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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한국의 대라이베리아 무상원조, 1985
1003 한국의 대모리타니 원조(무상원조), 1983-84
1004 한국의 대모리타니 원조(무상원조), 1985
1005 한국의 대네팔 원조(무상원조), 1984
1006 한국의 대니제르 원조(무상원조),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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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1 1 한국의 대스리랑카 원조(무상원조), 1984
1012 한국의 대세네갈 원조(무상원조), 1984-85
1013 한국의 대스와질랜드 원조(무상원조), 1985
1014 한국의 대부르키나파소 원조(무상원조),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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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대휘지 합작투자,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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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대필리핀 합작투자, 1984
1028 대홍콩 투자진출 방안, 1985
1029 제8차 및 제9차 상수도 사업을 위한 ADB(아세아개발은행) 차관 도입, 1984
1030 경인지역 천연가스 공급망 건설을 위한 ADB(아세아개발은행) 차관 도입,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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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대감비아 전대차관 공여, 1983
1035 대자메이카 전대차관 공여, 1982-85
1036 대잠비아 전대차관 공여, 1983-84
1037 해외건설업체의 중공 인력 고용정책, 1984-85
1038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및 카타르 진출 덕산건설(주)의 부도에 따른 공사중단 및 인수추진 문제, 1983-84
1039 한·불가리아 건설협력,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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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대미국 건설 진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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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한·벨기에 과학기술협력,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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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한·가봉 공예기술협력, 1984-85
1050 한·헝가리 건설기술협력,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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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한·잠비아 의료협력,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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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과학기술협력조사단 중남미 순방, 1985.10.20-11.11
1062 Kazagui, Jean Claude 중앙아프리카 과학기술 연구담당 특보 방한, 1985.6.10-14
1063 독일 과학·기술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5
1064 Daffe, Balla Moussa 세네갈 과학 기술상 방한, 1985.4.19-25
1065 터키 공업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3
1066 남극 자원개발, 1983-85
1067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제6차. 서울, 1985.11.20-21
1068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제7차. Jakarta, 1985.12.16-17
1069 이봉서 동력자원차관 일본 방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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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Beteta, Ramon 멕시코 석유공사(PEMEX) 총재 방한, 1985.11.2-4
1081 한·독일 원자력협력, 1985
1082 터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참여, 1983
1083 한·프랑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3차. Paris, 1985.6.17-18
1084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 제9차. 서울, 1985.5.24
1085 PBNC(태평양 연안국 원자력회의) 제5차. 서울, 1985.5.19-23
1086 서해 및 동지나해 어장 확장 문제, 1985
1087 한·브라질 어업협력, 1985
1088 한·콜롬비아 어업협력, 1979-85
1089 한·코모로 어업협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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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한·가봉 어업협력,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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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어선 위반 조업문제,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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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V.1 1985.1-5
1109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V.2 1985.6-12
1110 한·중앙아프리카 농업협력, 1983-84
1 1 1 1 한·도미니카연방 임업협력, 1983
1112 가봉 Kango 지역(Komo강 유역) 미곡생산농장 개발사업 참여, 1984-85
1113 한·가나 새마을 농장 지원, 1985
1114 아주임업(주)의 인도네시아 산림합작회사와의 분규 문제, 1980-85
1115 한·뉴질란드 간의 치즈공장 합작투자, 1983-85
1116 농업진흥공사의 사우디아라비아 종합농장 설립사업 참여, 1983
1117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회의, 제7차. Jakarta, 1985.8.27-9.1
1118 한·일본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 제18차. 서울, 1985.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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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새마을 경제협력단 중남미 순방, 1985.8
1121 이디오피아 농업·임업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
1122 Ploeg, A. 네덜란드 농수산 국무상 방한, 1985.10.20-29
1123 Lord Belstead 영국 농수산부 차관 방한, 1985.9.15-20
1124 서사모아 농업·임업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
1125 미국 선박에 대한 황해 및 동지나해 해양과학 조사활동 허가 문제, 1985
1126 칠레의 [대륙붕] 350마일 영해권 선포, 1985
1127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0차. 서울, 1985.10.1-11. 전8권. V.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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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0차. 서울, 1985.10.1-11. 전8권. V.6 결과보고
1133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0차. 서울, 1985.10.1-11. 전8권. V.7 외교적 활용 방안 1
1134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0차. 서울, 1985.10.1-11. 전8권. V.8 외교적 활용 방안 2
1135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잠정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Washington, D.C., 1985
113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83-85
1137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위원회, 1975-79
1138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5. 전5권. V.1 85.1-3월
