66명 송환

●

강제송환 일정: 3.16. 김해공항으로 송환

89-1456

재일본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118차, 1989.8.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19-107 / 15 / 1-194

제118차 재일본한국인의 강제송환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법무성은 1989.1월 제118차 강제송환 일정을 한국 측에 제시함.
●

영사면접: 1989.6.23.

●

예비협의(법무성 절충): 1989.6.30.

●

본 협의(외무성 절충): 1989.7.14.

●

강제송환 집행: 1989.8.2.

1558

2. 배우곤 주일본대사관 영사는 1989.6.23. 오무라수용소에서 제118차 강제송환대상자 63명을 면접함.
●

면접대상자 63명 전원이 조기귀국 희망

3. 양측은 1989.7.14. 본 협의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협의대상자: 추가대상자 24명을 포함 113명

●

송환보류대상자: 협정영주권 해당자 16명은 금번 송환에서 보류

●

불법입국자 및 체류자: 97명 송환

●

강제송환 일정: 8.2. 김해공항으로 송환

4. 배우곤 영사는 1989.10.26. 오무라수용소에서 강제송환대상자 23명을 별도 면접함.
●

조기 자비귀국을 희망하는 22명을 접수하여 11.26. 김포공항으로 송환함.

89-1457

대한항공기(KAL) 803기 리비아 추락 사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9-107 / 16 / 1-145

1. 대한항공 KE803기가 1989.7.27. 07:05경 트리폴리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동남쪽
활주로 1km 지점에서 지면과 충돌, 항공기 기체가 전파되어 탑승자 중 78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당함.
●

정부는 교통부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한항공 측의 사후수습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함.

2. Clark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대리는 1989.7.27. 주미국대사에게 대한항공 사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한국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이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힘.
3. 외무부는 1989.7.28. 주일본대사관에 일본인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심심한 조의 또는 위로를 표명하도록 지시함.
4. 던롭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989.7.28. 정태익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미국의 NTSB(국립교통
안전위원회)가 사고원인조사단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고 미국과 리비아 관계로 인하여
미국조사단의 리비아 입국이 어려울 경우 한국 측이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5.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9.8.3. 교통부에 블랙박스 해독을 위한 리비아조사단의 미국입국 비자발급이
가능함을 통보하면서 사전절차 상 비자신청 예정자들에 대한 신상･여권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함.

1559

89-1458

스리랑카 진출 경남기업(주) 한국 근로자 피습사건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107 / 17 / 1-94

1988~89년 중 스리랑카에서의 한국기업 등에 대한 테러 및 테러위협과 관련된 내용임.
1. 한국 근로자 피습사건
●

일자 및 장소
- 1989.11.23., 콜롬보 북동 150Km지점 경남기업 공사현장

●

경위
- 1989.11.23. 새벽 인민해방전선 소속으로 보이는 무장괴한 수십 명이 공사장 캠프에 침입,

1560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몰아낸 뒤 건물 및 공사장비에 방화함.
- 이 과정에서 토목대리 최준희(32세)가 사망하고 차량 및 장비 손실이 발생함.
- 동 사건 후 현장 직원 및 기능공 19명은 콜롬보로 대피하고, 공사현장은 군경이 경비함.
●

주스리랑카대사관 조치사항
- 11.29. 주스리랑카대사관은 재외국민 비상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12.6. 주스리랑카대사는 스리랑카 외무부장관을 면담, 한국투자업체 직원의 안전을 위한
스리랑카 정부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설명함.

2. 한국 기업에 대한 테러위협
●

1988.3.29. 스리랑카 중동부지역 경남기업 현장은 작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접수함.
- 주스리랑카대사관은 한국근로자의 안전과 장비 등 재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스리랑카 정부에
요청함.

●

7.27. 총을 든 테러요원 5명이 경남기업의 장비 계류장에 작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전하고 협박함.

3. 주스리랑카대사관에 대한 테러위협
●

1988.4.30. 오토바이에 탑승한 신원미상의 괴한이 공항에서 콜롬보로 귀환하는 공관장 차량에
총을 겨누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함.

●

10.10. 주스리랑카대사관은 ‘대사관은 떠나라’는 협박 전화를 접수함.

89-1459

일본인 이또 나리히꼬(伊藤成彦) 입국 불허 사건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08 / 4 / 1-17

1. 1988.6월 일본 중앙대 교수 이토 나리히코의 입국이 김포공항에서 불허되자, 이에 대한 일본
외무성 측의 문의가 있었음.
●

동인은 친북단체(조자통)의 주요 구성원으로 출입국관리법에 입국금지자로 등재되어 있음.

2. 일본 평민당 측은 1989.3월 외무부에 동인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을 요청함.
●

외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감안, 동인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가 곤란함을 평민당 측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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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60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8 / 5 / 1-83

본 문서철에는 재외공관 국유화사업과 관련된 아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198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2.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이전 관련 보고전문 등

1562

89-1461

주바레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전2권 (V.1 1979-82)
생산연도

1979-1984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8 / 6 / 1-278

1. 주바레인대사관은 1979년 이래 대사관 청사 및 관저의 신축을 건의함.
●

바레인이 중동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현지의 건물임차료 증대

●

바레인의 새로운 외교단지 조성으로 인근 지가의 10%선에서 저렴한 토지 분양

2. 외무부는 1982.4월 실사단 파견 등을 통해 청사 및 관저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함.
●

청사 및 관저부지 3,201평방미터(약 365,915달러 상당)

3. 청사 및 관저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계약이 1982.9월 체결되고 기본설계가 1982.11월 승인됨.

1563

89-1462

주바레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전2권 (V.2 1983-84)
생산연도

1979-1984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8 / 7 / 1-329

1. 주바레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1983.5월)이 두 차례 유찰되어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됨.
●

유효 입찰자 미달(1개 업체만 응찰)로 두 차례 유찰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유일하게 응찰한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추진

2. 현대건설과의 시공계약이 1983.7월 체결됨.

1564

●

계약금: 2,570,000달러

●

공사기간: 300일

3. 주바레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공사가 1983.9월 시작되어 1984.6월 완료됨.

89-1463

주버마(미얀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교환 문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8 / 8 / 1-19

1. 미얀마(구 버마) 신정부는 1989.1월 주미얀마대사에게 주한 미얀마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주한 미얀마대사관 청사 및 관저용 토지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용
토지를 등가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한국대사관 청사는 한국이 구입하였으나 미얀마 혁명정부는 외국 정부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사관저는 임차하여 사용 중임.

2. 상기 미얀마 측의 제안에 대해 외무부는 주한 미얀마상주공관 개설 과정에서의 미얀마 측 입장
및 미얀마 정세 추이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검토하기로 함.
●

미얀마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 정부는 공관사용 목적인 경우
외무장관의 허가에 따라 사실상 소유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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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64

주브루나이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검토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8 / 9 / 1-67

1. 브루나이 정부는 1984년부터 주브루나이 외국공관 및 외교관들의 극심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단지를 조성하여 분양(999년 간 장기임차 형식)할 계획을 수립함.
●

주브루나이대사가 상기 분양 추첨에 참가하여 기득권을 확보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분양추첨 참가를 지시함.

2. 주브루나이대사관은 1989.6월 브루나이 외교단지조성 완료에 따라 한국에 할당된 부지(3에이커)를
임차신청을 통해 확보함.
1566

●

주브루나이대사는 추후 관저, 청사, 직원주택 순으로 신축을 추진할 것을 건의함.

89-1465

주가봉대사관 청사, 관저, 직원주택 신축. 전2권
(V.1 1984-86.8)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8 / 10 / 1-158

1. 외무부는 1985.9.16. 주가봉대사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신축 기본설계서를 승인한다고 주가봉
대사관에 통보함.
2. 주가봉대사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신축 기본설계 도면은 1986.6월과 7월 2차에 걸쳐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임시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필한 바, 외무부는 1986.7.28. 재산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한다고 주가봉대사관에 통보함.
●

규모
- 청사: 291평
- 관저: 221평
- 직원주택(3세대): 159평

●

신축비 예산
- 3,811,500달러

●

기본 설계도면 및 건물구조

1567

89-1466

주가봉대사관 청사, 관저, 직원주택 신축. 전2권
(V.2 1986.9월-1989)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8 / 11 / 1-203

1. 주가봉대사관은 외무부 본부의 신축공사 수의계약 체결승인(1986.11월)에 따라 1986.12.12.
럭키개발과 대사관 신축공사(청사, 관저, 직원주택)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액
- 3,755,257달러

●

신축규모
- 대지: 1,818평
- 건평: 743(청사 291평, 관저 221평, 직원주택 159평, 기타 7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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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일: 1987.2.1.

2. 주가봉대사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신축공사가 1988.3.30.자로 완공됨.
●

1988.2월 청사 및 관저 이전

●

1988.3월 직원주택 이전

3. 주가봉대사관 신축 공관･관저 개관식이 1988.8.1. 개최됨.
●

동 개관식 및 리셉션에는 주가봉대사, 외무부 기획관리실장 등 한국 측 인사와 가봉 체육장관･대통령
고문･수상 고문을 비롯한 가봉 정부인사, 외교단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함.

89-1467

주로마교황청대사관 청사 및 관저 매입
생산연도

1981-1983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8 / 12 / 1-236

1. 주로마교황청대사관이 청사 및 관저로 임차 사용 중인 건물의 소유주가 1981.1월 동 건물을
매각할 계획임을 통보하면서, 동 건물을 한국 정부가 구입하기를 희망함.
●

외무부는 동 매입이 해당년도 국유화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가격 조정 등을 통해
동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함.
- 초기 제안가 100만 달러가 75만 달러로 조정됨.
- 동 건물의 감정가치는 120만 달러 정도임.
- 매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는 102만 달러임.
1569

2. 동 건물의 등기이전 신청서가 1983.5월 접수되어 한국 정부의 소유권이 인정됨.

89-1468

주Bagdad(이라크)총영사관 부지 매입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8 / 13 / 1-296

1. 한･이라크 공관부지 교환협정이 1987.6.22. 바그다드에서 주바그다드총영사와 Widad Ajam
이라크 외무부 의전장 간에 서명됨.
●

동 협정은 1987.8.17.자로 발효됨.

2. 상기 협정 발효에 따라, 이라크 외무부는 1987.8.18.자 공한으로 한국 소유 공관부지(3,187.50평방
미터)의 등기문서를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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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는 상기 협정에 따라 1988.10.14. 종로구 구기동 소재 부지(3,648평방미터)를 이라크
공화국 명의로 등기이전을 필함.
4.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9.11월 한국공관 신축시기는 바그다드 내 타공관의 신축여부를
보아가며 결정할 것을 건의함.
●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외교단지 내 정지작업 및 상하수도시설 미비 등을 감안 시 1~2년 내에는
건물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89-1469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8 / 14 / 1-294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청사 및 관저의 신축에 관한 내용임.
1. 사업개요
●

실질적인 정부의 신규예산 지원없이 현 청사 매각 대금으로 청사 및 관저 신축 및 직원주택 확보
- 현 청사 매각대금으로 신축부지 구입
- 매각대금 사용 잔액으로 청사 및 관저 신축
- 설계단계에서부터 조달청이 일괄 대행
1571

2. 사업추진 경과
●

1988.2월 청사 및 관저 신축부지 매입

●

1988.11월 직원주택 7세대분 구입

●

1989.3월 청사 및 관저 신축 착공

3. 신청사 현황 (구청사 대비)
●

토지 면적
- 1,514평(96평)

●

건평

●

가격

- 605평(200평)
- 관저포함 17억 5천만 엔(18억 1천만 엔)

89-1470

주모리타니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검토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9 / 1 / 1-225

1. 외무부는 1986.7.28. 주모리타니아대사관 신축 설계 및 감리용역 수의계약 체결을 원안대로
승인함.
2. 외무부는 1987.7.22. 주모리타니아대사관에 동 대사관 건의대로 청사규모를 30% 축소, 재설계
하여 본부 승인을 신청하도록 지시함.
3. 외무부는 1987.9.23. 주모리타니아대사관에 현 임차청사 및 관저 사용에 큰 불편이 없고 현지
1572

주택 사정이 임차에 문제가 없다고 전망되면 동 대사관 신축계획을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하면서, 공관 신축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4. 외무부는 1987.12.30. 주모리타니아대사관에 외무부 본부에 적정기구와 전문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동 대사관 신축사업을 보류한다고 통보함.

89-1471

주프랑스대사관 청사 증･개축 검토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9 / 2 / 1-192

1. 주프랑스대사관은 1986년 대사관 청사의 단계적인 대수선을 건의함.
●

1987년도 예산으로 50만 달러 사용이 가능하게 됨.

2. 주프랑스대사관은 1989.2월 대사관 청사의 대수선 계획안을 건의함.
●

노후된 건물이어서 보안, 건축 상 문제로 소수선으로는 곤란하며 대수선이 필요함.

●

프랑스 회사 등의 조언 등을 거쳐 3개 방안을 제시함.

3.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관의 건의를 검토하여 3개안 중 절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절충안의 대수선 예산은 330만 달러임.

1573

89-1472

주홍콩총영사관 청사 매입. 전2권 (V.1 1986.1-4)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9 / 3 / 1-206

1. 1985.5월 홍콩 지위에 관한 영국･중국 협정이 타결된 이후 홍콩 지위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985.12월 주홍콩총영사관은 동 공관의 대중국
외교 중요성 및 부동산 상승 등을 감안하여 청사 매입을 건의함.
2. 1986.2월 외무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청사 매입을 결정하고, 매입 대상으로 부지보다는 건물
매입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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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는 소유권이 불인정되고, 건물을 신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건물은 소유권 제한이 없어 미국, 일본 등도 건물형태로 소유

3. 주홍콩총영사관은 50층 건물의 5~6층을 매입을 건의함.
●

약 600평, 610만 달러

89-1473

주홍콩총영사관 청사 매입. 전2권 (V.2 1986.5-89.1)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9 / 4 / 1-236

1. 외무부는 1986.9월 주홍콩총영사관 청사구입 관련 가서명 계약서안을 검토함.
●

권리양도와 관련된 법적 하자 유무

●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법적권리 내용 및 기간

●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는 1997년 이후 권리보장문제 등

2. 외무부는 1986.9.22. 청사 매입을 승인하고, 건물구입에 따른 계약금 497,631달러를 배정함.
●

영국･중국 협정에 의거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는 1997.7.1. 이후 2047.6.30.까지 구입대상
건물에 대한 권리보장에 문제점 없음.

●

2047.6.30. 이후 동 건물에 대한 한국의 권리보장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홍콩 기본정책
변화 추이 및 당시의 한･중국 관계 등에 영향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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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74

주미국대사관 통합 청사 및 신축용 부지 매입 추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9 / 5 / 1-284

1. 주미국대사관은 당초 주미국대사관은 청사용 건물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적정 건물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1988.6월 통합청사용 건물 매입과 청사신축 방안의 병행 추진을 건의함.
2. 주미국대사관의 구입검토 부지가 국무부와 근접하여 동 대사관이 국무부에 검토대지 구입
가능여부를 문의한데 대해 국무부는 1988.8.19.자 공한으로 원칙적인 동의를 전달하면서도,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과 일정을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1576

3. 외무부는 1988.12월 주미국대사관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승인함.
●

위치 : Virginia Ave.

●

규모 : 대지 597평, 건물 1,470평(8층 건물)

4. 1988.12.31. 주미국대사관은 부지 소유주와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않음.
●
●

1989.2.24. 부지 소유주와 타원매자 간 계약 체결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문제 해결 없이 국무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에 주지

5. 1989.10월 주미국대사관은 정부의 승인으로 주캐나다대사관 무관부 건물 입찰에 응찰함.