1139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5. 전5권. V.2 85.4-5월
1140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5. 전5권. V.3 85.6월
1141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5. 전5권. V.4 85.7-8월
1142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5. 전5권. V.5 85.9-12월
114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Loose-leaf Schedule 검토, 1985
114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1985
114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1985
114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85.9.30-10.2. 전2권. V.1 기본문서
114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85.9.30-10.2. 전2권. V.2 자료
114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1차. Geneva, 1985.11.25-28. 전2권. V.1 기본계획
114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1차. Geneva, 1985.11.25-28. 전2권. V.2 결과보고
115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5
115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85
115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5
115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그룹회의, 1985
115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위조상품 교역 전문가그룹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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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주한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ICE) 사무소 직원의 법적지위 문제, 1984-85
1296 미국 Alaska 주정부 한국사무소 설치, 1983-85
1297 77그룹 외상회의, 제9차. New York, 1985.10.2-4
1298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1차. Bonn(독일) 1985.5.2-4. 전2권. V.1 사전준비
1299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1차. Bonn(독일) 1985.5.2-4. 전2권. V.2 결과보고
1300 77그룹 ECDC / IFCC(개도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간 후속조치 및 조정위원회) 회의, 제4차. Jakarta, 1985.8.19-23
1301 ECDC / TCDC(개발도상국간경제협력 / 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정부간회의. Bangkok, 1985.11.5-10
1302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총회, 제4차. 서울, 1985.4.29-5.1
1303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제18차. Auckland(뉴질란드) 1985.5.12-16
1304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세, 1985
1305 앙골라 정세, 1985
1306 서부사하라 문제, 1985
1307 호주 정세, 1985
1308 오스트리아 정세, 1983-1985
1309 방글라데시 정세, 1985
1310 벨기에 정세, 1985
1 3 1 1 미얀마(구 버마) 정세, 1985
1312 브라질 대통령 선거, 1985.1.15
1313 브라질 정세, 1985
1314 캄푸챠 정세, 1985. 전2권. V.1 국내정세
1315 캄푸챠 정세, 1985. 전2권. V.2 대외관계
1316 챠드 사태, 1985
1317 칠레 국내정세, 1984
1318 카나다 정세, 1985
1319 중공 정세, 1985
1320 중앙아프리카 정세, 1985
1321 사이프러스 사태, 1985-86
1322 덴마크 정세, 1985
1323 도미니카공화국 정세, 1985
1324 이집트 정세, 1985
1325 엘살바도르 정세, 1985
1326 이디오피아 정세, 1985
1327 피지 정세, 1985
1328 핀란드 정세, 1985
1329 프랑스 정세, 1985
1330 가봉 정세, 1985
1331 독일 정세, 1985
1332 가나 정세, 1985
1333 기니 정세, 1985
1334 그리스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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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기니비사우 정세, 1984-85
1336 과테말라 정세, 1985
1337 가이아나 정세, 1985
1338 홍콩 장래 실무대책반, 1984-85
1339 온두라스 정세, 1985
1340 인도 정세, 1985
1341 인도네시아 정세, 1985
1342 이라크 정세, 1985
1343 이란 정세, 1985
1344 이탈리아 정세, 1985
1345 코트디브아르 정세, 1985
1346 일본 정치 정세, 1985
1347 일본 정세, 1985
1348 자메이카 정세, 1985
1349 라이베리아 정세, 1985
1350 모리타니 정세, 1985
1351 멕시코 정세, 1985
1352 나이지리아 정세, 1985
1353 나이지리아 쿠데타, 1985
1354 나미비아 문제, 1985
1355 노르웨이 정세, 1985
1356 니카라과 정세, 1985
1357 뉴질란드 정세, 1985
1358 오만 정세, 1985
1359 파키스탄 정세, 1985
1360 폴란드 정세, 1984-1985
1361 Aquino, Benigno S. 미국 망명 전 필리핀 상원의원 Manila 공항 피격 사망사건(1983.8.21) 조사, 1984-85
1362 필리핀 정세, 1985. 전2권. V.1 1-10월
1363 필리핀 정세, 1985. 전2권. V.2 11-12월
1364 파나마 정세, 1985
1365 파푸아뉴기니 정세, 1983-85
1366 포르투갈 정세, 1985
1367 카타르 정세, 1984-85
1368 러시아(구 소련) 정세, 1985
1369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제재 조치, 1985
1370 미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 조치, 1985
1371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1984-85
1372 스웨덴 정세, 1985
1373 싱가포르 정세, 1985
1374 시에라리온 정세, 1985
1375 세네갈 정세, 1985
1376 수단 쿠데타, 1985
1377 수단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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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수리남 정세, 1985
1379 태국 정세, 1985
1380 탄자니아 정세, 1985
1381 우간다 정세, 1985
1382 영국의 북아일란드 분쟁 개입문제, 1984-85
1383 Chernenko 소련 서기장 사망 및 Gorbachev 서기장 취임, 1985
1384 미국 제99회기 지도부 및 위원회 구성, 1985
1385 미국 정세, 1985
1386 부르키나파소 정세, 1985
1387 우루과이 정세, 1985
1388 베네수엘라 정세, 1985
1389 서남아지역 국가 정세, 1985
1390 중미지역 국가 정세, 1985
1391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1985
1392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985
1393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985
1394 자이르 정세, 1985
1395 공관활동보고 - 브루나이, 1984-85
1396 공관활동보고 - 에콰도르, 1985
1397 공관활동보고 - 가나, 1985
1398 공관활동보고 - 아이보리코스트, 1985
1399 공관활동보고 - 나하(那覇, 일본) 영사관, 1984-85
1400 공관활동보고 - 센다이(仙台, 일본) 총영사관, 1984-85
1401 공관활동보고 - 삿포로(札幌, 일본) 총영사관, 1984-85
1402 공관활동보고 - 나고야(名古屋, 일본) 총영사관, 1984-85
1403 공관활동보고 - 후쿠오카(福岡, 일본) 총영사관, 1985
1404 공관활동보고 - 일본, 1985
1405 공관활동보고 - 레바논, 1984-85
1406 공관활동보고 - 라이베리아, 1985
1407 공관활동보고 - 말레이지아, 1985
1408 공관활동보고 - 멕시코 및 자메이카, 1985
1409 공관활동보고 - 네덜란드, 1985
1410 공관활동보고 - Karachi(파키스탄) 총영사관, 1985
14 1 1 공관활동보고 - 필리핀, 1983-85
1412 공관활동보고 - 스리랑카, 1985
1413 공관 경제통상 활동보고 - EC(구주공동체), 1984
1414 공관 경제통상 활동보고 - 파키스탄, 1985
1415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4차. 서울, 1985.8.13. 전2권. V.1 기본문서
1416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4차. 서울, 1985.8.13. 전2권. V.2 자료
1417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V.1 기본문서
1418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V.2 결과보고
1419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V.3 자료
1420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V.1 1-2월