89-1475

주카나다대사관 공사 관저 매각 검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9 / 6 / 1-22

1. 1989.10월 주캐나다대사관은 공사 관저 교체를 건의함.
●

현 주택을 매각, 약 50만 달러 추가지원으로 신주택 매입

2. 1989.12월 본부는 주캐나다대사관 공사 관저 교체 건은 선매각 후매입 원칙에 따라 현 주택 연내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동 건을 추진 보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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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76

주휴스턴총영사관 관저 매입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9 / 7 / 1-172

1. 주휴스턴총영사관이 1985.3월 관저 구입 및 사무실 확보를 건의한데 대해 외무부는 국유화사업
예산사정 등으로 관저 매입은 추진 불가하나 사무실 추가 임차는 승인함을 통보함.
2. 1987.7월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현재 임차하고 있는 관저의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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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 규모에 적합한 청사용 적정건물 부재

●

현 임차 건물의 시설 및 관리, 교통 및 접근 편의성, 1990년까지 장기 임차계약 등

3. 외무부는 1989.4월 주휴스턴총영사 관저 건물 매입을 승인함.
●

1989.5.25. 미 국무부 허가 득

89-1477

재독 한국과학기술자협회 및 재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관
확보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9 / 8 / 1-89

1. 1987.3월 과학기술처는 재독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구 재구라파 한국과학기술자연합회) 회관
및 재일 한국과학기술자 협회 회관 확보 예정이며, 동 회관 확보시 소유권을 국유(재외공관 소유)로
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과학기술처 문의 관련 해당 재외공관에 의견을 조회 후 1989.4월 과학기술처에 아래와
같이 회신함.
●

도쿄에 건립을 검토한 재일본 과기협 회관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 지원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로 운영비 등을 충당

●

재독일 과기협 회관은 정보보조금으로 구입할 경우, 협회로 하여금 뮌헨지역에 적정 건물을 물색
하게 하고 협회가 해체될 경우를 고려하여 소유권은 국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

3. 재독일 과기협 측은 회관 소유권을 대사관 명의(국유)로 등기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간단체
명의로 할 것을 희망함으로써, 과학기술처는 동 소유권을 한국과학재단 명의로 할 것을 지시함.
4. 재독일 과기협 측은 1987.12월 한국과학재단 명의로 회관을 취득하고 등기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과기협 명의로 매입을 완료한 이후 한국과학재단 명의
이전을 지연시켜 옴.
5. 1989.5월 과학기술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외무부에 전달하면서 의견을 문의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설립취지 및 현지 사정 등을 고려, 과학기술처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임.

●

협회 해체시 재산손실을 막고 소유권의 항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 단체 해체시 재산을 정부로
귀속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한국 정부와 동 협회 간에 ‘해체시 동 재산을 한국 정부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 후 공증하고 등기부등본에 동 규정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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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78

주유엔대표부 관저 개축 검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09 / 9 / 1-11

1. 1989.4월 주유엔대표부는 관저 개축공사 계획을 외무부에 건의함.
●

100년 된 노후 건물로 1980.1.16. 유엔대표부가 구입한 이래 수차에 걸친 누수피해 복구공사,
방수공사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보수공사가 절실

2. 1989.5월 외무부는 주유엔대표부 관저 개축공사는 동 사업이 1989년도 계획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추진을 위한 설계계약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함.
1580

89-1479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파키스탄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109 / 10 / 1-37

1. 북한의 파키스탄 주재 무관 파견설
주파키스탄대사는 외교단으로부터 북한이 소장급 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
1983.12.22. 보고
● 파키스탄 외무부 차관보는 중국 주재 파키스탄 무관이 북한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북한 무관
파견 제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였다고 외교단 인사가 전언
● 주파키스탄대사는 외무부 차관보의 언급대로 파키스탄 정부가 오래전에 무관 접수를 결정
하였다면, 북한의 무관 미파견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 차관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

2. 북한 무관 파견 저지
외무부는 일차적으로 북한 무관 접수 거부를 목표로 노력하고, 접수 동의하였더라도 접수에
필요한 세부절차 지연을 통하여 보류시키도록 1983.12.21. 대사관에 훈령
● 주파키스탄대사는 외무부 동아태국장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상주 무관파견 및 파키스탄
정부의 접수 동의설은 북경 주재 북한 무관의 파키스탄 방문설이 와전된 것이라고 보고
● 대사는 1984.1.1. 대통령 비서실장 예방 시 북한 무관 파견 등 관련 입장을 설명
●

3. 무관 파견 필요성 검토 및 추진
주파키스탄대사는 파키스탄에서의 북한의 책동 저지 필요, 파키스탄의 전략적 위치, 한･
파키스탄 양국간 방산협력 가능성 등 감안, 무관 파견을 건의
● 외무부는 한국 측이 무관 파견 제의 시에 파키스탄 측이 동의 지연 또는 거부 가능성 대비,
먼저 파키스탄 측의 동의를 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우리 입장 설명 및 반응 타진 등을
1983.12.30. 대사관에 지시
● 국방부는 상주 무관부 신설을 추진 검토한다고 하면서 주재국 동의 등 의견을 1984.4.20. 문의
● 주파키스탄대사는 상주 무관 파견 관련 의견을 5.19. 보고
- 북한 무관 파견도 예상되나 주재국의 공산권 무관에 대한 특별사찰 감안시 북한 무관의 행동 제약
- 인도에 무관을 파견하지 않는 것은 인도 측 사정이므로 인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
● 동 대사는 6.6. Aide-Memoire를 주재국 외무부에 제출, 무관 파견에 대한 의견을 타진
- 파키스탄 외무부는 8.30. 구술서에서 관계당국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
● 외무부는 무관부 신설에 이의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그 추진시기는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를 고려,
한국장교의 인도 국방대학원 등 수학 개시 이후를 권고
● 합참본부장 일행의 1988.3. 파키스탄 방문 시 국방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상주무관 파견 결정을
파키스탄 국방차관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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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80

페루의 대한국 정책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110 / 2 / 1-21

1. 페루 외무부의 1983년도 대한국 관계증진 방침
●

국방부는 1983.2.18.자 무관의 첩보 보고서 “페루의 대한국관계 강화 방침”을 외무부에 송부

●

페루 외무부 작성, 대한국 관계 강화 방안 요지
- 외무장관 방한과 혼성위원회 창설
- 주한대사대리를 대사급으로 승진
- 동아시아에서의 칠레 무관 활동파악을 위한 페루 무관 파견
- 경제차관보가 석유, 석탄 개발 및 군항 건설에 한국의 참여를 관련 부서와 협의
- 주한 페루대사관에 참사관 또는 1등서기관의 추가 보강

1582
●

주페루대사관은 페루 외무부 문서사본을 3.17. 외무부에 송부

2. 페루 제1야당의 대한반도 정책
●

주페루대사관은 제1야당 APRA 당권파 핵심인사 중 일인인 C. Roca 하원의원을 통하여 야당의
한반도 입장을 1984.5.18. 청취

●

제1야당 인사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의견
- 한국과의 일방적 외교관계 유지는 보편주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APRA 집권 시 북한과의
외교관계수립 추진
- 대북한 수교 이후에도 대한국 기존우호관계 유지, 발전 희망
- 대북한 관계수립으로 한국의 거부반응이 예상되나, 시간의 경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

●

대사관은 상기 발언이 APRA당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려우나, 당 사무총장 등 일부 인사의
대북한 친밀도, 북한의 1985년도 총선 재정지원설 등 감안 시, 소장 당권파의 입장으로 평가

●

대사관의 대책 보고
- APRA당 소장 당권파 접촉 자제 및 원로와 지도급 인사 접촉강화를 통한 우회 설득과 방한
초청
- 원로 상원의원 지원
- 언론 캠페인을 통한 대북한 부정적 인식 제고
- 군부인사 및 노조 접촉 강화

89-1481

한･인도 관계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9-110 / 3 / 1-106

1. 한국 건설업체의 파키스탄 핵발전소 건설 참여 보도
●

Budhwar 인도 외무부 동아차관보는 1984.4.27. 일본대사관 리셉션에서 주인도대사관 신
공사에게 한국 건설업체의 파키스탄 핵발전소 건설사업 참여 용의 표명 언론 보도와 관련, 동
보도가 사실일 경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

●

외무부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4.30. 주인도대사에게 통보. 또한, 4.20. 한국 부총리는
파키스탄 기획개발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시 한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능력이 없음을 밝힌바 있음.

●

주인도대사는 5.2. 외무부 동아차관보를 면담, 설명한 바, 동 차관보는 해명에 사의를 표시

●

외무부 아주국장은 5.2. Ghose 주한 인도대사 면담시 언론보도내용이 사실무근임을 설명

2. Bhatnagar 인도 공업부차관 방한(1984.5.27.~31.)
●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유치 경위
- 1983.5월 제25차 APO 이사회 시 한국 개최 고려 표명
- 1983.8월 한국은 제26차 APO 회의 개최 수락

●

방한 목적: 제26차 APO 이사회 참석 및 전자, 컴퓨터, 자동차산업 시찰

●

주요 일정
5.29. 금성 컴퓨터공장, 금성 통신공장 시찰
5.30. 상공부차관 예방, 대우자동차, 중공업, 전자공장 시찰
5.31.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면담

3. 제6차 한･인도 민간 공동경제협의회 합동회의(1984.7.10., 서울)
●

참석자: Charat Ram 한･인도 공동경제협의회 인도측 위원장 등

●

논의사항
- 양국 업계의 합작투자 및 기술교류 증대 문제

4. 간디 수상 피살 조문
●

채문식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1984.11.2.∼6. 파견, 11.3. 장례식 참석

●

대통령의 라지브 간디 신임 수상 앞 11.8.자 조문 친서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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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82

한･중공 관계 개선.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110 / 10 / 1-160

1. 중국의 대한국 입장 관련 한국문제 전문가 견해
●

마이니치 서울지국장은 1984.1.12. 외무차관 예방 시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문제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

●

중국의 대한국 입장
- 1982년 가을 국회에서 중국과의 정치관계 발전을 시사하는 외무부장관의 발언으로 북한이
중국에 항의하여 중국 입장이 난처해짐.
- 한국이 정경분리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 일하는데 도움이 됨.
- 북한의 항의로 교역을 일시 중지시킨 일이 있으나 중국의 정식결정은 아님.

1584
●

중국･북한 관계
- 중국은 북한 승인 하에 행동
- 중국은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면서 현금으로 도와주고, 대한국 간접무역을 묵인 받음.

2. 한･중국 교류 관련 전인대 상무부위원장 언급
●

1984.2.29. 토츠카 일본 의원은 중국 옆비 전인대 상무부위원장과 면담 시 일본･중국 관계뿐
아니라 한･중국 관계의 촉진이 바람직함을 전제하고 한국의 대중국 관계개선 희망 및 4자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

●

옆비 부위원장은 국제행사에 한해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가 시작되며 한･중국 간의 상호 참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중국은 3자회담의 촉진 역할을 지지

3. 중국 민항기 납치범 처리 관련 중국 인사 발언
●

1984.5. 게이오대학 동북아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아태지역 주임은
박동진 전 외무부장관에게 민항기 납치법은 형사범죄자로서 정치범이 아니라고 언급

●

또, 납치범 문제가 잘못 처리되면 한･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납치범에 대해
최고형 언도 후 대만(구 중화민국)과 수교한 제3국 추방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4. 중국 고위인사 한반도 관계 발언
●

리펑 정무원 부의장은 1984.5.25. 수단 혁명기념일 행사 참석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3자회담을 환영하며 양체제를 유지하는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한다고 언급

●

호요방 당총서기는 1984.6월 방중한 마르코비치 유고슬라비아 의장에게 김일성과의 회담 요지를
설명하면서 북한은 대남공격 의도나 능력이 없으며 연방제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호요방 당총서기는 6.13. 일본경제신문 사장과의 면담 시 한반도 문제 관련 북한과 한국 간
중개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언급

89-1483

한･중공 관계 개선.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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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야자와 일본 전 외상의 1984.7월 방중 시 중국 인사의 한반도 관계 발언
●

오학겸 외교부장(7.4.)
- 북한은 남침의도와 능력이 없음.
- 남북한 통일은 고려연방제 방식으로 현재의 체제 유지를 바탕으로 실현
- 북한의 3자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은 없음.

●

호요방 당총서기(7.5.)
- 중국은 남북한의 상호접근을 위해 측면 지원할 용의
- 일방의 타방에 대한 병합을 불원
- 5월 방북 시 김일성은 대립을 중지하고 화해 지향을 표명

2. 조자양 수상의 한･중국 관계 발언
●

Anna Chennaul 미국 대통령실 수출위원회 부위원장은 1984.7.21.∼25.간 방중 시 수상,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

●

한･중국 관계 관련 조자양 수상은 중국은 한국과 현재 이상의 공식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으며,
한국 측이 제안한 남북한 양자회담은 일리가 있으나 3자회담은 미국의 개입으로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

3. 북한의 한･중국 간 인사교류 항의
●

강성산 북한 총리는 1984.8월 방중 시 조자양 수상과의 회담에서 한･중국 간 인사교류 관련
항의하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

중국은 북한의 불만에 대한 무마 조치로서 홍콩 사증발급사무소에 당분간 한국인에 대한 중국
입국허가서 발급을 중지하도록 지시

4. 중국 지도자의 한반도 문제 발언
●

등소평은 1984.10.11. 일본 공명당 방문단 면담 시 중국은 동맹인 북한의 정책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한중체육교류 지속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
- 또,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미국이 4자, 6자회담을 제안하지만 찬
성하지는 않는다고 함.

●

호요방 당총서기는 10.17. 이토 일본･중국 우호연맹회장 면담 시 한반도 긴장완화 등 관련 중국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주시하며 일본･북한 간 인적교류 촉진을 기대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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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84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1차. 경주, 1979.5.7.-8.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2-1979

생 산 과

북미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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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국 정책협의회 개최(1979.5.7.∼8., 경주) 사전준비에 관한 내용임.
1. 한･미국 정책협의회 개최 경위
●

외무부는 1972.1월 미국･일본 양국 외무당국 간 운영 중인 Policy Planning Staff Meeting
관련 의제, 구성 등 내용을 조사

●

외무부는 1972.1월 한･미국 외교실무자 정책협의회(가칭) 개최 방침을 결정

●

외무부는 정책협의회 개최를 미국 측에 제안하도록 1972.1.25. 주미국대사에게 교섭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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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1안(차관보급), 2안(구미국장)
- 개최 빈도: 연2회
- 성격: 세미나형식의 의견교환
●

Ranard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972.5.26. 의제가 실제적 문제로서 기존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가능하므로 별도의 협의체제 구성 필요성에 의문 표명

●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1978.7월 미국･일본 간 정책협의회와 유사한 한･미국 간 정책협의회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SCM(한미안보협의회의)보다는 하위의 실무협의기구로서 장기적인
정치문제를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
-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 표시

●

주미국대사는 1978.9.19. Anthony Lake 국무부 정책실장을 면담, 정책협의회 개최 문제에
관해 협의. 미국 측은 정치,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관해 장기적 안목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하면서 제1차 회의를 1979.3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2. 한･미국 정책협의회 개최 협의
●

L. Breckon 국무부 정책기획실 동아담당관은 1978.11.11. 미주국장과 정책협의회 개최 문제를 협의

●

협의 내용
- 회의시기: 1979.4월 초
- 기간: 5일간 협의회 참가 및 산업시찰
- 의제: 준비된 의제 토의
- 토의방식: 자유롭게 기록없이 토의
- 참석자: 미국 측 국무부 정책실장 등, 한국 측 정무차관보 등

3. 한･미국 정책협의회 개최(1979.5.7.∼8., 경주)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쌍용 정무차관보
- 미국 측: Anthony Lake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

주요 의제: 세계정세 전반,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정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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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방한, 1979.6.29.-7.1. 전11권
(V.7 정상회담 토의자료)
생산연도

1977-1979

생 산 과

북미/의전1/일본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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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6.29.∼7.1. 방한한 Jimmy Carter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토의자료 등에 관한 내용임.
1. 토의 내용
●

카터 대통령 방한 목적
- 양국간 상호 신뢰 확인 및 대한안보공약 준수 결의 재천명

●

한국의 기본입장
- 양국간의 전통우호협력관계 지속 발전
- 미국의 세계긴장완화정책 및 평화유지 노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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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 입장 등
●

정상회담 토의 의제 및 자료
- 국제 정세: 미국의 강대국 간 긴장완화 정책, 동맹국과의 협력관계, 세계경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등
- 한반도 정세 및 평화정착 문제: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무력적화통일 노력, 중국･소련의 북한
입장 지지, 남북한 대화 및 평화통일정책 등
- 한미안보협력: 한국군 방위력 증강 조치,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 한미공동방위협의체제 강화 등
- 한미통상 및 경제협력증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원자로 수출협력, 한･미국 간 원자력
평화이용을 위한 협정 개정 등
- 카터 대통령 방한 기념사업: 한･미국 우호위원회 설치 제의
- 인권문제

●

참고자료
- 방한 정부 발표문
- 방한 주요일정
- 미국의 주요 국내문제 등

2. 한･미국 정상회담 관련한 한･미국 경제각료회의 발언 요지
●

무역관계
-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 대미수입증대 문제
- 원자력발전소 7, 8호기 입찰 관련, 경제성 및 기술성 외에도 경제통상관계 등 요소 고려 결정

●

에너지협력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약 가입

- 한국 에너지개발을 위한 종합적 조사･연구사업에 미국의 협조를 요망
- MTN의 제반 비관세장벽협약 가입 문제 관련 기타 개도국과 협의 하에 검토

89-1486

Karamanlis 그리스 수상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9

생 산 과

남구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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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manlis 그리스 수상의 방한 추진 내용임.
1. 주 그리스대사는 1979.7.23. Karamanlis 그리스 수상의 중국(구 중공) 방문(1979.11월) 계기에
방한을 추진할 것을 건의함.
2. 동 건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방한 실적: 제기된 바 없음.