1468
1469
1470
14 7 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7
1508
1509
1510
1511

1421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V.2 3-4월
1422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V.3 5월
1423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V.4 6월
1424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V.5 7월
1425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V.6 8월
1426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V.7 9월
1427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V.8 10-12월
1428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5
1429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85
1430 재미국 한국학자 김영진 교수 북한 방문 관계, 1985-86
1431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1985
1432 재파라과이 한국학교 및 한국회관 건립 지원, 1985
1433 한민통 인사의 일본 재입국 문제, 1981-85
1434 재일본 반한단체 현황 및 동향, 1985
1435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 문제, 1985
1436 조총련 동향, 1985. 전2권. V.1 1월-5월
1437 조총련 동향, 1985. 전2권. V.2 6월-11월
1438 해외 이주 확대 방안, 1985
1439 미국 이민 증대 방안, 1985
1440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5
1441 아르헨티나 이민, 1985
1442 카나다 이민, 1985
1443 아이티 농업 이민, 1984-85
1444 San Pedro(파라과이) 농장 개발문제, 1978-85. 전3권. V.1 1978-81
1445 San Pedro(파라과이) 농장 개발문제, 1978-85. 전3권. V.2 1982
1446 San Pedro(파라과이) 농장 개발문제, 1978-85. 전3권. V.3 1983-85
1447 한·아르헨티나 이주관계 실무회의,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 1985.4.29-30. 전2권. V.1 1984-1985.5
1448 한·아르헨티나 이주관계 실무회의,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 1985.4.29-30. 전2권. V.2 1985.6-1986
1449 중공 선원 입국 허가, 1985
1450 한·중공 선박 충돌사고 및 배상처리, 1981-85
1451 이라크 공군기의 한림 MARINA호 피격사건, 1985
1452 일본 어선 제1 풍어환(風魚丸)호 침몰 사건, 1985
1453 소련 선박의 울릉도 긴급피난 요청, 1985
1454 국유재산 실태조사, 1984-85
1455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5
1456 주태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부지 매입, 1983-85
1457 주센다이(仙臺, 일본) 총영사관 청사 이전 검토, 1983-85
1458 주미국대사관 통합 청사용 신축 부지 매입, 1985
1459 주Vancouver(카나다) 총영사관 관저 매입, 1983-85
1460 주Chicago(미국) 총영사관 관저 매입, 1984-85
1461 주미국대사관 관저 신축, 1985. 전2권. V.1 1-4월
1462 주미국대사관 관저 신축, 1985. 전2권. V.2 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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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80년도
1463 Strand, Jorgen B. 주Copenhagen(덴마크) 명예총영사 해임, 1973.12.31
1464 한국 국내문제와 관련한 A.I.(국제사면협회)의 청원 서한, 1978-80
1465 외무부의 경무대 보고문서
1466 대사파견 - 독일, 1980
1467 대사파견 - 나이지리아, 1980
1468 국쾌남 주서울 페루 명예총영사 인가 취소, 1973.1.16
1469 한국의 대일본 의회 안보외교 활동방안, 1975
1470 1980년도 대미국 외교 시책 및 업무계획, 1980
1471 카나다의 대한국정책
1472 미국·쿠바 관계, 1961-65
1473 이란 사태 관련 한·이란 관계, 1979-80
1474 도야 후미히코 주한 일본대사관 3등 이사관의 국내법 위반문제, 1976
1475 한국의 대시리아 낙하산 기증 문제
1476 한·미국 정무일반, 1980
1477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V.4 1차 청문회 1 진행상황
1478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V.6 2차 청문회
1479 한·자이르 정무일반
1480 국교수립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1974-80. 전2권. V.2 1980
1481 국교수립 - 인도
1482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일본), 1975-77
1483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대태국), 1975-76
1484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대프랑스), 1975
1485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기타), 1975-78
1486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대UN), 1975-78
1487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V.2 본회담, 1978.7.24-10.11
1488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V.3 남북한 비공식회의 및 명단토의 실무회의
1489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V.4 회담교착 및 결렬
1490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V.5 회담 일지, 1978.6-8
1491 후꾸다(福田赳夫) 전 일본 수상 방한, 1980.9.24-26
1492 Marshall, John 전 뉴질란드 수상 방한, 1980.6.25-29
1493 박동진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80.4.16-18. 전3권. V.3 자료
1494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80.4.11-15
1495 최규하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69.11.4-21
1496 미국 의회의원 방한, 1980
1497 미국 의회의원 방한. 1975. 전2권. V.2 10-11월
1498 야나기야(柳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1.8-13
1499 미국 주요인사 방한, 1980
1500 북한·벨기에 관계, 1974-75
1501 북한·프랑스 관계,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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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1975
1503 북한·레소토 관계, 1975-76
1504 북한·네덜란드 관계, 1970
1505 북한·파키스탄 관계, 1970
1506 북한·폴란드 관계, 1973-74
1507 북한·시리아 관계, 1970-74
1508 북한·영국 관계, 1974
1509 북한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 평양, 1980.10.10-14. 전3권, V.2 각국 대표단 초청현황 및 반응
1510 한국의 대소련 관계개선, 1970-72
1 5 1 1 캐나다의 중국(구중공) 승인, 1968-70
1512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 1969
151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4차, 1978.3.9
1514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6차, 1978.7.20
151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7차, 1978.9.14
1516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8차, 1979
1517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1967-68
1518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1974
1519 주한 미군의 공항이용료 부과문제, 1971-75
1520 중립국 감시위원단 동향, 1972-74
1521 중립국 감시위원단, 1980
1522 대한항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송환교섭. 전10권. V.7 대통령보고
1523 북한의 비무장지대 요새화 문제, 1972
1524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불법 지하터널 구축, 1974-75
1525 유엔총회, 제20차. New York, 1965.9.21-12.21. 전4권. V.4 총회대책 및 결과보고