●

기대효과: 한국의 EC(구주공동체) 및 동구권 접근 지렛대

●

문제점: 한･터키 관계 악화 우려, 그리스 측 방한 의사 미확인

3. 본부는 1979.7.25. 동 수상 방한 추진은 본부 사정상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회시함.
4. 주 그리스대사는 1979.8.2. 아래 이유로 동 건 추진을 재건의함.
●

북한과 그리스 간의 수교 노력을 감안할 때, 북한이 동 수상의 중국 방문을 활용하여 국교수립을
종용할 가능성이 큼.

●

동 수상이 한반도 정세 및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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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87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 [유엔] 방문, 1979.9.24.-10.4. 전2권
(V.2 자료집)
생산연도

1979

생 산 과

북미/국제연합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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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 외무부장관은 1979.9.24.~10.4.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함.
1. 방문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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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차 총회 기조연설 잠정 리스트(1979.8.10.)

●

한국/북한의 총예산 및 국방예산, 남북한 총예산 및 국방예산의 비교

●

한국 국내문제

●

방미 시 예상되는 기자질문 목록

●

태평양무역개발기구 결성 동향과 아국의 입장

2. 방미 시 각국 외상들과의 면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작성함.
●

한･미국 항공회담 개최 문제

●

한･미국 간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 개정문제

●

한･미국 간 해운문제

●

한･미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비준서 교환

●

인도네시아 난민 문제

●

한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철강위 가입문제

●

자본협력, 투자유치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

●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

대한 수입규제

●

한일본 안보협력문제

●

한국의 대중국(구 중공) 정책과 중국의 반응

●

북한의 대호주 관계 재개문제

3. 외무부장관 방미자료(국제기구국 소관, 1979.10월)가 첨부됨.
●

국제기구국에서 종합한 자료임.

4. 기타자료
●

Journal of the United Nations(No.79/191)

●

영문 연설

●

외부무장관 활동일지

89-1488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유엔] 방문, 1984.9.25.-10.9. 전3권
(V.2 기본문서 II: 활동 및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국제연합과/북미과/동북아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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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경 외무부장관의 미국(유엔) 방문활동 및 결과보고 내용임.
1.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1984.9.25.~10.9. 유엔총회 참석 및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뉴욕과
파나마를 방문함.
2. 동 장관의 활동
●

한･미국 외무장관회담 보고(1984.9.28. 외무부)

●

외무부장관 유엔사무총장 면담보고(1984.9.29. 외무부)

- 한국의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대해 슐츠 미 국무장관은 적극적인 지지 재확인함.
- 한국 유엔가입 지원 요청에 사무총장은 중국(구 중공)의 반대가 예상되어 자신의 역할 제한적
임을 시사
●

외무부장관 각국외상 면담 보고(1984.10.2. 외무부)
- 일본 아베 외상: 대북한 정책 불변 확약, 북한 요인 입국 거부 입장 표명
- 캐나다, 태국, 벨기에, 스리랑카, 오스트리아, 라이베리아 외상과 면담.

●

외무부장관 각국외상 면담 보고 (1984.10.4. 외무부)
- 미얀마(구 버마),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북예멘, 이탈리아, 이집트, 튀니지, 에티오피아, 칠레,
몰디브 외상 등과 면담함.

●

외무부장관 뉴욕 및 파나마 방문 결과보고(1984.10월 외무부)
- 뉴욕 방문 결과보고
-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보고

3. 종합 결과 보고서가 첨부됨.
●

외무장관 활동 보고(’84.10.8 외무부)
- 종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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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89

Mohammed Saeed AL- BADIE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 특사(국군 참모총장) 방한, 1984.9.28.-10.6.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9-114 / 8 / 1-98

UAE(아랍에미리트) 대통령 특사로 Mohammed 국군 참모총장이 1984.9.28.~10.6. 방한함.
1. 방한 경위
●

당초 국군의 날 행사 참석 계기 방한이었으나, 지난 5월 권익현 특사 UAE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변경

2.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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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예방,

●

국군의 날 참석, 방산관계 산업시찰

3. 특기 사항
●

UAE 대통령 친서휴대

●

대통령 UAE 방문 구두초청

4. 참고 자료
●

권익현 미정당대표를 위한 브리핑자료(1984.10월, 외무부 중동국)

●

대통령 각하 예방자료(1984.10월, 중동국)

5. UAE 대통령 친서 및 전두환 대통령의 답신 수록

89-1490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단 방한, 1979.1.12.-14.
생산연도

1978-1979

생 산 과

북미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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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Pacific Study Group이 1979.1.12.~14. 방한함.
1. 방한 목적
- 동북아지역 안보 정세 시찰 및 각국 지도자 면담

2. 방문국
- 필리핀, 태국,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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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등

4. 최규하 국무총리 예방 결과(면담 요록)(1979.1.13.)
●

미국･중국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

5. 방한단 이한 시 기자회견(1979.1.14.) 요지
●

미국･중국 수교, 한미안보협력, 주한미군 철수 등

6. 동 의원단에 대한 면담자료
●

미상원 의원 면담자료(1979.1.10., 미주국)

7. 언론보도, 발표문 등

89-1491

Sherman, William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1984.8.13.-23.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114 / 12 / 1-61

William Sherman 미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가 1984.8.18.~23. 방한함.
1.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8.14.)
- 미국은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에 큰 의의를 부여함.
- 동 장관은 남북체육회담에 대해 소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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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국장 면담(8.14.)
- 유엔사무차장 방북이 매우 인상적
- 전두환 대통령 방일은 미래를 구축하는 분수령
- 북한에 대한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대화참여 유도 필요

2. Sherman 부차관보 면담자료
●

최근 북한의 대미접촉 기도, 랑군 사건 관련 대북제재, 유엔사무차장 남북한 방문 성과, 남북
체육회담, 주한 이스라엘 상주대사관 재개, 한국 경제문제, 한･캐나다 원자력기술협력관계, FMS
차관 등이 포함됨.

89-1492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9-115 / 1 / 1-276

1. 외무부는 1984.11.5.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자료를 지역국, 국제기구국, 영사교민국을 통해 수집함.
●

북한과 각국간 기본관계
- 외교관계수립, 주요협정 체결, 주요 인사 방문, 통상･문화 관계, 친북단체 현황 등

●

각국의 대북한 기본정책

●

군사협력관계 등 특기사항.

2. 기타 국가별 자료가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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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93

북한･인도 관계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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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중 북한과 인도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인도대사관이 1984.1월 보고한 1983년도 인도･북한 간 인사교류 현황 및 북한 공관원 사진이
수록됨.
2. 인도 국회의원 35명은 1984.4월 소위 3자회담 지지, 미군의 한국 내 주둔 비난 및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남북한 통일 지지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동 성명은 1984.4.15.~16.간
1596

인도 일간지에 간략히 보도됨.
●

주인도 대사대리는 4.17. Budhwar 인도 외무부 동아차관보에게 동 성명이 한국문제의 실상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해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함.

3. 북한 투자조사단 4명이 1984.5.8.~17. 인도를 방문, AIEI, ASSOCHAM 및 수출품 생산조합
인사들을 접촉함.
●

동 조사단 방문기간 중인 1985.5.16. 인도 공산품수출진흥협회와 북한 기술공사가 제3국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4. 김영채 북한 체신장관이 1984.7.2.부터 일주일간 인도를 방문함.
●

김영채 장관의 인도 방문은 인도 외무부와 사전 협의없이 정당 간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5. 북한 교육사절단 4명(단장: 최태복 교육위원장)이 1984.8.6.~11. 인도를 방문한 바, 동 사절단은
방문기간 중 아그라등 관광과 정부 관계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

동 사절단 인도 방문은 1983년도 인도 문교장관의 방북초청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 짐.

6. 인도 정부는 1984년도 북한의 9･9절 행사에 의회담당 국무상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인도 의회에서는 상원의원 5명이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하기로 함.
●

동인들은 1984.9.5. 평양 향발 예정임.

89-1494

북한･파키스탄 관계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115 / 11 / 1-87

1984년 중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파키스탄대사관이 보고한 북한동향이 아래와 같이 수록됨.
●

1983년 중 북한 동향

●

북한･파키스탄 교역현황 분석(1963.6~83.6월)

●

북한･파키스탄 인사교류 현황(1964~83년)

●

1984년 1/4분기 및 2/4분기 북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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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어선 2척이 북한･파키스탄 수산협력의 일환으로 1984.1월 파키스탄에 도착함.
●

동 어선은 1983년 북한･파키스탄 간 합의에 따라 파키스탄 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파견됨.

3. 파키스탄 유력일간지 DAWN지는 1984.2.11. 파키스탄 관계당국이 5월 밀수혐의로 추방된 바
있는 파키스탄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상무담당 3등서기관 2명의 밀수품을 전량 몰수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함.
4. 나이크 파키스탄 외무차관이 1984.8.7.~10. 북한 측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함.
●

나이크 차관은 8.9. 김일성을 예방하고 지아 파키스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함.
- 김일성은 동 예방시 자신의 친서와 선물을 지아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도록 부탁

●

동 차관은 8.11. 공항 귀국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방북이 성공적이었다고 설명함.
- 김일성이 북한･파키스탄 간 경제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금후 이 방향에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5. 전용진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1984.9월 파키스탄을 방문한 바, 주요 방문일정은 아래와 같음.
●

경제성 부장관 면담(9.9.), 나이크 외무차관 주최 만찬(9.9.)

●

지아 대통령 예방 및 동 대통령 주최 만찬(9.10.)
- 김일성의 지아 대통령 방북 초청의사 전달

89-1495

북한･미국 관계
생산연도

1978

생 산 과

북미/일본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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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중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동향임.
1. 미 국무부는 1978.7.8. 미국의 전 재외공관장에게 ‘미국의 대북한 정책 및 북한 공관원’에 관한
훈령을 시달한 바, 동 훈령의 목차 및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훈령의 목차
- 미국의 정책, 북한의 태도와 미국의 입장, 3자회담, 최근 한국의 제의, 접촉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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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에 관한 지침의 요지
- 미국과 북한은 외교관계가 없고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에 비추어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해외주재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이 요망됨.
- 북한관리들을 사교모임에 초청하거나, 북한관리 주최 또는 북한관리를 위한 사교모임에
참석해서는 안됨.
- 미국이나 북한의 공관장 또는 대리가 주재국의 외교단 또는 영사단의 단장 자격으로 주최하는
경우는 예외임.

2. 1978.9.1.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 정치학회 학술회의에 그간 참가설이 나돌던 북한학자들은
참석하지 않음.
●

미국무부 대변인실은 6.30. 북한학자의 참가설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사증발급 신청이 없으며 신청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심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89-1496

북한･중남미 관계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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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중 북한과 중남미 간의 관계 동향임.
1. 외무부가 1984.3.작성한 한국과 중남미국가 간의 문화･학술교류 현황 자료가 수록됨.
2. 외무부 정보문화국이 1984.4월 작성한 ‘북한의 대중남미 침투 동향’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84년 1/4분기 중 침투현황
- 사절단 파견(7개국): 손성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멕시코, 베네수엘라, 페루), 정준기
부총리(니카라과), 대외경제사업부장(가이아나), 주가이아나 북한대사(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 교수단 방북초청(2개국): 멕시코, 콜롬비아
- 수교책동: 아르헨티나

●

침투동향 특징
- 친북, 좌경국가에 대하여는 원조제공 등 물량공세를 통하여 대중남미 침투의 거점으로 삼음.
- 정부차원에서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의원･정당외교 및 문화･학술교류를
명분으로 친북기반 구축 시도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및 아르헨티나가 새로운 침투대상국으로 부상

●

분석 및 전망
- 미얀마(구 버마) 사태와 그레나다 사태를 계기로 중남미지역에서의 대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자회담 제의를 계기로 평화선전 공세를 취하는 한편, 남남협력을 명분으로 한
경제지원강화를 시도함으로써 대한국 열세에 있는 중남미에서의 외교환경개선 획책
- 향후, 신정권이 수립된 아르헨티나 및 1984~85년 중에 선거가 실시되어 좌익정당이 득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에콰도르,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등에 대한 침투를 적극 기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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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97

북한 주요인사 방문 활동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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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84년 중 북한 주요인사의 방문 활동임.
1. 김영섭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1983.7.17.~19. 방글라데시를 방문함.
●

계엄사령관, 외무장관, 동자장관, 문교장관 등을 예방하고, 외무차관과 공식 외무차관회담을 가짐.

2. 김재숙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1983.7.12.~16. 우간다를 방문함.
1600

●

우간다 방문목적은 남남협력에 관한 김일성의 친서 전달 및 우간다･북한 관계증진임.

●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 공보장관, 상무장관, 군 참모총장을 면담함.

3. 1983.7.26. 코트디부아르 방송은 콩고 대통령이 김재봉 북한 외교부 부부장을 접견하고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 받았다고 보도함.
4. 김형우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1983.7월 말레이시아를 방문, 수상과 외무부 부장관을 면담함.
●

수상 면담 시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함.

5. 김영섭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1983.7.27.~31. 파키스탄을 방문,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주최
비공식만찬, 외무차관 대리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

방문목적은 김일성의 특별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함.

6. 김용수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1983.8.3.~8. 이란을 방문한 바,동 부부장은 대통령을 예방,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하고,이란 외무장관과 2차례의 회담을 가짐.
●

외무장관과의 회담시 인도가 IPU(국제의원연맹) 서울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을 요청함

7. 김형우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1983.8.10.~15.간 체류일정으로 가이아나에 도착함.
●

대통령을 예방하고, 외무장관, 보건장관 등과 양국간 관심사를 논의함.

8. 김형우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1983.8.10.~14. 수리남을 방문함.
●

외무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9.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1984.11월 에티오피아를 방문, 에티오피아 측에 북한의 통일방안 실현을
위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비동맹회의 평양 개최 지지를 요청함.