1526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 기본대책 1 : 1973.12-74.3
1527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2 기본대책 2 : 1974.4-6
1528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3 기본대책 3 : 1974.7-8
1529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4 기본대책 4 : 1974.9-11
1530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5 우방국 전략협의 및 본회의 대책
1531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6 대표단 파견 및 한국문제 토의
1532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8 북한·공산측 및 비동맹국가 동향
1533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2 기본대책 II : 1975.3-5월
1534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3 기본대책 III : 1975.6-9월
1535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4 기본대책 IV : 1975.10-11월
1536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5 주유엔대표부 교섭활동 및 우방국 협조 I : 1975.1-5월
1537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6 주유엔대표부 교섭활동 및 우방국 협조 II : 1975.6-8월
1538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7 주유엔대표부 교섭활동 및 우방국 협조 III : 1975.9월
1539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8 주유엔대표부 교섭활동 및 우방국 협조 IV : 1975.10-12월
1540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9 대표단 구성 및 활동보고
1541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0 회의 진행사항 I : 1975.9.16-10.16
1542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1 회의 진행사항 II : 1975.10.20-12.17
1543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2 북한 및 공산측 동향
1544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3 결과보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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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4 결과보고 II
1546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5 Memorandum
1547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0 국가별 교섭 II : 아주지역 1
1548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1 국가별 교섭 III : 아주지역 2
1549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2 국가별 교섭 IV : 아주지역 3
1550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3 국가별 교섭 V : 아주지역 4
1551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4 국가별 교섭 VI : 미주지역 1
1552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5 국가별 교섭 VII : 미주지역 2
1553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6 국가별 교섭 VIII : 미주지역 3
1554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7 국가별 교섭 IX : 구주지역 1
1555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8 국가별 교섭 X : 구주지역 2
1556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9 국가별 교섭 XI : 중동지역 1
1557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30 국가별 교섭 XII : 중동지역 2
1558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31 국가별 교섭 XIII : 아프리카지역 1
1559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32 국가별 교섭 XIV : 아프리카지역 2
1560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33 국가별 교섭 XV : 아프리카지역 3
1561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34 국가별 교섭 XVI : 아프리카 지역 4
1562 UN 인권소위원회 제33차. Geneva, 1980.8.18-9.12
1563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7차. Berlin(동독), 1980.9.16-24. 전5권. V.1 사전준비
1564 S.I.(국제사회주의연맹) 사절단 방한계획, 1980
1565 S.I.(국제사회주의연맹) 아시아협의회 준비회의. Wellington, 1980.9.19-21
1566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4 대책 및 교섭 11.1-13
1567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7 총회보고
1568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규정 한국가입(정회원), 1974.3.15. 전2권. V.1 가입
1569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 1952-65
1570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3차. Lagos(나이지리아), 1972.1.19-26
1571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4차. New Delhi(인도), 1973.1.10-18
1572 북한의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가입, 1971-74
1573 유성근 주독일대사관 노무관 실종사건, 1971
1574 베트남 정부의 대한 재산 청구권 행사 문제, 1980
1575 미국 학계 인사 방한, 1973-74
1576 한·파키스탄 경제문화협회 창설, 1973.2.8
1577 한·대만(구 중국) 경제각료회담, 제7차. 서울, 1972.7.10-15
1578 아시아 노동장관 회의, 제5차. Melbourne(호주), 1975.4.8-10
1579 한국의 대 레소토 원조(무상원조), 1967
1580 인도네시아산 원유도입, 1980
1581 멕시코산 원유도입, 1979-80
1582 한·일본 간의 고래 어획 쿼타 배분문제, 1980
1583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V.1 1-2월
1584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V.2 3-4월
1585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V.3 5월
1586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V.4 6월
1587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V.5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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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V.6 8.1-25
1589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 문제, 1979-80
1590 한·일본간 대륙붕 공동개발(작업착수), 1980
1591 대자이르 군수품 수출, 1979-80
1592 프랑스산 방위산업제품 수입, 1974-75
1593 태국 정세, 1978
1594 경무대와 주New York 총영사관 교환문서, 1958
1595 경무대와 주미국 대사관 교환문서(접수). 전3권. V.1 1-3월
1596 경무대와 주미국 대사관 교환문서(접수). 전3권. V.3 10-12월
1597 한·일본 간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1966
1598 재미국 한국학자 북한 방문, 1980
1599 베트남 잔류 동포 및 이산가족 출국, 1978-79
1600 이순흥 베트남 잔류동포회장의 보고, 1980
1601 재일본 반한 단체, 1980
1602 미국 내의 반한 활동, 197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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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간 문화협력위원회 설치 추진,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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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5-62 / 1 / 1~43(43p)