89-1498

북한 주요인사 인도 방문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115 / 23 / 1-38

1981~84년 중 북한 주요인사의 인도 방문 내용임.
1. 서관희 북한 부총리는 1981.1.28.~2.7. 인도를 방문함.
●

주요 방문일정
- 농무장관 면담
- 농업연구소, 농업대학, 면양농장, 염소연구소, 가금사육장, 원예연구소 등 방문

●

북한대표단과 인도 측은 2.4. 농업연구･교육･관계분야 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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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인도대사관이 1982.1월 주재국 외교부로부터 파악한 바에 의하면, 허담 북한 외교부장의 인도
방문을 제의한 바 있으나, 인도 측이 동 제의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함.
3. 김충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1984.4.9.~13. 인도를 방문함.
●

김충일 부부장은 외무차관 등 인도 외무부 간부 면담 시 제7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뉴델리 메시지 중 경제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평양에서 정상급 남남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여,
인도가 이를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북한 측은 1982~84년 이종옥 북한 총리의 인도 방문을 추진함.
●

인도 측은 이종옥 총리가 1982.4.1.~4. 인도를 방문하여도 좋다고 제안하였으나, 북한 측이
회답하지 않음.

●

북한 측이 이 총리의 1983.8.23.~29. 인도 방문을 제의한데 대해, 인도 측은 동 기간 중
영연방정상회담 개최 등을 이유로 1984.3월 중 방문을 제의하였으나, 1984.12월 현재 북한
측이 회답하지 않음.

●

주인도대사는 외무부의 훈령에 따라 1984.1월 인도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한국입장을 설명하고
이 총리의 인도 방문접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바, 인도 측은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이종옥의 방문이 가까운 시일 내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함.
- 북한 측의 반대로 한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연기되었고, 다수의 국가가 북한의 랑군 만행을
규탄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총리의 방문이 허용되어서는 안됨.

89-1499

3당국회의 [남북한･미국 고위당국자대표회의]. 전5권
(V.4 한･미국 실무협의회의. 서울, 10.22.-23.)
생산연도

1979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9-116 / 7 / 1-321

1. 3당국 회의에 관한 한･미국 실무회의가 1979.10.22.~23. 서울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 관련
아래 자료가 수록됨.
●

한･미국 실무회의 개최 결과 보고서
- 회의 개요, 토의 개요, 특기사항, 종합평가

●

북한의 태도에 관한 미국 정부의 평가
- Assessment of Recent North Korean Responses(September13,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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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회의에 관련한 참고자료가 수록됨.
●

미국의 파리 베트남 평화협상(1968~73년) 개입에 대한 분석 평가

●

미국의 국공합작 개입에 대한 분석 평가

3. 3당국 회의 자료집이 수록된 바, 동 자료 목차는 아래와 같음.
●

3당국 회의 제의와 관련한 교섭 및 각종 조치

●

3당국 회의 관련 각종문서
- 한･미국 정상 공동성명(1979.7.1.), 한･미국 양국 외무장관이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대리에게
수교한 북한에 대한 구두 통고문(1979.6.30.), 한･미국 외무장관의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앞
서한, 카터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북한 노동신문의 논평(1979.7.3.),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1979.7.10.), 외무부 대변인 성명(1979.7.10.),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1979.7.10.)

●

남･북한 관계에 관한 남･북한의 주요 제의
- 한국 측: 평화통일구상(1970.8.15.), 7.4 남북공동성명(1972.7.4.),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973.6.23.),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1974.1.18.),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5.8.15.),
남북한 민간 경제협력기구 구성 제의(1978.6.23.), 남북대화 개최에 관한 제의(1979.1.19.),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8주년에 즈음한 대한적십자사 총재 성명문(1979.8.12.)
- 북한 측: 허담 8개 항목 제의(1971.4.12.), 김일성 5대 강령(1973.6.23.), 허담의 대미
평화협정 제의(1974.3.25.), 북한정권 30주년기념 김일성 연설(1978.9.9.)

89-1500

공산권국가 외교관 등 접촉 활동 지침
생산연도

1980-1984

생 산 과

동구담당관실

MF번호

2019-116 / 9 / 1-96

1. 외무부는 1983.8.1. 공산권국가 외교관 등 접촉활동지침을 제정, 시행함.
●

목적
- 재외공관에서 공산권국가 외교관 등과 교섭함에 있어 선별적인 접촉과 실효적인 활동 도모

●

시행원칙
- 특정 공산국가에 대한 실질적 접촉 및 교섭사항은 반드시 창구공관을 통해 추진
- 기타 공관에서의 공산권 외교관 등 접촉은 공적행사와 제3국 주최 연회 등에서의 자연스러운
접촉에 국한하며, 본부 또는 공관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측에서
먼저 접촉제의 금지

●

사전허가
- 모든 재외공관에서의 공산권 외교관 접촉 시 초청 및 미초청을 불문하고 접촉 목적 및 필요성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반드시 사전 본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
- 주재국 또는 제3국 주최 연회 등 다자적인 외교단 행사 참석 시 공산권국가 외교관 등
접촉결과는 즉시 사후보고

●

접촉 시 기본자세
- 접촉대상자의 신상, 배경, 의도 등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노력
- 냉철하고 여유있는 태도로 임하며 한국 측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노력
- 한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및 문호개방정책 등 특정주제에 관한 발언은 정부의 천명된
정책과 훈령에 의하고 국제정세 등 일반문제는 자유스럽게 의견교환

●

발언내용
- 최근 공산권국가들은 이념보다 국익에 바탕을 둔 실리주의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감안,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그들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
- 경제통상은 간접교역에서 직교역으로의 전환이 상호간 이익이 됨을 설득하고, 문화･예술･
체육･학술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민간교류증진은 자연스러운 추세임을 강조

●

사후보고
- 접촉직후 개요를 전문보고, 10일 이내에 가급적 사용한 언어로 Verbatim Record 작성 보고
- 보고서에 자신의 관찰 및 평가와 공관장의 평가 첨부

●

기타
- 여타 사항은 외교관 등 직무수행 특수지침(외무부 예규 제79-2, 1979.4.1.)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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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4.6.4. 소련외교관 접촉지침을 일부수정 시행함.
●

KAL기 사건 후 소련 외교관 접촉제한 지침 일부수정
- 개별접촉 허용 및 접촉 시 공관장 사전허가(국경일 리셉션 등 공식행사 초청은 불가)

●

공산권 외교관 접촉지침 일부수정
- 공관장 사전허가제, 접촉 후 Verbatim Record 작성 보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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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01

미국 FMS(대외군사판매) 차관에 의한 대여함정 기간연장
및 구매
생산연도

1978-1979

생 산 과

안보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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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해군함정 보유현황(1973.4월, 외무부)
●

보유근거
- 미 해군으로부터 구입, 무상원조(한미상호방위조약), 대여(협정에 의한 무기한 또는 기한부)
등의 조건으로 인수

●

총 대여현황: 9개 협정 38척 대여 중

2. 미해군 퇴역구조함(ARS) 인수
●

1978.3.31. 심명원 주호놀룰루총영사와 L. Bagget 미국 정부 해군제독 간 함정 인수인계서에 서명

3. 미해군 대형고속정(PMG 101) 대여기간 연장
●

국방부는 1978.5.6. 외무부에 고속정 대여기간 만료(1978.10.15.)에 따른 대여기간 2년
연장교섭 의뢰
- 미국 측은 대여기간 재연장에 난색 표명, 단 한국 정부가 동 고속정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명
시 1년 연장가능 언급

●

국방부는 1979.10.15. 이전 동 고속정 구매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의견회신
- 주미국대사는 1978.7.21. 미 국무부 군원과에 상기 구매절차 완료의사를 표명하는 구술서 수교

4. 미해군 구축함(DD-714) 인수
●

1978.7.1. 윤호근 주뉴욕총영사가 동 구축함 인수서에 서명

5. 미해군 잠수함 구매
●

국방부는 해군전력 증강계획의 일환으로 미해군 보유 Tang급 잠수함 2척 구매추진

●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79.3.19.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구매의사 구두전달 및 4.3. 동

- 1978.7월 한･미국 안보회의 시 양측 국방장관 간 거론사항
내용의 구상서 수교
- 미국 측은 구체 검토의향 언급
●

관련 언론보도 동향(1979.8.30.)
- 미 정부는 Tang급 잠수함 1척을 넘겨 줄 계획이며, 동 결정은 한･미국 안보협의회에서 결정될 것

6. 미해군 해난구조함(ARS-23) 인수
●

1979.8.15. 심명원 주호놀룰루총영사가 미 해군당국으로부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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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02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5권 (V.1 1월)
생산연도

1979

생 산 과

안보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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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월 중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과 관련된 주요 동향임.
1. 미하원 군사위 조사소위 보도자료(1.3.)
●

1606

Stratton 위원장 및 Beard 의원은 카터대통령에게 아래 요지의 서한발송
- Army Times지(1.8.)는 북한의 지상 군사력이 한국보다 확실히 우세하다고 미국 정보분석
가들이 평가하고, 동 평가보고서가 하원 주요 관계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보도
- CIA와 DIA의 북한군 증강에 관한 새로운 평가 제출요구
- 극동에 있어서의 미국안보 입장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의의를 군사위에서 검토할 수 있을
때까지 주한미군 철수는 즉각 연기할 것을 촉구

2. 북한 군사력에 관한 정보에 대한 미 국무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답변(1.4.)
●

정보분석 결과 북한군은 과거 평가되었던 것보다 분명히 증강되었다는 결론 도달
- 동 평가에 대한 예측은 시기상조이며, 재평가가 종료되면 정치적 의의는 신중히 고려

3. 브레진스키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의 Stratton 의원 서한에 대한 회신(1.15.)
●

철군계획은 군사균형을 유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수행될 것
- 사태진전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철군계획은 조정될 것

4. 한국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Korea) 의회제출(1.16.)
미 행정부는 대외원조법 관계규정에 따라 제3차 연도 한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최근 한반도 군사정세 평가, 한국군 현대화계획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 철군계획의 현황 및
전망 등 언급
● 외무부 평가
- 금번 보고서는 북한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한국정부 시책과 한･미국 관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 자세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5. S. Nunn 상원의원 등 미상원 군사위 태평양문제 연구반 소속의원들의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연구 검토보고서 발표 및 기자회견(1.23.)
●

보고서 결론
- 주한미군 철수는 중지되어야 함.
- 북한 군사력에 관한 미 정보기관의 새로운 평가는 한국의 전투력이 계획대로 증강된다
하더라도 미2사단 철수를 상쇄할 수 없다는 결론 도출
- 새로운 평가는 1977.5월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에 기초가 되었던 한반도 군사균형의
성격과 안정에 대한 종전의 판단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

89-1503

한･가봉 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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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2.8월 전두환 대통령의 가봉 방문 시 양국정상 간 군사협력 합의사항 및 추진현황은 아래임.
●

대게릴라 특전훈련교관 파견
- 특전훈련교관은 민간인 형식으로 파견 추진
- 가봉 측은 한국교관의 가봉 파견보다는 가봉 군사훈련생을 파견하여 특전훈련을 받겠다고
번의한 후 구체적인 파견계획에 대해 미회신

●

한국산 무기의 대가봉 판매
- 연불수출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가봉 측에 구체 제의를 요청
- 가봉 측은 군사협력 조사단을 파견, 구체 협의할 것을 시사한 후 진전 별무

2. 외무부는 1984.7월 가봉과의 군사 및 경호협력 현황과 대책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

대가봉 군수품 수출

●

특전요원 훈련

- 가봉 측의 적극적인 요청 시 연불수출 방식을 고려
- 한국에 파견하도록 하여 시행하되 신중을 기함.
●

경호요원 파견
- 현재대로 민간차원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 모집, 단 대외적 보안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하에 요원의 선발 및 소양교육 등에 만전

3. 국방부는 1984.9.22. 대가봉 군수물자 수출회의에 관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

방산물자
- 가봉 측은 정부보증 하에 연불조건 지불을 요청
- 본 건은 정부간 협의를 통해 추진

●

군복류
- 국방부는 가봉측이 요청한 한국군복 및 군복(軍服)지 견본을 조속 가봉 측에 전달

4. 외무부는 1984.10.17. 봉고 대통령 방한(9월) 후속조치 사항중 군사협력 분야 관련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

한국 방산품 수출문제, 경호요원 송출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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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지리아 방위산업시찰단 방한
●

주인도 나이지리아대사는 1983.7.20. 주인도대사를 방문, 방위산업 시찰단 파한을 제의
- 한국의 방위산업 연구개발분야의 조직 및 운영실태 시찰목적
- 한국이 방한을 원칙적으로 수락한다면 1차 협의를 위해 군 관계자가 방한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3~6개월 기간으로 파견

●

주나이지리아대사는 7.28. 상기관련 보고
- 현재로서 군관계자 방한 예정 또는 주인도 공관에 관련사항 훈령사실 무

1608

●

국방부는 8.11. 상기 시찰단 검토의견을 외무부에 송부
- 나이지리아 외무성, 국방성 및 육군의 합법적인 훈령에 의한 방한이라는 전제하에 원칙적으로 환영

2. 육군 참모총장 나이지리아 순방 후속조치
●

국방부는 1983.7.16. 외무부에 육군 참모총장의 나이지리아 순방(5월) 시 거론된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 협조요청
- 항공부대와 특전부대 창설 및 훈련지원 자료, 군사교육제도 개선 및 지원, 군수지원체제 개선 연구

●

주나이지리아대사는 7.28. 관련사항 보고
- 동 사업을 위한 시찰단 파견은 총선거 이후 실시예정으로 계획 중

3. 한･나이지리아 방산 문제 협의
●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3.8.9. 김우중 대우 회장의 바방기다 나이지리아 육군 참모총장과의
방산 협력문제 협의내용을 보고
- 3월 나이지리아 군사사절단 방한 보고서와 건의내용을 확인, 방산 및 군사협력 추진을 위해
육군 참모총장이 10월 방한 예정
- 자신의 방한기간 중 대우의 방산시설 등을 자세히 시찰하고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

4. 김우중 회장 나이지리아 방문
●

주나이지리아대사는 동 회장이 1983.11.14.~15. 나이지리아를 방문, Bali 국방장관 및 군
수뇌부와 대우의 나이지리아 군 현대화계획 참여문제를 협의했다고 보고
- 기타 동력자원성과는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방나시 Kaduna 화력발전소 건설수주 문제
등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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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 개최에 관한 국내 주요언론 보도내용임.
1. 1983년
●

동아일보(11.9.)
- OCA는 1984.7월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이전에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 동 총회는 1990년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베이징 또는 히로시마) 결정과 OCA 헌장
개정 등 주요의제를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11회 대회 경합에 나선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서울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전망

2. 1984년
●

중앙일보(2.22.)
- 교도통신은 2.22. 중국 체육회 대변인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OCA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
한다고 확언했다고 보도
- 이번 서울 총회는 1990년도 제11회 아시안게임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를 다루며
중국과 일본이 동 대회 유치를 신청, 경합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 대회유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대표의 참석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

●

한국일보(9.26.)
- 1984.9.27~30.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OCA 총회에 참석하는 중국대표단(단장: 진선 중화
전국체육총회 부주석 겸 국가체육운동회 부주임)이 1984.9.25. 홍콩을 거쳐 방한
- 동 대표단은 OCA 총회에서 1990년도 아시안게임 베이징 유치를 위해 히로시마를 개최지로
신청한 일본과 치열한 경쟁 예상
- 진선 단장은 공항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스포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한국의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준비상황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 돌아가겠다고 언급

●

매일경제(9.27.)
- 1990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를 결정할 제3차 OCA 총회가 1984.9.27. 서울에서 개막
-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28개국 대표가 참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안게임 개최를 신청한
일본의 히로시마와 중국의 베이징 중에서 개최지를 선정하고 아시안게임 종목에 야구, 테니스,
핸드볼, 조정 등 경기종목을 추가하는 문제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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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1~84년 중 콜롬비아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1년
주콜롬비아대사, 경운기 무상원조 건의(2.4.)
● 외무부, 대콜롬비아 무상원조 결정(5월)
●

- 경운기 50대(15만 달러 상당)
●

1610

기증식 거행(8.18. 주콜롬비아대사 보고)
- 콜롬비아 대통령, 외상으로부터 동 기증에 대한 감사서한 접수

2. 1982년
●

외무부, 주콜롬비아대사에게 1982년도 대콜롬비아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공여통보(2.16.)
- 무상원조 15만 달러
- 기술연수생 초청: 시추기술 1명, 수산 1명

3. 1983~84년
●

주콜롬비아대사, 대콜롬비아 무상원조 건의(1983.1.12.)
- 30만 달러 상당의 국산 기자재 원조

●

외무부, 콜롬비아 남부 지진피해 의연금 지원 결정(4.6.)

●

외무부, 콜롬비아 지진피해 추가 지원 결정(4.15.)

●

Caicedo 콜롬비아외상, 이범석 외무장관 앞 감사친서 발송(5.19.)

- 3만 달러
- 모포 1,000매(약 1만 3천 달러 상당)
- 한국의 적절한 구호에 심심한 사의표명
●

외무부,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추가 무상원조 검토 통보(4.22.)
- 농촌개발사업을 위한 무상원조(15만 달러 규모)

●

주콜롬비아대사, 대콜롬비아 무상원조 구체품목 보고(6.24.)
- 농촌개발사업 중 문맹퇴치 및 문화증진을 위한 교육기자재 보급이 최적
- 컬러TV 및 카세트라디오 등

●

외무부, 대콜롬비아 무상원조 결정(10.4.)
- 컬러TV 495대, 카세트라디오 960대, 피아노 1대 등(약 14만 달러 상당)

●

주콜롬비아대사, 무상원조 기증식 거행 보고(1984.2.16.)
- Caicedo 외상은 기증식에서 한국 정부의 후의에 사의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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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3~84년 중 코스타리카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3.2월 정부는 주코스타리카대사의 건의에 따라 1983년도 코스타리카에 대한 무상원조로
17만5천 달러 상당의 아래 품목을 공여하기로 결정함.
●

품목: 경찰순찰차 10대, 앰뷸런스 1대, 경운기 40대, 재봉틀 10대, 음향기기 1대, 픽업1대

●

기증식 거행
- 주코스타리카대사는 8.5. 기증식을 갖고 코스타리카 정부에 경운기 40대를 전달함.
- 기증식 참석자: Monge 코스타리카 대통령, Arauz 부통령, Volio 외상, 내무상, 교육상 등을 비롯,
국회의원, 경제계 인사 300여명.
- Monge 대통령은 동 원조가 코스타리카 농촌생활 향상과 농산물 증산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함.
- Arauz 부통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한국 농민 10세대 및 어민 10세대를 각각 초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금번 무상원조는 한･코스타리카 협력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남남협력 추진을 통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한 것으로 평가

2. 1984년도 코스타리카에 대한 정부의 무상원조 공여
●

현황
- 금액: 17만 달러 상당
- 품목: 경운기 60대 및 지프차 2대

●

지원 경위
-1983.12.6. Monge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국의 이영호 특사 면담 시 경운기 추가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함.
- 1983.12월 Arauz 부통령은 주코스타리카대사에게 지프차의 지원을 요청해 옴.

●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4.7.26 주재국 농업성장관과 함께 산호세 근교에서 경운기 기증식을
거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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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08

한국의 대그레나다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9-120 / 10 / 1-73

정부의 1983~84년 중 그레나다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3.4월 그레나다에 한국 선원이 억류되었음을 보고하면서 대그레나다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농기구, 수산개발을 위한 냉동시설 원조를 건의해 옴.
2.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3.4월 주재국을 방문한 그레나다 총무장관을 접촉한바, 동 장관은 한국이
아래 사항을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함.
1612

●

금년 총선거을 위한 재정적 지원

●

경찰용 무선통신 장비 및 차량

●

선거사무소 및 보건소용 미니버스

3. 1984.6월 정부는 그레나다에 아래 품목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함.
●

품목: 승용차 5대, 경찰차 10대, 소방차 1대

4. 그레나다 임시정부 의장은 1984.8월 주바베이도스대사에게 임시정부의 재정사정이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10만 달러 상당의 재정지원을 요청해 옴.
●

바베이도스는 1983.10월 혁명 정권이 붕괴된 후 임시정부가 금년 중 총선을 실시 예정임.

5.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4.9 그레나다에 포니 승용차 및 경찰차 15대를 전달함.

89-1509

한국의 대코트디부아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9-120 / 11 / 1-58

정부의 1983~84년 중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3.11월 정부는 코트디부아르에 대하여 동국이 단독수교국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왔음을 감안, 조건 없는 원조로서 트랙터 100대(78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12.5. 대통령 특사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한 김성진 체신부장관이 상기 트랙터 100대 공여
약속을 국무상에게 전달함.

2. 1984.6.19.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상기 농업용 트랙터 100대를 주재국 정부에 인도함.
●

6.20. 주재국 언론은 동 사실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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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10

한국의 대몰디브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9-120 / 12 / 1-43

정부의 1982~84년 중 몰디브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외무부는 1982년도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공여계획에 의거 몰디브 정부에 5만 달러 상당의
기자재 원조와 수산관련 기술 연수생 2명을 초청하기로 결정함.
●

몰디브 외상은 무상원조 5만 달러로 앰뷸런스 3대의 지원을 요청해 옴.

2. Jameel 몰디브 외상은 1983.5월 주스리랑카에게 10만 달러 상당의 어선 엔진, 어구 및 의료
1614

기자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타진해 옴.
3. 1983.11월 방한한 Jameel 외상은 기 지원한 앰뷸런스 3대 외에 모터사이클 및 발전기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옴.
●

12월 정부는 모터사이클 15대, 워키토키 15대, 문구류 6종 등 6만 달러 상당의 기자재를
공여하기로 결정

89-1511

한국의 대말라위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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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2~84년 중 말라위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Ngwiri 말라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82.1 주우간다대사 앞 서한을 통해 주재국 대통령이 관여하는
청소년개척단사업(Young Pioneer)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옴.
2. 1983.9월 방한한 카코부 말라위 외무차관은 무상원조사업으로 어업협력 및 청년개척단 소요
물품의 지원을 요청함.
1615

3. 1983.10월 정부는 말라위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함.
●

지원금액(20만 달러 상당)

●

품목
- 의약품
- 청년개척단 장비 및 피복

4. Ngwiri 비서실장은 1984.9.7.자 주우간다대사 앞 서한을 통해 상기 무상원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옴.

89-1512

한국의 대네팔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9-121 / 2 / 1-104

정부의 1983~84년 중 네팔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3.2월 정부는 주네팔대사가 건의한 정부파견 태권도 사범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태권도복
및 장비(5,630달러 상당)를 네팔 정부에 지원하기로 함.
●

4월 주네팔대사는 주재국 체육회 사무총장을 통해 상기 물품을 전달함.

2. 정부는 1984.7월 현지대사의 건의에 따라 네팔 정부에 7만 달러 상당의 체육용구 7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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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결정함.
3. 1983.5월 정부는 네팔 정부가 요청해 온 잠종(누에알) 200상자를 네팔 정부에 무상 공여하기로
결정함.
●

주네팔대사는 6.1. 상기 잠종을 네팔 농업성에 전달함.

4. 1983.11월 정부는 1984년도 무상원조계획의 일환으로 네팔 정부에 대해 9만 달러 상당의 승용차
10대, 앰뷸런스 5대를 공여하기로 결정함.
●

주네팔대사는 3.21. 주재국 왕실 영빈관에서 상기 원조차량 기증식을 갖고 동 차량을 네팔 정부에
전달함.
- 네팔 외무차관은 한국 정부의 호의에 깊은 감사를 표함.

89-1513

한국의 대파나마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1-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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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1~84년 중 파나마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0.11월 파나마를 공식 방문한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대통령 면담 시 1981년 중 15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공여를 약속함.
●

1981.6월 정부는 주파나마대사의 건의에 따라 16만 달러 상당의 지프차 2대, 픽업포니 35대,
경운기 1대를 공여하기로 결정

●

1982.10.5. 주파나마대사는 농축장관 참석 하에 픽업차량 기증식을 갖고 차량을 전달함.
- 농축장관은 한국 국민의 우정의 선물에 감사를 표하고 파나마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2. 1982.11월 정부는 파나마 정부가 요청한 무상원조 20만 달러 상당의 지프차 14대, 경운기 10대,
튀김기계 6대를 파나마 정부에 공여하기로 결정함.
●

주파나마대사는 1983.5.9. 파나마 농목축장관, 외무차관, 농목축차관 등의 참석 하에 무상원조
전달식을 갖고 경운기 및 차량을 전달함.
- 상기 전달식은 주재국 신문, TV에 대대적으로 보도됨.

3. 1983.7월 정부는 주파나마대사의 건의에 따라 17만 달러 상당의 아래 품목의 무상원조를 파나마
정부에 공여하기로 결정함.
●

품목: 경운기 10대, 트랙터 2대, 콤바인 1대, 동력양수기 10대, 소형 발전기 2대, 픽업트럭
25대, 앰뷸런스 3대

●

주파나마대사는 10월 기증식을 갖고 앰뷸런스 3대는 대통령 영부인에게, 포니 픽업트럭 25대는
농목축성에 전달함.

●

1984.2.27. 주파나마대사는 상기 무상원조 잔여분에 대한 기증식을 농기구 공장에서 갖고
물품을 농목축성에 전달함.
- 동 기증식에는 농목성장관, 베라구아스 주지사, 농민 등 200여명이 참석함.
- 주재국 언론은 한국의 농목성에 농기구 기증 제하 사진 기사를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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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14

한국의 대솔로몬아일란드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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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2~84년 중 솔로몬제도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82년도
●

정부는 2월 1982년도 무상원조 계획을 수립, 통보하면서 10만 달러 한도 내의 솔로몬제도 지원
결정을 통보함.

●

4.2. 솔로몬제도에 불어 닥친 태풍 Bernie로 인하여 산타이사벨 섬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이
상당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함.

1618

- 솔로몬제도를 겸임 관할하는 주피지대사관은 4.8. 외무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한데 이어 진행
사항을 보고하면서 피지 수상에 대한 위로전문 발송과 1982년도 무상경협을 피해복구
지원물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외무부는 6.16. 무상원조 품목을 결정하고 대사관에 통보하였으며 9월에 전달됨.
- 제빙기, 발전기 및 축구/배구볼 등 9만 2천 달러 상당

2. 1984년
●

주피지대사관은 5.22. 본부에 보낸 전문을 통하여 2천 달러 지원 요청을 보고하면서 지원을
건의한데 대하여 본부는 5.30. 지원을 결정, 통보함.

●

솔로몬 정부가 1984.6.4.~9. 피지대사의 솔로몬 출장 시에 2월에 발생한 지진 복구비용 1만
달러 지원을 요청한데 대하여 외무부는 7.16. 지원을 결정하고 주피지대사관에 통보함.

89-1515

한국의 대시에라리온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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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3년 중 시에라리온에 무상원조 내용임.
1.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은 6.11. 외무부에 보낸 보고에서 국제회의에서 주재국 적극적인 한국 지원은
그간 무상원조 제공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1983년도 제공원조 사항을 건의함(22만 달러 상당의
미니버스 등).
●

시에라리온 대사는 11.8. 외무부에 보낸 전문을 통하여 콘테 외상을 수행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귀국한 wyse 외무차관과 경제국장으로부터 방문 결과를 브리핑 받은 내용을 보고하였는바, 북한은
시에라리온 대통령의 평양 방문 성사와 약속한 원조제공을 연계하고 있다는 언급사항을 보고함.

●

외무부는 11.22. 시에라리온에 대한 무상원조 제공 결정사항을 주시에라리온대사관에 통보
하였으며, 1984.4.18. 전달식에 개최됨

2. 한편, 유엔사무총장은 1983.8.1. 한국을 포함한 유엔대표부에 보낸 공한을 통하여 시에라리온
경제상황 파악을 위한 유엔시찰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시에라리온 경제상황의 취약성과 275백만
달러 상당의 재정원조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모든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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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16

한국의 대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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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83년 중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을 관할하는 주자메이카대사관은 1983.9.13. 겸임국 정부의 무상원조 제공
요청(화물트럭 4대 및 부품)을 외무부에 보고한데 대하여 외무부는 12.5. 제공 결정 사항을 통보함
(13만 달러 상당).
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관할공관이 1984년 들어 주자메이카대사관에서 주바베이도스대사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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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으며, 주바베이도스 대사는 현지에 출장하여 1984.5.9. 기증식에 참석함.

89-1517

한･카나다 원자력 협력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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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중 한･캐나다 간의 원자력 협력과 핵확산에 관한 내용임.
1. 캐나다가 한국에 대하여 핵연료 재처리 관련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캐나다 언론들은
캐나다가 한국에 핵폭탄 제조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려를 가진 미국 정부의
반대로 협력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보도함.
●

Citizen, Globe 등 신문은 10.15.~16. 사이에 미국 정부가 핵확산 우려로 캐나다와 한국간의
원자력협력사업을 무산시켰다(Killed/Vetoed)라고 보도함.

●

The Globe And Mail지는 10.23.자 기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이 2000년에 이르러서
핵무기 획득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한국의 과학 기술 역량과 의지, 그리고 안보상황 고려

2. 캐나다 외무성 관계자들은 캐나다가 한국과 원자로 폐연료의 재처리 사용문제에 관한 장기
Reserch Project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한 바가
있어서 중단되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의 원자폭탄 개발 우려는 아니라고 부인함. 주캐나다
미국대사관 관계자도 한국이 핵비확산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개입사실과
언론 보도내용을 부인함.
3. 한편, 캐나다 Mc Clean지는 10.8. 게재한 기사에서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CANDU방식의 원자로를
수출하여 왔으나 1979년 이후 판매실적이 전무하여 한국전력과 합작으로 터키에 원전 수출을
추진해왔으나 터키 정부는 원자로(600메가와트 10억 달러) 구입보다는 타국이 터키 내에 발전소를
건설, 운영 시 전력만 구입하기로 하였음을 터키 Ozal 수상이 발표하였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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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구상무역
생산연도

1982-1984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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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84년 중 한국과 멕시코 간 구상무역 추진 가능성을 협의한 내용임.
1. 서상철 동자부장관이 1982.12.18.~21. 멕시코 방문 중 Cervantes 상무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동 장관은 양국간의 구상무역을 제의하였는바, 멕시코가 이러한 제의를 한 이유는 심각한 경제위기
및 외환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임.
2. 양국은 구상무역 실현을 위한 품목리스트 작성 등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협의에
1622

있어서 가능한 한 대상품목을 축소 추진하며, 양국간 MOU 교환형식으로 확정하되 대외 발표는
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함.
●

현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멕시코 대외무역청 간에 1984.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

89-1519

서부사하라 문제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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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중 서부사하라 분쟁 및 폴리사리오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 자료임.
1.배경
●

스페인은 1975.11.14. 모로코와 모리타니아 간 체결한 마드리드협정에 의거하여 서부사하라를
모로코와 모리타니아에 분할 귀속시키고 1976.2.28.까지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폴리사리오는
1976.2.28. 망명정부인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양국에 대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함. 1978.7월 모리타니아에서 군사구데타가 발생하여 군사정권은 폴리사리오에 서부사하라
영토이양을 약속함에 따라 모로코는 1979.8.11. 무력으로 모리타니아 서부사하라 영토를
합병함.