1. 주콜롬비아대사는 1983.3.23. 외무부에 1976.7.14. 발효된 주재국과의 문화협정에 따라 양국 간 문화
교류 강화를 위하여 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함.
2. 주콜롬비아대사는 1983.6.14. 주재국 외무성과의 예비접촉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서
문화협력위 설치안을 주재국에 정식 제의할 것을 건의함.

다음 협력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주콜롬비아대사는 1983.8.19. 북한의 침투활동 저지를 위해 협력위 설치가 필요하고 주재국 외무성이
협력위 설치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협력위 설치를 재차 건의함.
5. 1984년 중 양국 정부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화협력위 설치를 위한 각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됨.
문화위 개최 장소는 일방 요구에 의거 양국 간 합의로 결정
참가 대표는 외무성 및 기타 정부기관 대표, 주재 대사관 직원으로 구성
문화협정 시행 방안 논의
특정 연간 계획 논의 및 사업 시행을 위한 협조 등

90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외무부는 1983.8.2. 아직 양국 간 문화교류 수준이 미미하므로 문화협정에 기초한 실적이 축적된

한·프랑스 혼성위원회, 제8차. 서울, 1985.12.16-18.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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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5-62 / 2 / 1~187(187p)

1. 개최 경위
주프랑스대사는 1985.7월 부임 인사차 외무성 문화총국장을 방문하고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및 88 올림픽
계기 협력 방안 협의를 위한 제8차 양국 간 혼성위원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를 당부함.

8~9월
양국 간 회의 개최 시기 및 기술적 준비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85.10.8. 회의 개최 일자를 12.16.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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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결과
회의 기간 및 장소: 1985.12.16.~19. 외무부 회의실
양측 대표

- 이승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등 8명
- Christian Prettre 외무성 문화총국 부총국장 등 12명
주요 합의 내용

-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한국 소개 미술전시,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시, 한국 문학작품 불역 출간,
도시 자매결연, 프랑스 유리공예품 전시, 실내악 연주회, 발레 및 오페라 공연 등
- 고등학교 불어 교사 연수
- 프랑스 대학 한국학 연구에 대한 한국의 지원
- 대학 간 자매결연
- 시청각 언론 분야 협력
- 88 올림픽 준비에 대한 지원
- 방사선 표준 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 저장, 중소기업 지원 등 다수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한·프랑스 혼성위원회, 제8차. 서울, 1985.12.16-18.
전2권. V.2 회의자료

| 85-082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5-62 / 3 / 1~198(198p)

본 문건은 제8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 자료철임.
1. 제8차 한·불 혼성위원회 자료
제7차 위원회 합의사항 추진 실적, 토의 희망 의제 등

2. 제8차 한·불 혼성위원회 과학기술 분야 의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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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차 한·불 혼성위원회 회의록
5. 제8차 한·불 혼성위원회 합의의사록(1985.12.19. 서명)
수교 100주년 기념 문화행사
교육 분야 협력
시청각 및 신문·잡지 분야 협력
예술·문화 분야 협력
스포츠 분야 협력
과학기술 분야 협력
100주년 기념사업 목록

6. 제8차 한·불 문화 및 과학기술 혼성위원회 회의 자료(정보문화국)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개회사

한·독일 문화합동위원회, 제5차. Bonn,
1985.11.25-27. 전2권. V.1 기본문서

| 85-082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5-62 / 4 / 1~338(338p)

1. 개최 경위
외무부는 1985.6.10. 서울에서 1983.8월 개최된 제4차 한·독일 문화합동위원회 합의 내용에 따라, 9월 중
제5차 합동위 개최 가능성을 독일 측에 타진함.

양국
간 회의 개최 시기에 대한 의견 조정을 거쳐, 11.4. 양국은 11.25. 독일 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회의 개최 전, 독일 정부는 합의 의정서 초안을 제시

908

2. 회의 결과
회의 기간 및 장소: 1985.11.25.~27. 독일 외무성 회의실
회의 대표

- 이승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등 7명
- Holger Eberle 외무성 문화정책과장 등 7명
주요 합의 내용

- 대학, 연구기관, 훈련원 간 직접협력
- 한국 학생 독일 유학에 관한 협력
- 장학금 지급, 한국어 훈련과정 설치 등 한국학 진흥 협력
- 독일어 교사 연수 등 독일학 진흥 협력
- 박물관, 고고학, 문화재 보존 협력
- 방송사 간 협력 등 방송, 출판, 문학 분야 협조
- 독일 내 한국 문화기관 설립 검토
- 88 올림픽 성공을 위한 올림픽 위원회 간 협력

한·독일 문화합동위원회, 제5차. Bonn,
1985.11.25-27. 전2권. V.2 회의자료

| 85-082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5-62 / 5 / 1~93(93p)

본 문건은 제5차 한·독일 문화합동위원회 자료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한·독 문화합동위원회 제5차 회의 자료(외무부 정보문화국)
대표단 명단, 일정, 의제, 토의사항 별 입장 및 자료 포함

2. 한·독 문화합동위원회(제1~4차) 합의사항 및 추진 실적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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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 문화합동위 합의 의정서 재정 조항

한·이탈리아 [문화]합동위원회, 제4차. 서울,
1985.10.30-31. 전2권. V.1 기본문서

| 85-082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5-62 / 6 / 1~374(374p)

1. 개최 경위
외무부는 1985.4.20. 1983년 제3차 회의 시 합의사항에 따라 제4차 한·이탈리아 문화합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이탈리아 정부에 제의함.

양국
정부 간 회의 개최 시기에 대한 의견 조정을 거쳐, 9.2. 동 회의를 10.30.에 개최하기로 합의함.
양국 정부는 1985.10월 합의의사록 안을 상호 교환하고 의견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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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결과
회의 기간 및 장소: 1985.10.30.~31. 외무부 회의실
양측 대표

- 이승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등 6명
- Alessandro Romano 외무성 공사 등 3명
주요 합의 내용

- 대학 간 직접협력 지원
- 출판물 상호 교환
- 나폴리 동양학 연구소에 한국어 교수 계속 파견
- 서울대학교에 이탈리아어 교수 계속 파견
- 양국 정부의 장학금 확대
- 상호 예술 전시회 개최 및 출판물 교환
- 88 올림픽 기념행사에 이탈리아 조각품 전시
- 공영 방송 간 인적 교류, 기자 협회 간 직접 접촉 장려
- 올림픽 위원회 간 협력, 체육 정보 교환, 88 올림픽 개최 협력
- 1986~88년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된 합의의사록 채택