2. 폴리사리오 문제 해결 노력
●

공화국 선포 후에 1980.7월 제17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에서 26개 회원국이
승인한데 이어 승인국은 점차 확대됨으로써 모로코에 대하여 외교적 승리를 거둠.

●

1978년 OAU 총회는 6개국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부사하라에서의 전면휴전과 서부사하라의
독립 또는 현상유지를 선택할 국민투표 실시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일련의 조정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모로코의 반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유엔의 개입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984.12월 유엔총회는 알제리 측 결의안
(민족자결권과 독립지지)을 채택하였으며(모로코 반대 철회), 주유엔 모로코대사는 전제조건 없이
서부사하라에서의 국민투표 실시 용의가 있음을 밝힘.

3. 당사국과 주변국의 입장
●

모로코는 기본적으로 OAU 권유사항인 폴리사리오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계속 영유권보유를
고집하다가 1984년 OAU를 탈퇴함.

●

모리타니아, 알제리, 리비아는 주민자결권 지지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폴리사리오에 대한 군사,
재정적 지원을 제공.

●

미국은 모로코 지지, 프랑스는 평화적 해결 지지, 소련은 폴리사리오 지지 입장을 견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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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20

중국·중공 관계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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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중 대만(구 자유중국)·중국(구 중공) 간 대·내외 관계 동향임.
1. 국내 정세
●

손운선 대만 행정원장이 1.31. 연말 기자회견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불타협, 불접촉, 불담판의
3불 정책과 학술, 체육, 문화 등 비정치적 행사에서의 중국과의 접촉 허용 및 대미정책, 경제
관계에 관하여 언급함.

●

British Air 소속 여객기가 런던에서 홍콩경유 베이징으로 비행하던 중에 3.22. 공중 납치되어서
대만 중정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비행기는 납치범(홍콩계 중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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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전원을 태우고 홍콩으로 떠남.
- 대만 정부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리를 주장

2. 대만과 중국간 관계
●

대만 금문도 주둔군이 6.4. 대만해협을 항행 중이던 중국 화물선 1척에 포격을 가하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신화사통신이 보도한데 대하여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조작극
이라고 부인함.

●

금문도 주둔군이 6.27. 각서도를 1시간 포격하여 중국군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신화사통신이
보도한데 대하여 대만 측은 신화사통신의 오보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국으로부터
군용기 도입 등을 계기로 대만의 국제적 이미지 손상과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견제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함.

●

대만 정부의 중국에 대한 비정치적 교류허용 정책에 따라 동남아 거주 화교 등을 통한 간접교역이
이루어지고 제3국 개최 국제경기에 중국선수들과 동시 참여가 이루어짐. 대만인들의 중국 본토
방문 인원수가 5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1989년❘
1.1.

김일성 북한 주석,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1.1.

한･헝가리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967호)

1.2.-16.

북한 노동당 대표단 독일 방문
- 단장: 최태복 당비서

1.4.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및 유보문,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968호)

1.5.-12.

최호중 외무부장관 프랑스 방문

1.6.

한･독일 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164호)

1.7.

한･미국 외무장관회담(Paris)
- 최호중 외무부장관 / Shultz, George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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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헝가리 외무장관회담(Paris)
- 최호중 외무부장관 / Varkonyi, Peter 외무장관

1.7.-11.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Paris)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장관

1.9.-10.

제3차 한･이탈리아 합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 Bonalumi, Gilberto 외무차관

1.10.

한･이탈리아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

1.10.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

1.10.-17.

제3차 한･미국 포도주 협상(Washington D.C.)
- 최종타결

1.12.

제83차 세계보건기구(WHO) 이사회(Geneva)
- 수석대표: 한상태 박사

1.12.-27.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쿠바 방문

1.16.-20.

제2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소고기위원회 회의(Geneva)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1.17.-21.

Lucena, Humberto 브라질 상원의장 방한

1.19.

이동익 주케냐대사, 겸임국 레소토 신임장 제정

1.20.

제2차 한･미국 간의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특별회의(서울)

1.22.-27.

Malherbe 모리셔스 공업장관 방한

1.23.

차봉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 베네수엘라 방문

1.23.-26.

Mohammed Javad Mansouri 이란 외무차관 방한

1.23.-2.1.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한 방문

1.24.

한･이란 대사급 외교관계 재수립(대사대리급에서 격상)

1.25.

한･가이아나 외교관계 정상화

1.25.

제2차 미국･북한 외교관 비공식회담(베이징)

1.25.

조광제 주베네수엘라대사, 겸임국 가이아나 신임장 제정

1.25.-2.4.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장관 서구 순방(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 스위스(1.27.~29.), 네덜란드(1.29.~2.1.), 스페인(2.1.~3.)

1.28.-2.1.

Gombocz, Zoltan 헝가리 무역부차관 방한

1.28.-2.1.

Horn, Gyula 헝가리 외무담당 국무비서 방한

1.29.-2.1.

Hawke, Robert 호주 수상 방한

1.29.-2.14.

최광수 특사(전 외무부장관) 남미 순방(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 베네수엘라(1.31.~2.3.), 브라질(2.4.~8.), 아르헨티나(2.8.~10.)

1.30.

주한 아일랜드산업개발청(IDB) 사무소 개설

1.30.-2.1.

한･헝가리 경제협력회의(서울)

1.30.-2.4.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일본 방문

1.30.-2.10.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 미국 방문

1.31.-2.4.

Bestman 라이베리아 외무부 아시아･아프리카담당 차관보 방한

1.31.-2.16.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구주 순방(스웨덴, 이탈리아, 교황청, 네덜란드, 헝가리)

2.1.

김석규 제9대 주이탈리아대사 임명

2.1.

한･헝가리 외교관계 수립
- 한･헝가리 수교합의의정서 서명(최호중 외무부장관 / Horn 외무담당 국무비서)

2.1.

주한 헝가리대사관 개설

2.1.

주헝가리대사관 개설

2.1.

한･헝가리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969호)

2.1.

한･헝가리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1989.3.29. 발효, 조약 제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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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헝가리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서명
(1989.4.1. 발효, 조약 제974호)

2.1.

한･레소토 간의 무역･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970호)

2.2.

북한, 헝가리와의 외교관계를 대사대리급으로 격하 발표
- 한･헝가리 국교수립에 대한 조치

2.2.-11.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동남아 순방(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2.3.

한･독일 간의 공구제작기술자 훈련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165호)

2.6.-9.

한･파라과이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교섭 회의(Asuncion)

2.6.-17.

제33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마약위원회(Vienna)

2.7.-10.

제1차 한･그리스 문화공동위원회(Athens)
- 수석대표: 양세훈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Valsamas-Rallis 외무부 문화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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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efiani, Noureddine 초대 주한 모로코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9.

Cazes, Alfredo 제3대 주한 우루과이대사 신임장 제정

2.9.

Ntsama, Etienne 주한 카메룬대사 신임장 제정

2.9.

Rivera, Hernan 제5대 주한 칠레대사 신임장 제정

2.13.

북한･모로코 외교관계 수립

2.13.-14.

1989년도 제1차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합동보수위원회
(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규성 재무부장관

2.13.-14.

제9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Lyard)
- 수석대표: 전순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Mohammad Mamoun Kurdi 외무부 경제･문화국장

2.13.-17.

한･헝가리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교섭회의(Budapest)

2.13.-17.

한･미국 통신협상(Washington D.C.)
- 수석대표: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2.13.-17.

제43차 유엔총회 속개회의(New York)

2.13.-17.

제3차 한･벨기에 상설혼성위원회(Brussels)
- 수석대표: 양세훈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Tonneau. Pierre 외무부 제1참사관 및
Van Byuncler, Ernest 외무부 대외협력부청장

2.13.-18.

제28차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총회(Nairobi)
- 수석대표: 노재원 외무부 본부대사

2.15.-17.

Osman, M.S. 소말리아 특사(경제담당 국무장관) 방한

2.15.-26.

한승수 상공부장관 서구 순방(영국, 오스트리아, 제네바, 벨기에)
- 영국(2.16.~19.), 오스트리아(2.19.~22.), 제네바(2.22.), 벨기에(2.22.~25.)

2.17.

김세택 제5대 주싱가포르대사 임명

2.17.-3.27.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9.7.2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1호)

2.23.-25.

강영훈 국무총리 일본 방문

2.25.-27.

Buyoya, Pierre 부룬디 대통령 북한 방문

2.26.-3.24.

양형섭 북한 특사(최고인민회의 의장) 이집트 및 아프리카 순방(기니, 말리, 토고,
베냉, 콩고, 앙골라)

2.27.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2.27.-3.3.

제4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방콕협정확대협상회의(Bangkok)

2.27.-3.8.

제8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Vienna)

2.27.-3.17.

제37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Geneva)

2.27.-3.23.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7회기 회의(Kingston, 자메이카)
- 수석대표: 문기열 주자메이카대사

2.28.

제3차 미국･북한 외교관 비공식회담(베이징)

3.2.

한탁채 초대 주헝가리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3.5.-7.

오존층 보호를 위한 각료회의(London)
- 수석대표: 이상배 환경청장

3.5.-8.

Rodriguez, Jose 과테말라 외무차관 방한

3.7.

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서명

3.8.-13.

이집트 군사대표단 북한 방문
- 단장: Abdul Gawad Abu Shanaf 총참모장

3.9.-14.

1989년도 공관장회의(서울)
- 최호중 외무부장관 주재

3.12.-15.

Amaral, Joaquim 포르투갈 통상장관 방한

3.13.

카테가야 우간다 특사(부총리) 북한 방문

3.13.-14.

허담 북한 노동당 비서 중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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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5.

한･미국 항공회담(서울)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Angevine, Charles 국무부 항공특별교섭단장

3.13.-18.

제81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Budapest, 헝가리)
- 수석대표: 박정수 민정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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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8.

허담 북한 노동당 비서 이탈리아 방문

3.16.

Etre, Sandor 초대 주한 헝가리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3.16.

Mohammed Abdel Dayim Basheer 주한 수단대사 신임장 제정

3.16.

Abdelhamid Ben Messaouda 주한 튀니지대사 신임장 제정

3.16.

Gauci, Victor 주한 몰타대사 신임장 제정

3.20.-22.

제30차 미주개발은행(IDB) 총회(Amsterdam, 네덜란드)

3.20.-22.

제23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이희수 수산청 차장 / 나카무라 코우지 수산청 차장

3.20.-25.

Balenciano 코스타리카 국회의장 방한

3.23.-27.

최호중 외무부장관 태국 방문

3.24.

한･태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1989.9.30. 발효, 조약 제986호)

3.25.-4.3.

문익환 목사(전국민족민주연합 고문) 북한 방문

3.27.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9.7.2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1호)

3.27.

주한 미얀마(구 버마)대사관 개설

3.27.-29.

한･소련 해운 협의회(Moscow)
- 수석대표: 최창화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 코츠닐로프 해운부 국제협력국장

3.27.-4.5.

제45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Bangkok)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장관

3.29.

한･헝가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서명

3.29.

한･헝가리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1989.7.7. 발효, 조약 제982호)

3.30.

한･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166호)

3.30.

이정남 주스와질란드대사, 겸임국 보츠와나 신임장 제정

3.31.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971호)

3.31.-4.12.

북한 외교부 대표단 스위스 및 스웨덴 방문
- 단장: 강성주 제1부부장

4.1.

제4차 한･일본 정기외무장관회담(도쿄)
- 최호중 외무부장관 / 우노 외상

4.3.

한･기니비사우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일반 협정 발효(조약 제973호)

4.4.

주Sophia(불가리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개설

4.5.-7.

우루과이라운드(UR) / 무역협상위원회(TNC) 고위회의(Geneva)
- 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4.6.-8.

Moore, John 영국 사회보장담당장관 방한

4.6.-14.

Burke, Ray 아일랜드 상공장관 방한

4.9.

Japat Mansuri 이란 외무차관 북한 방문
- Khamenei 대통령 친서 전달

4.9.-19.

Hadjganacer 알제리 대통령실 경제보좌관 방한

4.10.-12.

김영남 북한 부수상 겸 외교부장 유고슬라비아 방문

4.11.-14.

제1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회담(Washington D.C.)
- 수석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 Allgeier, Pet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4.12.

Dadzie, Kenneth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북한 방문

4.13.

주Moscow(소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개설

4.13.

주Warsaw(폴란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개설

4.14.

최남준 제3대 주파푸아뉴기니대사 신임장 제정

4.14.

한･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1989.4.16. 발효, 외무부고시 제167호)

4.15.

Wijewardane, Nissanka 콜롬보플랜 경제협력위원회 총재 방한

4.15.-23.

한승수 상공부장관 미국 방문

4.17.

제13차 한･미국 상공장관회담(Washington D.C.)
- 수석대표: 한승수 상공부장관 / Mosbacker, Robert 상무장관

4.18.

Akcer, Muammer 제9대 주한 터키대사 신임장 제정

4.18.

U Aye Kyin 초대 주한 미얀마(구 버마)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4.18.

Abdalhamid F.M. Farhat 제3대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대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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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Moges, Worku 주한 에티오피아대사 신임장 제정

4.19.-21.

Brix, Hans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

4.19.-24.

Lopez Contreras, Carlos 온두라스 외무장관 방한

4.19.-24.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인도 방문

4.20.

Woolcott 호주 특사(외무무역부차관) 방한

4.22.-5.7.

경제협력사절단 중남미 순방(가이아나, 자메이카, 브라질)
- 단장: 신두병 외무부 미주국장

4.25.

박창일 제6대 주가봉대사 신임장 제정

4.25.

제1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
- 위원장: 최호중 외무부장관

1632

4.25.-26.

제2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회담(Washington D.C.)
- 수석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 Allgeier, Pet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4.25.-29.

Zeller 독일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

4.25.-5.26.

제21차 한･일본 민간합동경제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박용학 회장 / 스기우라 회장

4.27.

북한 노동당 대표단 아프리카 순방
- 단장: 길재경 당부부장

4.28.

최필립 제11대 주스웨덴대사 신임장 제정

4.28.-5.4.

국회 농수산위원회의원단 미국 방문
- 단장: 김종기 국회 농수산위원장

4.29.-5.6.

한･미국 고위통상협의대표단 미국 방문
- 수석대표: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장관

5.1.-4.

Da LUZ, Silvino Manuel 카보베르데 외무장관 방한

5.2.-6.

Ashtal 주유엔 남예멘대사 방한

5.2.-7.

이규성 재무부장관 중국 방문

5.3.

박부열 제2대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신임장 제정

5.3.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발효
(조약 제975호)

5.4.-6.

제22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베이징)
- 수석대표: 이규성 재무부장관

5.8.-19.

제4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Geneva)
- 수석대표: 문태준 보건사회부장관

5.9.-12.

제4차 한･페루 자원협력위원회(Lima)

5.9.-13.

제15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ATCP) 준비회의(Paris)
- 수석대표: 허형택 한국남극과학위원장

5.10.

주한 미국문화원(광주) 잠정 폐쇄

5.10.-11.

미국･소련 외상회담(Moscow)

5.10.-14.

Taylor, Murdoch W. 뉴질랜드 관세청장 방한

5.10.-27.

최영철 체신부장관 구주 순방(스웨덴,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 프랑스)
- 스웨덴(5.11.-14.), 그리스(5.14.-16.), 벨기에(5.16.-18.), 포르투갈(5.18.-20.),
프랑스(5.20.-26.)

5.11.

장선섭 제7대 주덴마크대사 신임장 제정

5.11.

김재훈 제5대 주베네수엘라대사 신임장 제정

5.11.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발효(조약 제976호)

5.11.-17.

제3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회담(Washington D.C.)
- 수석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 Allgeier, Pet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5.12.

이장춘 제8대 주오스트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5.13.-19.