한·이탈리아 [문화]합동위원회, 제4차. 서울,
1985.10.30-31. 전2권. V.2 회의자료

| 85-082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홍보문화과

MF번호

2015-62 / 7 / 1~42(42p)

본 문건은 제4차 한·이탈리아 문화합동위원회 자료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한·이탈리아 상설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및 추진 실적
2. 한·이탈리아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현황(1984.7.1. 외무부)

4. 한·이탈리아 상설 합동위원회 제4차 회의 자료
대표단 명단, 일정, 의제, 훈령, 토의사항 별 입장 및 현황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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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탈리아 정부 자금에 의한 훈련 실적

한·일본 문화교류 합동위원회 설치계획, 1984

| 85-083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62 / 8 / 1~84(84p)

본 문건은 1984.7. 일본 정부가 제의한 한·일본 양국 간 문화교류 합동위원회 설치 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토 내용임.
1. 일본 정부의 제의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1984.7.27.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면담하고 한·일 문화교류위원회 설치를 제의
하였으며, 8.2.에는 주한 일본대사가 외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전두환 대통령 방일 시에 동 위원회 설립에
912

양국이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포함할 것을 희망함.

일측
제의 내용

- 합동위원회는 양국 간 문화교류 촉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양국 정부에 보고
- 양국 관민 각각 8명 정도로 구성
- 양국 외무당국이 사무국 역할
- 국교 정상화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발족

2. 한국 정부의 대응
외무부는 일본의 제의가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경제기획원,
문화공보부 등 관계 부처들도 외무부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함.

외무부는
1984.8.8.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수립함.

- 문화교류는 양국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국민의 감정을 감안, 신중히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견지
-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일측에 대해 대통령 방일 전 합의 도달은 곤란하며, 기존 각종 협력 및 친선단체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표명
- 일측이 집요하게 제의를 고집할 경우, 문화 교류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 학술 분야 등 인적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한·일 교류위원회 설립)을 일측에 제시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1985

| 85-083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동북아1과/남미과

MF번호

2015-62 / 9 / 1~108(108p)

1. 대전시-프랑스 리옹 시
1985.1.20. 주리옹 명예영사의 제안에 따라 주프랑스대사가 대구 또는 대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4.12. 내무부의 추천으로 대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을 주프랑스대사에게 지시함.
대전 시장은 1985.5월 리옹 시장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방문하고 우선 양 도시 간 협력 강화 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독일 경제성 경제과장 등은 1985.3.5. 주독일대사와의 오찬 시에 함부르크 시가 부산시와의 자매결연을 희망
하고 있다 하고 부산시의 의향을 타진해 줄 것을 요망함.

3. 서울시-파라과이 아순시온 시
주한 파라과이대사는 1985.4.10. 서울시와 아순시온 시 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함.

4. 서울시-스페인 마드리드 시
서울시는 1985.2.11. 마드리드 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스페
인대사의 의견을 조회한 후, 서울시에 긍정적 입장을 회신함.

5. 전북 김제읍-일본 구마모토현 시스이마치
내무부는 1985.3.11. 김제읍과 시스이마치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견이 없다고
회신함.

6. 제천시-일본 나가이 시
내무부는 1985.9.25. 제천시와 나가이 시 간 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일대사의 의견
조회 후, 이견 없다고 회신함.

7.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방안
내무부는 1985.7.4.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자매결연 추진 중인
도시에 대한 협조 및 자매결연 후 교류 두절된 외국 도시들에 대한 교류 회복을 위한 상대 측 의견 확인을
외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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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시-독일 함부르크 시

서산군 - Huy시(벨기에) 간의 자매결연, 1984-85

| 85-083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2015-62 / 10 / 1~83(83p)

1. 추진 경위
주벨기에대사관은 1984.3월 서산군의 Tournai 시와의 자매결연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벨기에
국제지역개발협회 사무총장에 의하면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다른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함.

주벨기에대사관은
4월 서산군의 자매결연 도시로 Namur시가 확정되었으며, 국제지역개발협회 및 Namur 시
당국자가 5월 중 방한 예정이라고 보고함.

주벨기에대사관은
7월 국제지역개발협회가 벨기에 관계자들의 5월 방한 시 서산군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914

자매결연 도시를 Huy 시로 확정하였으며, Huy 시는 국제지역개발협회가 추진하는 서산군 장애자 복지센터
건립 계획에도 동조하고 있다고 보고함.

내무부는
11.6. 서산군과 Huy 시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을 외무부에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통보함.

2. 자매결연 합의
서산 군수는 1984.12.17. Huy 시를 방문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함.
Huy 시 제1부시장 등 대표단은 1985.4.7.~12. 서산군을 방문함.
벨기에 개발협력성은 1985.6.19. 서산군 장애자 복지센터 설립 기금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벨기에
대사에게 통보함.

- 총 경비 42만 불 중 25%는 서산군 부담 조건

부산시 - Rio de Janeiro시(브라질) 간 자매결연,
1984-85

| 85-0833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62 / 11 / 1~73(73p)

1. 추진 경위
브라질 Rio de Janeiro 시장은 1984.5.8. 주브라질대사에게 한국 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희망하였으며,
주브라질대사는 부산과의 자매결연을 건의함.

내무부는
10.29. 부산시의 Rio de Janeiro 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을 외무부에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에 동의함.
 시는 1985.6월 자매결연을 위한 선언문(declaration) 안을 제시하고 빠른 시일 내 양측 대표 간 서명을
Rio
희망함.

자매결연 선언문에 대한 양 도시 간 의견 조정, 양측 대표단 상호 방문협의 필요성 논의, 브라질 외무성의
선언문 승인 획득 절차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1985.9.23. 부산시장 등 부산시 대표단의 Rio 시
방문 시에 자매결연 선언문이 서명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자매결연 선언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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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나 문화교류 일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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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나 축구팀 방한
대한체육협회는 1985.1.11. 외무부에 대해 1985.6월 제15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에 가나 국가대표 축구팀을
초청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함.

주가나대사는
1.21. 가나 축구협회 회장이 대통령배 축구대회에 동국 팀의 참가를 통보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주가나대사는 5.16. Nelson 체육성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축구 대표팀이 대통령배 대회에 파견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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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함.

2.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파견
체육부는 1985.9.16.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88올림픽 홍보 강화를 위해 국가대표 축구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하고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 이란,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카메룬, 가봉, 중앙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에티오피아 등 9개국
주가나대사는 12.6. 외무부에 12.8. 친선경기 예정인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에 관한 주재국 일간지 보도
내용을 보고함.

경주시 - Pompei시(이탈리아) 간 자매결연,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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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경위
노태우 정무2장관은 1981.11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탈리아 방문한 기회에 폼페이 시장에게 한국 내 유적이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제의함.

교통부는
1982.1월 경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천함.
내무부는 7.21. 경주시와 폼페이 시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폼페이 시의

언급함.
폼페이 시 측은 4.18. 자매결연 약정 문안을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제시함.

2. 자매결연 약정 서명
경주시장은 1985.10.14. 나폴리에서 폼페이 시장과 자매결연 약정서에 서명하고, 유적 전시회 상호 교환 개최,
유적 발굴 전문가 교환 등 양측 간 협력사업에 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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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을 타진 중이므로, 상대방의 의사가 확인된 다음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을 희망함.

주이탈리아대사는
12.7. 폼페이 시 측이 나폴리 주의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고 보고함.
나폴리 주지사는 1985.3.9. 주이탈리아대사에게 경주-폼페이 간 자매결연을 조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일본 국교정상화 20주년 기념행사, 1983-8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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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4.2.28. 외무부에 일본 측이 국교 정상화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한·일
문화교류연락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한국 측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망함.
2. 외무부 아주국은 1984.4월 한·일 문화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함.
일측은 문화교류를 통해 경제 침투에 대한 반감 완화, 대중문화 수출을 기도함.
한국 측은 국민감정을 고려, 선별적이고 단계적 추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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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관계, 지적 부문, 기초 학술 부문을 우선 추진하고 대중문화 유입을 억제함.
일측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류가 가능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대중문화 유입은 억제하고, 인적 교류,
기초학술 교류, 청소년·스포츠 교류를 우선 추진할 것을 제의함.

국내적으로
수용태세 정비 및 여론 분석을 강화함.

3. 1984.6월 정부는 문화 분야를 포함, 2차례 한·일 협력사업 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함.
정부 간 교류 현황(외무부), 한·일 역사공동연구회 구성(문교부), 재일 문화재 조사 현황(문화재관리청), 청소년
교류 확대, 전통예술 연구사업 등에 대한 현황을 검토함.
국교 정상화 20주년 사업 대책위원회 설립 문제 관련, 외무부는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일본 측이 제의한 기념사업, 교류연락회 구성, 21세기 우호위원회 설립 등에 대하여 신중히 대응하기로 함.

4.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4.7.4. 외무부에 청소년 교류, 기념사업 한국 측 추진 기구 설치, 일본 극영화
수입, 국제영화제 일본가요 가창, 지적 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한국 측은 국민
감정을 고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5. 주한 일본대사는 1984.8.2. 외무부장관 면담 시에 ‘한·일 문화교류합동위원회’ 구성계획을 설명하고,
한국 측 위원회 구성을 요망함.
6.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84.8.13.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일측이 민간 기구를 관민 기구로 강화하고, 실무
회의를 격상시켜 영구적 조직으로 할 것을 의도한다고 분석하고, 일측 제의에 신중 대응하되 필요시
문화 분야 외 여타 분야도 포함하는 ‘한·일 교류위원회’ 설립을 역제의하며, 기존 문화교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20주년 기념행사를 일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7. 20주년 기념사업 대책회의는 1984.8.20. 정부 내 별도 추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국제문화협회가
담당하며, 대통령 방일 후 일측과 문화교류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기념사업을 협의하기로 결정함.
8. 한·일 문화교류실무자회의는 1984.12.14. 청소년 교류, 조선통신사 자료전시회, 체육인 교환(한국측),
언론지도층 교류, 유학생 초청, 사진 및 미술 전시회(일본 측) 등 양측 관심사업을 협의함.

설치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희망함.

91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고대사 공동연구 협력을 촉구함.
일측은 극영화 상영, 가요제에서의 일본가요 가창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한국 측의 한·일 문화교류합동위

한·일본 국교정상화 20주년 기념행사, 1983-85.
전2권. V.2 기념행사 및 일본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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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외무성은 1984.3.30. 주일대사관에 대해 3.28. ‘일·한 문화교류연락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스노베 전 주한대사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고 알리고, 한국 측도 상응하는 조직 창설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예술, 스포츠, 시청각, 청소년, 자매도시 교류 분야에서 소그룹 설치

2. 체신부는 1985.1월 일본 우정성이 국교 정상화 2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제의한 데 대해 외무부의
920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우표 발행에 동의하되 지문 날인 등으로 한국 국민의 대일 감정이
악화될 경우 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3. 외무부 아주국이 1985.2월 작성한 ‘85년도 한·일 문화교류행사 추진계획(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청소년 교류, 인적 교류, 순수예술 및 학술 교류에 역점
기념행사의 과도한 부각 지양
추진체제는 외무부가 외교적 차원에서 검토, 조정 및 교섭하며, 관계부처가 세부 행사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추진 현황을 외무부에 보고