제22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총회(Taipei)
- 수석대표: 남덕우 한국무역협회장

5.15.-17.

제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관책임자회의(도쿄)
- 수석대표: 홍재형 관세청장

5.15.-19.

Saenz 페루 감사원장 방한

5.15.-23.

에티오피아 섬유사절단 방한

5.16.-17.

Powny, Edward 미국 국무부 대사 방한

5.16.-18.

제5차 한･콜롬비아 자원협력위원회(Bogota)
- 수석대표: 이진설 동력자원부 차관

5.17.-22.

제22차 한･미국 안보협의회(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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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0.

한･헝가리 항공회담(Budapest)
- 수석대표: 최동진 외무부 본부대사 / Banhalmi 교통부 국제국장

5.18.-20.

고프스, Philip Bruce 뉴질랜드 교육･고용･청소년장관 방한

5.18.-22.

정흥업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대리 방한

5.19.

북한, 남･북･미 3자회담 개최 요구

5.19.

한･미국 간의 외국인 투자 및 국산화 문제에 관한 협의서 교환

5.20.-28.

최광수 전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5.22.-23.

제1차 한･호주 문화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김삼훈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Rowe, Lesley 외무무역부 대외문화관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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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6.

Sir Glenarthur, Simon 영국 외무부 아주담당국무장관 방한

5.23.

김용집 제6대 주라이베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5.23.

김영정 특사(정무제2장관) 필리핀 방문

5.23.

노재봉 특사(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 일본 방문

5.23.-6.29.

제13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위원회의(Nice, 프랑스)
- 수석대표: 최영철 체신부장관

5.24.

주한 폴란드 무역사무소 개설
- Okon, Slavomir 초대 사무소장 부임

5.24.

제5차 한･미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5.24.

한･핀란드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1989.7.6. 발효, 조약 제981호)

5.25.

이원호 제11대 주스위스대사 신임장 제정

5.29.-31.

제25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회(Lagos, 나이지리아)
- 수석대표: 이동호 재무부차관

5.29.-31.

Chevenement, Jean P. 프랑스 국방장관 방한

5.30.

정해융 제6대 주에콰도르대사 임명

5.30.

소병용 제5대 주쿠웨이트대사 임명

5.30.

김재규 제7대 주우간다대사 신임장 제정

5.30.

유종현 주세네갈대사, 겸임국 초대 카보베르데 신임장 제정

5.30.-6.3.

Laine, Jermu T. 핀란드 관세청장 방한

5.31.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 폐쇄(코트디부아르 겸임)

5.31.

주바베이도스대사관 폐쇄(트리니다드토바고 겸임)

5.31.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 폐쇄(카메룬 겸임)

5.31.

주니제르대사관 폐쇄(코트디부아르 겸임)

6.2-10.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소련 방문

6.3.

이홍구 국토통일원장관 오스트리아 및 독일 방문

6.5.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허담 북한 당비서 간 회담(Moscow)

6.5.-7.

제1차 한･헝가리 공동위원회(Budapest)
- 수석대표: 이동호 재무부차관 / Gombocz, Zoltan 무역차관

6.5.-10.

장영철 노동부장관 Geneva 방문

6.7.

박부열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겸임국 그레나다 신임장 제정

6.7.-21.

김재순 국회의장 서구 순방(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6.7.-28.

제76차 세계노동기구(ILO) 총회(Geneva)
- 옵서버: 장영철 노동부장관

6.8.

제4차 한･일본 에너지실무협의회(서울)

6.8.

한･독일 간의 노동부에 대한 독일 자문단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제169호)

6.9.

한･독일 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제168호)

6.10.

한･모리타니아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제980호)

6.10.-13.

프랑스 대한투자유치사절단 방한
- 단장: Chereque, Jacque 산업개발장관

6.10.-19.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미국 방문

6.11.

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977호)

6.11.-22.

김식 농림수산부장관 아주 순방(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 호주(6.11.~14.), 인도네시아(6.14.~18.), 일본(6.19.~22.)

6.12.

한･아일랜드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1989.7.12. 발효, 조약 제983호)

6.12.

박창일 주가봉대사, 겸임국 초대 상투메프린시페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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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7.

국회 외무위원단 사할린 방문
- 단장: 김현욱 외무위원장

6.12.-18.

미국무역대표부(USTR) 지적재산권 보호실태조사단 방한
- 단장: Allgeier, Peter 대표보

6.12.-21.

제13차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총회 및 제14차 아시아감사원장회의(ASOSAI)
이사회(서베를린)
- 수석대표: 김영준 감사원장

6.12.-25.

신동원 외무부차관 일본 및 남미 순방(페루, 베네수엘라)
- 일본(6.12.~15.), 페루(6.17.~19.), 베네수엘라(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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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허세린 제3대 주브루나이대사 신임장 제정

6.13.

한･이집트 간의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조약 제978호)

6.13.-17.

제2차 한･중앙아프리카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장관 / Gbezera Bria 외무장관

6.13.-17.

Gbezera-Bria, Michel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 방한

6.16.-17.

제9차 한･인도네시아 임업위원회(Jakarta)
- 수석대표: 김식 농림수산부장관

6.17.-22.

자메이카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Ewart, B. Jampro 자메이카 무역진흥공사 회장

6.17.-7.8.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 미국 및 일본 방문
- 미국(6.17.~7.2.), 일본(7.3.~8.)

6.19.-23.

77그룹 창립25주년 기념 특별 각료회의(Karacas, 베네수엘라)

6.19.-23.

영국 북아일랜드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Hopkins, Athony 개발청장

6.20.-23.

Dias da Graca, Carlos A.M. 상투메프린시페 외무장관 방한

6.20.-7.2.

조상호 특사(전 체육부장관) 중동 순방(오만, 아랍에미리트, 수단)
- 오만(6.20.~23.), 아랍에미리트(6.23.~28.), 수단(6.28.~30.)

6.20.-7.15.

노영찬 특사(외무부 본부대사) 알제리 및 아프리카 순방(시에라리온, 가나, 보츠와나)
- 알제리(6.20.~27.), 시에라리온(6.29.~7.2.), 가나( 7.3.~6.), 보츠와나(7.9.~11.)

6.21.

한･스페인 간의 항공운수협정 서명(조약 제1027호)

6.23.

한･캐나다 간의 핵물질의 재이전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170호)

6.25.-7.8.

최광수 특사(전 외무부장관) 동남아 순방(파푸아뉴기니, 피지, 바누아투, 뉴질랜드)
- 파푸아뉴기니(6.25.~27.), 피지(6.28.~7.2.), 바누아투(7.2.~5.), 뉴질랜드(7.5.~8.)

6.26.

제11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한승수 상공부장관 / Urbain, Robert 대외무역장관

6.26.-7.1.

벨기에 경제협력사절단 방한
- 단장: Albert 왕제(王弟)

6.27.-30.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국제수지(BOP)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6.27.-7.12.

최호중 외무부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영국, 독일, 벨기에, EC(구주공동체))
- 영국(6.28.~30.), 독일(6.30.~7.4.), 벨기에(7.4.~8.), EC(7.6.~7.), 이라크(7.8.~10.)

6.28.-7.12.

강경식 특사(전 재무부장관) 남미 순방(파라과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 파라과이(6.28.~7.1.), 볼리비아(7.1.~4.), 콜롬비아(7.5.~9.), 에콰도르(7.9.~12.)

6.29.-7.15.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 방한

6.30.

임수경 전국대학생협의회 대표 북한 방문

7.1.

이종업 제8대 주모로코대사 신임장 제정

7.1.-6.

인도 의원사절단 방한
- 단장: Bhardwaj 법무담당 국무장관

7.1.-14.

박준규 민정당 대표의원 캐나다 및 일본 방문
- 캐나다(7.1.~8.), 일본(7.8.~14.)

7.2.-15.

한승수 상공부장관 아주 순방(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구 중화민국))
- 파키스탄(7.2.~5.), 인도네시아(7.6.~9.), 태국(7.10.~12.), 대만(7.12.~15.)

7.3.-4.

제22차 아세안 외무장관회담(Bandar Seri Begawan, 브루나이)

7.3.-5.

제1차 한･파키스탄 통상장관회담(Islamabad)
- 수석대표: 한승수 상공부장관 / Hayat, Syed Fisal Saleh 상무장관

7.3.-5.

대필리핀 다자원조회의(도쿄)
- 수석대표: 노재원 외무부 본부대사

7.3.-6.

제73∼74차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Washington D.C.)

7.3.-8.

Gholm-Reza Aghazadeh 이란 석유장관 방한

7.3.-10.

노승환 국회부의장 호주 및 피지 방문

7.3.-12.

Desilva, B. 스리랑카 섬유및농촌산업개발장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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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제6차 한･구주공동체(EC) 고위협의회(Brussels)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장관

7.6.-8.

제4차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회담(Jakarta)
- 수석대표: 한승수 상공부장관

7.7.

한･구주공동체(EC) 집행위원회 간의 주한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표부 설치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서명(1989.7.26. 발효, 조약 제984호)

7.8.

김용식 전 외무부장관 Menem, Carlos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

7.9.

한･이라크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영사관계에서 승격)

7.10.-11.

제9차 한･태국 통상장관회담(Bangkok)
- 수석대표: 한승수 상공부장관 / Subin Pinkayan 통상장관

1638

7.10.-12.

한･인도네시아 항공회담(Jakarta)

7.10.-14.

주유엔 사이프러스대사 방한

7.10.-22.

이상훈 국방부장관 미국 방문

7.11.

노재원 외무부 본부대사 Ayatollah Khomeini 전 이란지도자 장례식 참석

7.12.-20.

Macheod 라이베리아 교통장관 방한

7.13.

Olano Bustos, Virgilio 제4대 주한 콜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7.13.

Nik Mohamed Hassan 제9대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7.13.

Walker, Charles 주한 피지대사 신임장 제정

7.13.

Mikl, Felix 제2대 주한 오스트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7.13.-23.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이란 및 파키스탄 방문
- 단장: 양형섭 의장

7.14.

한･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간의 협정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1989.7.16. 발효,
외무부고시 제172호)

7.15.-20.

라이베리아 해운사절단 방한
- 단장: Harmon, Emmet 대통령실 순회대사

7.16.-18.

최창락 특사(전 동력자원부장관) 이라크 혁명기념일 참석

7.17.-19.

제21차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의(SCM)(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상훈 국방부장관 / Cheney, Richard 국방장관

7.19.

제2차 재일한국인 후손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서울)
- 수석대표: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 다니노 사쿠다로 외무성 아시아국장

7.20.-8.8.

미얀마(구 버마)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Aung 공업장관

7.21.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제171호)

7.22.

주한 불가리아 무역사무소 개설

7.22.

Shang, Fonka 카메룬 국회의장 방한

7.22.-25.

아시아･태평양 무역회담(도쿄)
- 수석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7.23.-25.

정호근 합참의장 캐나다 방문

7.23.-28.

최호중 외무부장관 미국 방문

7.23.-29.

제22차 한･중국 경제각료회담(Taipei)
- 수석대표: 이규성 재무부장관

7.24.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소련 방문

7.24.-25.

제6차 한･일본 외무부 유엔국장협의회(도쿄)
- 수석대표: 송영식 국제기구조약국장 / 엔도 미노루 국제연합국장

7.24.-30.

H.N. Akhtar 파키스탄 체신장관 방한

7.24.-8.2.

민간 경제협력사절단 소련 방문
- 단장: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7.26.-29.

이규성 재무부장관 대만(구 중화민국) 방문

7.28.-8.7.

정호근 합참의장 남미 순방(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7.31.-8.3.

Dato Seri Rapidai Aziz 말레이시아 상공장관 방한

7.31.-8.3.

Feulner, Edwin J. 미국 Heritage재단 회장 방한

8.2.

제2차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한승수 상공부장관 / Dato Seri Rapidai Aziz 상공장관

8.2.-14.

이상의 과학기술처장관 일본 및 북미 순방(캐나다, 미국)
- 일본(8.2.~6.), 캐나다(8.7.~9.), 미국(8.9.~9.14.)

8.4.

Harahap, Hasrul 인도네시아 임업장관 방한

8.4.

제6차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구리야마 다카가즈 외무심의관

8.6.

Pudaite, L.T. 제5대 주한 인도대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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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Low, Robert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장 방한

8.7.-15.

사할린교포 실태 실무조사단 소련 방문
- 단장: 김석우 주일참사관

8.9.-10.

Pickering, Thomas 주유엔 미국대사 방한

8.11.-22.

김현욱 국회 외무위원장 소련 방문

8.14.-9.1.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7회기 속개회의(New York)
- 수석대표: 채의석 주유엔 차석대사

8.16.-18.

한･미국 항공회담(Washington D.C.)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Angevine, Charles E. 국무부 교통담당 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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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19.

Nwachukwu, Ike Omar Sanda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방한

8.17.

한･나이지리아 간의 해운협정 서명

8.17.-19.

Solarz, Stephen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방한

8.17.-21.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군사시설 소위원단 방한
- 단장: Schroeder, Patricia 소위원장

8.18.-21.

제5차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 어업회의(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희수 수산청차관

8.21.-22.

한･미국 소고기협상(Washington D.C.)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Earp, Gordana 통상대표부 대표보대리

8.21.-22.

한･아세안 고위실무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 파네 인도네시아 아세안담당 외무차관보

8.25.

Jolly, Richard 유니세프 부총재 방한

8.25.-9.2.

제8차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Paris)
- 수석대표: 조경식 교통부차관

8.26.-9.6.

이봉서 동력자원부장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방문
- 인도네시아(8.26.~9.2.), 말레이시아(9.3.~6.)

8.27.-9.2.

U Sein Aung 미얀마(구 버마) 공업장관 방한

8.28.-9.3.

권영각 건설부장관 리비아 방문

8.28.-9.10.

한승수 상공부장관 북구 순방(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 스웨덴(8.30.~31.), 핀란드(8.31.~9.2.), 노르웨이(9.2.~4.), 네덜란드(9.4.~5.),
덴마크(9.5.~10.)

8.29.-30.

제11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Bali)
- 수석대표: 이봉서 동력자원부장관 / Ginandjar 광업에너지장관

8.30.

Pudaite, Lal Thanzaua 제5대 주한 인도대사 신임장 제정

8.30.

Kodithuwakku, Karunasena 제2대 주한 스리랑카대사 신임장 제정

8.30.

Kazi Anwarul Masud 제2대 주한 방글라데시대사 신임장 제정

9.3.-5.

Siswono Judo Husodo 인도네시아 주택장관 방한

9.4.

Hopa, Jack T. 바누아투 수산장관 방한

9.4.

제82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London)
- 단장: 박정수 민정당의원

9.4.-6.

제11차 한･호주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Sydney)

9.4.-7.

제9차 비동맹정상회담(Belgrade, 유고슬라비아)

9.4.-9.

김종휘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미국 방문

9.5.

사할린교포 최초 모국방문단 방한

9.6.

이탈리아 상원 공공사업 및 통신위원회 대표단 방한
- 단장: Mariotti, Gian F. 의원

9.6.-10.

홍재형 관세청장 미국 방문

9.7.

곤도 모토지 일본 중의원 농림수산위원장 방한

9.7.-9.

제5차 한･미국 세관협력회의(Washington D.C.)
- 수석대표: 홍재형 관세청장

9.8.

제17차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회의(서울)

9.8.

최상섭 제7대 주네덜란드대사 임명

9.8.

최봉름 초대 주이라크 상주대사 임명

9.8.

김기수 제9대 주브라질대사 임명

9.8.-10.

Andersson, George 스웨덴 교통체신장관 방한

9.10-12.

Mosbacker, Robert 미국 상무장관 방한

9.11.

Stirn, Olivier 프랑스 관광장관 방한

9.12.-22.

제14차 세계에너지위원회(WEC) 총회(Montreal)
- 수석대표: 이봉서 동력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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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 교환(1989.9.26. 발효,
조약 제987호)

9.13.-21.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토고 및 베냉 방문

9.13.-27.

무역사절단 동구 순방(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폴란드)
- 단장: 남덕우 무역협회장

9.14.-10.6.

김창훈 특사(외무부 본부대사) 서아프리카 순방(토고, 중앙아프리카, 니제르)
- 토고(9.18.~21.), 중앙아프리카(9.24.~28.), 니제르(10.1.~6.)

9.14.-10.13.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미국 방문
9.15.-16.

제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준비 고위실무회의(SOM) (Canberra)
- 수석대표: 이시영 외무부 외교정책특별반장

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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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서 동력자원부장관 미국 및 캐나다 방문
- 캐나다(9.16.~20.), 미국(9.20.~23.)

9.17.-19.

Mock, Alois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방한

9.17.-20.

Kerin, John 호주 1차산업동력장관 방한

9.17.-29.

이남기 특사(전 주이탈리아대사) 몰타 독립경축식 참석

9.18.-22.

제4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Manila)
- 수석대표: 조병륜 보건사회부 보건부장

9.19.-21.

Quayle, Dan 미국 부통령 방한

9.19.-23.

Crosbi, John 캐나다 대외무역장관 방한

9.19.-10.6.

제27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Montreal)
- 수석대표: 나원찬 주몬트리올총영사

9.19.-12.29. 제44차 유엔총회(New York)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장관

9.20.

한･캐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985호)

9.20.

제1차 한･호주 관세협력회의(서울)
- 수석대표: 홍재형 관세청장

9.20.

김재훈 주베네수엘라대사, 겸임국 가이아나 신임장 제정

9.20.-29.

이규성 재무부장관 미국 방문

9.22.

한･프랑스 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10.1. 발효, 외무부고시 제173호)

9.23.-10.2.

최호중 외무부장관 미국 방문

9.24.-26.

Rausch, Tean M. 프랑스 대외무역장관 방한

9.25.

한･일본 외상회담(New York)
- 최호중 외무부장관 / 나카야마 타로 외상

9.25.

Bradi, Harold 국제민주연합(IDU) 의장 방한

9.25.-26.

제6차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총회(Kuala Lumpur)

9.25.-27.

Walker, Peter 영국 Wales지역담당장관 방한

9.25.-29.

제3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Vienna)
- 수석대표: 최영환 과학기술처차관

9.25.-10.4.

제1차 사할린동포 모국방문단 방한

9.26.-28.

제44차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규성 재무부장관

9.26.-29.

Anas 인도네시아 교통장관 방한

9.26.-10.1.

Craton, Peter C. 호주 국방장관 방한

9.27.

Gregg, Donald 제14대 주한 미국대사 신임장 제정

9.27.

Marcussen, Jan 제4대 주한 덴마크대사 신임장 제정

9.27.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회담(판문점)

9.27.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서명, 발효
(조약 제988호)

9.27.

한･헝가리 외무장관 회담(New York)
- 최호중 외무부장관 / Horn 외무장관

9.27.

한･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회담(New York)
- 최호중 외무부장관 / Loncar 외무장관

9.27.

한･미국 외무장관회담(New York)
- 최호중 외무부장관 / Baker 국무장관

9.27.

한･알제리 외무장관회담(New York)
- 최호중 외무부장관 / Ghozali 외무장관

9.27.

Ryan, Richard 주한 아일랜드대사 신임장 제정

9.27.-28.

제1차 한･헝가리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 / Laszlo, Ivan 외무부 제3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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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한･브라질 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발효(조약 제989호)

9.28.

한･폴란드 외무장관회담(New York)
- 최호중 외무부장관 / Skubiszewski 외무장관

9.29.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990호)

10.1-3.

제7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동북아회의(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종찬 민정당의원

10.2.-3.

제9차 한･영국 경제협의회(London)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 Meadway, John 상공부 상무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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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Etchegaray, Roger 교황청 특사(추기경) 방한

10.4.-8.

Vargas Llosa, Mario 페루 야당 대통령 후보 방한

10.4.-13.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소련 방문

10.4.-11.2.

북한 외교부 대표단 중국 방문
- 단장: 차봉주 부부장

10.5.-6.

제3차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전순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오타 히로시 외무성 심의관

10.5.-9.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 동독 방문

10.6.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위한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회담(판문점)

10.6.-18.

Fischer, Paul Henning 덴마크 국회 외무위원장 방한

10.7.-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n Paul II) 방한

10.8.

정경일 제6대 주이란대사 신임장 제정

10.8.-13.

Heisbourg, Francois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소장 방한

10.9.-12.

Hills, Carla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방한

10.9.-19.

제15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ATPC) 회의(Paris)
- 수석대표: 한우석 주프랑스대사

10.9.-20.

제16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London)
- 수석대표: 황규진 해운항만청 차장

10.9.-27.

북한 경제대표단 스위스 및 이탈리아 방문
- 단장: 김달현 대외경제위원장

10.11-12.

제6차 한･필리핀 자원협력위원회(서울)

10.12.

남북고위당국자회담 북한고위정치조사회담을 위한 제3차 예비회담(판문점)

10.12.

김승호 제9대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신임장 제정

10.13.

한･독일 간의 도량형 개발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174호)

10.14.-22.

정원식 문교부장관 프랑스 방문

10.15.-20.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 최호중 외무부장관, 이상훈 국방부장관 및 한승수 상공부장관 수행

10.15.-21.

Atubo, Daniel Omara 우간다 외무･지역협력담당 국무장관 방한
- 신동원 외무부차관 초청

10.16.

앙골라 노동당 대표단 북한 방문
- 단장: 로디오그, 보리리트 당부장

10.16.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위한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회담(판문점)

10.16.

한･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간의 협정의 연장 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제176호)

10.16.-22.

Winter 칠레 외무부 정무차관보 방한

10.17.

박부열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겸임국 바베이도스 신임장 제정

10.17.-19.

Smit-Kroes, Neelie 네덜란드 교통장관 방한

10.17.-21.

Cheema, A. 파키스탄･한 친선협회장 방한

10.17.-11.16. 제25차 유네스코 총회(Paris)
- 수석대표: 정원식 문교부장관

10.19.

한･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제175호)

10.19.-21.

Raja Shahid Zafar 파키스탄 생산담당국무장관 방한

10.20.

제3차 남북체육회담(판문점)

10.20.

Sigur, Gaston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북한 방문

10.22.-24.

Medgyessy, Peter 헝가리 부수상 방한

10.23.

제1차 한･구주공동체(EC) 정무협의체회의(Paris)
- 수석대표: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Dufourcq 정무총국장

10.23.-26.

Hartarto 인도네시아 산업장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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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28.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국제수지(BOP)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10.24.

제2차 한･이집트 학술회의(서울)
- 수석대표: 노재원 외무부 본부대사 / Mohamed El-Zayyat 국회 아랍 및 국제문제위원장

10.24.-31.

Brandt, Willy 전 독일 수상(SI 의장) 방한

10.25.

김재춘 제7대 주인도네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10.25.-27.

한･미국 섬유협상(Washington D.C.)

10.26.-27.

한･미국 통신실무협상(Washington D.C.)

10.26.-31.

Wickremasinghe, Ranil 스리랑카 산업장관 겸 국회의장 방한

10.29.-11.2. Sigur, Gaston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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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31.

제15차 한･독일 경제실무자회의(서울)
- 수석대표: 최대화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Johnke, J. 경제부 경제국장

10.30.-11.1. 제24차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 총회(서울)
- 수석대표: 조순승 평민당의원

10.30.-11.1. 사쿠라우치 전 일본 외상 방한
10.31.

명인세 제5대 주볼리비아대사 임명

10.31.

강종원 제5대 주오만대사 임명

10.31.

탁나현 제8대 주우루과이대사 임명

10.31.

이복형 제10대 주멕시코대사 임명

10.31.

유내형 제5대 주카타르대사 임명

10.31.-11.4. 폴란드 정부대표단 방한
- 단장: Majawski, Jan 외무차관

11.1.

한･폴란드 간의 무역협정 서명

11.1.

한･폴란드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

11.1.

한･폴란드 외교관계 수립

11.1.-9.

최호중 외무부장관 인도네시아 및 호주 방문
- 인도네시아(11.1.~3.), 호주(11.3.~9.)

11.4.-15.

정대철 국회 문화공보위원장 미국 방문

11.5.

한･일본 외무장관회담(Canberra, 호주)
- 최호중 외무부장관 / 나카야마 외상

11.5.-7.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 비공식 방문

11.5.-10.

홍재형 관세청장 대만(구 중화민국) 방문

11.6.-7.

제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Canberra)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장관, 한승수 상공부장관

11.6.-8.

이홍구 국토통일원장관 일본 방문

11.6.-10.

Wolff, Lester 전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방한

11.6.-10.

제3차 한･대만(구 중화민국) 세관협력회의(Taipei)
- 수석대표: 홍재형 관세청장

11.6.-12.

박철언 정무제1장관 헝가리 방문

11.7.

한･헝가리 간의 민간경제협의회 설치협정 서명

11.7.-9.

야마시다 도쿠오 일본 수상 방한

11.8.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위한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회담(판문점)

11.8.

최상섭 제7대 주네덜란드대사 신임장 제정

11.8.-10.

Rozental, Andres 멕시코 외무차관 방한

11.9.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발효(조약 제991호)

11.9.

한･멕시코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11.9.

Haslam, David 국제수로기구(IHO) 집행위원장 방한

11.9.-23.

Torrijos 파나마 해운항만청장 방한

11.11.-19.

이우재 체신부장관 미국 방문

11.11.-30.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Rome)
- 수석대표: 김식 농림수산부장관

11.13.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실무회담(판문점)

11.13.-14.

제5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McCloskey, Jean C. 외무부 아･태차관보

11.13.-15.

Dunkel, Arthur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사무총장 방한

11.13.-17.

Abel, David O. 미얀마(구 버마) 기획재무및통상장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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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2.14. 제20차 만국우편연합(UPU) 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우재 체신부장관

11.14.

박부열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겸임국 세인트키츠네비스 신임장 제정

11.14.

국제이민기구헌장(정부간 구주이민위원회헌장의 개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
(외무부고시 제177호)

11.14.-18.

야쿠베치, 야로슬라브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상공회의소 회장 방한

11.14.-23.

Nuri Al-Madani 리비아 과학장관 방한

11.15.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제4차 예비회담(판문점)

11.15.-16.

제3차 한･수리남 합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신두병 외무부 미주국장 / Amanh, Edgar 외무부 아･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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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7.

세계통상장관회의(도쿄)
- 수석대표: 한승수 상공부장관

11.15.-18.

Mungra 수리남 재무장관 방한

11.15.-19.

바베이도스 투자유치단 방한

11.16.

박부열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겸임국 앤티가바부다 신임장 제정

11.16.-17.

제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총회(Hobart, 호주)
- 수석대표: 안종구 주호주공사

11.16.-18.

무라타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방한

11.16.-19.

도미니카공화국 상공부 기술및관리담당차관 방한

11.17.

한･소련 영사관계 수립 합의의정서 서명(Singapore)

11.18.-21.

Naim 베네수엘라 상공장관 방한

11.18.-21.

Rodriguez 베네수엘라 경제기술장관 방한

11.18.-12.4. 노태우 대통령 구주 순방(독일, 헝가리, 스위스, 영국, 프랑스)
- 최호중 외무부장관, 한승수 상공부장관, 이상의 과학기술처장관, 정호근 합참의장 수행
- 독일(11.20.~22.), 헝가리(11.22.~24.), 스위스(11.24.~27.), 영국(11.27.~30.),
프랑스(11.30.~12.2.)

11.19.-25.

연형묵 북한 총리 루마니아 방문

11.20.-21.

제1차 한･호주 협의회(Canberra)
- 수석대표: 박필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 Scoat, Brian 무역개발협의회장

11.20.-23.

Al-Mangoush 리비아 대수로장관 방한

11.20.-24.

제3차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총회(Vienna)
- 수석대표: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

11.20.-27.

Arnau 아르헨티나 외무부 경제차관보 방한

11.21.

오정일 제5대 주가나대사 신임장 제정

11.21.

북한･페루 외교관계 수립

11.21.

제9차 한･독일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베를린)

11.22.

유고슬라비아, 대한민국 정부 승인

11.22.

한･헝가리 간의 관광협력의정서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178호)

11.22.

한･헝가리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서명

11.24.

제14차 한･멕시코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Mexico City)

11.25.

한･튀니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발효
(조약 제992호)

11.27.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을 위한 제7차 남북적십자 실무회담(판문점)

11.27.

주폴란드대사관 개설
- 최병효 대사대리 부임

11.27.

박부열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겸임국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신임장 제정

11.27.-29.

제5차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New Delhi)
- 수석대표: 김삼훈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Singh, Man M. 인력개발성 문화국장

12.1.

제12차 한･프랑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Paris)

12.4.-6.

제45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총회(Geneva)
- 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12.4.-6.

제2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Lagos)
- 수석대표: 이두복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 Ononaiye, M.O. 외무부 대사

12.4.-8.

헝가리･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 단장: 팔가조르 국회 산업위원장

12.5.

박부열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겸임국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신임장 제정

12.5.-6.

제16차 한･미국 에너지실무위원회(Washington D.C.)

12.5.-7.

Marquez, Jeorge 국제통화기금(IMF) 총장 방한

12.5.-8.

김재순 국회의장 대만(구 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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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Shultz, George 전 미국 국무장관 방한

12.7.

제27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총회(서울)

12.7.-8.

제8차 한･미국 경제협의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신동원 외무부차관 / McCormack, Richard T. 국무부 경제담당차관보

12.7.-8.

제1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Wellington)
- 수석대표: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Ansell, Graham 대외관계 및 무역부 사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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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Solomon, Richard 미국 특사(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12.7.-10.

Murkowski, Frank 미국 상원의원 방한

12.8.

한･소련 영사관계 수립

12.11.

북한 외교부 대표단 이란 방문
- 단장: 차봉주 부부장

12.11.

주한 싱가포르대사관 개설

12.11.-12.

제4차 한･핀란드 공동위원회(Helsinki)
- 수석대표: 김재섭 외무부 구주국심의관 / Aalto 외무부 대외경제협력 부국장

12.11.-12.

제2차 한･호주 정책협의회(Canberra)
- 수석대표: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Lightowler, Michael 대외통상성 차관보

12.11.-14.

Feulner, Edwin J. 미국 Heritage재단 회장 방한

12.12.

박부열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겸임국 도미니카공화국 신임장 제정

12.12.-16.

Rose, Charle 및 Dymally, Mervin M. 미국 하원의원 방한

12.13.-15.

Berend, Istvan 헝가리 과학원장 방한
- 한･헝가리 기초과학공동위원회 설치 합의각서 서명

12.13.-17.

Kyin, M.M. 미얀마(구 버마) 에너지광업장관 방한

12.14.

한･독일 간의 산림경영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12.14.

노영찬 외무부장관 특사(본부대사) Ghozali 알제리 외무장관 면담(New York)

12.14.-15.

제2차 한･스웨덴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Stockholm)
- 수석대표: 김재섭 외무부 구주국심의관 / Wijk 외무부 통상3국장

12.15.

한･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간의 신탁기금설치협정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제179호)

12.15.-29.

제2차 사할린동포 모국방문단 방한

12.18.-19.

제3차 한･미국 통신회담(서울)

12.20.

남북 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제5차 예비회담(판문점)

12.20.

제3차 재일한국인 후손문제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도쿄)
- 수석대표: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 다니노 사쿠타로 외무성 아시아국장

12.21.-24.

Johnson 라이베리아 외무장관 비공식 방한

12.27.

한･유고슬라비아 외교관계 수립

12.29.

유종하 제28대 외무부차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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