세부사업
내용

- 청소년 단체 교류, 대학생 교류, 고교생 교류 등 청소년 교류
- 문예인 및 지식인 교류, 청소년 교육학술 발표회, 동아시아 문화교류사 공동연구
- 도예교류 문화 세미나, 조선통신사 전시회, 서예 교류전, 불교문화 세미나
- 지적교류 회의, 국제학술회의, 일본 전통인형극 초청공연, 체육팀 상호 교류, 기념우표 발행

4. 한국 정부 내 관련부처 및 외무부 관련부서의 기념행사 추진현황 보고
문교부, 문화공보부, 한일경제협회, 한국국제문화협회, 체육부, 외무부 아주국 등

5. 일본 측 자료
프리웨이 창간호
일본 외무성 작성 85년도 문화교류 행사계획(안)
일한 문화교류 실적(외무성 정보문화국) 등

세계평화연대도시 시장회의, 제1회. 히로시마 /
나가사끼, 198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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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 대한 회의 참가 초청
일본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시는 1985.6월 세계평화연대도시 시장회의에 대한 참가 초청을 서울, 부산 및
대전 시장에게 각각 송부하고 참가를 희망함.

- 기간: 1985.8.5.~9.
- 장소: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시
- 목적: 일본 원폭 투하 40주년을 기해 세계 도시 간 단결에 의한 평화 추구
- 초청 대상: 23개국 58개 도시

2. 한국 정부의 대응
외무부는 1985.7.9. 서울시의 의견 문의에 대해, 회의 개최 도시가 지방 도시이며, 초청 대상도 거의 지방 도시인
점에서 부산 및 대전시의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외무부는
7.26. 주일본대사관 등 관련공관에 주최 측의 문의가 있을 경우, 초청을 받은 시장들은 국내 일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통보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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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시도 초청되었으나 참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음.

한·미국 도시 간 자매결연,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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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군-King County
주시애틀총영사는 1984.8.27. 워싱턴 주 King County 의회가 경기도 화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고함.

- 워싱턴 주 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총영사관이 자매결연을 추진
내무부는 10.10. 화성시의 자매결연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의 없다고 회신함.
King County 측은 화성군 관계자들이 자매결연을 위해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화성 군수 일행은 King
922

County를 방문하고 1985.6.14. 자매결연을 맺음.

2. 속초시-Gresham 시
내무부는 1985.5.30. 외무부에 속초시와 오리건주 Gresham 시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견 없다고 회신함.

- Gresham 시의회는 1984.12.4. 속초시와의 자매결연을 승인
Weil Gresham 시장이 1985.6.20.~25. 방한, 6.23. 속초시와 자매결연을 맺음.

3. 서울시-Washington, D.C.
1985.4.25. 주미대사는 Barry 워싱턴 시장 부부가 서울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등 협력 증진을 위해 5월 방한한
다고 보고함.

Barry
시장은 1985.5.22.~25. 방한하여, 대통령,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서울시장, 전경련 회장, 상공회의소
의장,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등을 예방하고 협력증진 방안과 서울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를 협의함.

내무부는
1985.6.17. 외무부에 서울시 경찰국과 워싱턴 시 경찰국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
였으며, 외무부는 자매결연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함.

- 동 건은 재미교포(워싱턴 시의회 자문위원)의 주선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주미대사는 동 건을 주미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망함.

4. 서울시 강동구-Monterey Park 시
1985.1.21. 서울시는 외무부에 강동구와 Monterey Park 시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외무
부는 이견 없다고 회신함.

Harmoko 인도네시아 공보장관 방한, 1985.7.8-12

| 85-0840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63 / 2 / 1~124(124p)

1. 방한 경위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4.11.29. Harmoko 인도네시아 공보장관을 면담하고, 한국 문공부장관의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함.

- 동 장관은 방한 초청을 수락하고, 방한 시 양국 간 언론 분야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희망함.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5.3.14. Harmoko 장관에게 4~5월경 방한을 희망한다는 한국 측의 의사를 전달하였
으며, 동 장관은 6~7월경 방한을 희망함.

1985.7.8.~12. 방한함.
공보성 차관보, 장관 보좌관, 국영 TV 기술국장, 기자협회 회장 등 수행
주요 일정

- 대통령, 외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예방
- 서울신문사 사장, KBS 사장, 한국기자협회 회장, 럭키금성상사 사장 면담
- 새마을운동 본부, 잠실 종합운동장, 한국 이슬람 중앙협의회 방문
- 판문점 시찰
문화공보부장관과 양국 간 언론 분야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7.9.)

- 양국의 언론기관 간 쌍무협약 체결 권장
- 언론매체 간 경험 및 인사 교류, 언론인 및 공무원 연수 추진
- 양국 통신사 간 직통 회선 설치
- 방송국 간 프로그램, 뉴스 및 영화 교환 등 협력 관계 수립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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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slet, Lars Roar 노르웨이 문화과학장관 방한,
1985.6.29-7.5

| 85-084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63 / 3 / 1~42(42p)

1. 방한 경위
Lars Langslet 노르웨이 문화과학성 장관은 1984.11.8. 주노르웨이대사 주최 만찬 시에 1985.6월 일본 개최
과학회의 참석 기회에 방한을 희망하였으며, 주노르웨이대사는 동 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 문화공보부는 해외유력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동 장관을 초청
주노르웨이대사는 1985.4.19. Langslet 장관에게 문공부 장관의 초청장을 전달한 데 이어 4.26. 동 장관을
면담하고 방한 일정을 논의함.
924

2. 방한 결과
1985.6.29.~7.5. 방한함.
정무차관, 고등교육부 국장 등 수행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김수환 추기경 등 예방
-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 회장, 한·노르웨이 협회장 등 방문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경희대, 종합운동장, 대덕연구단지 등 시찰
- 판문점, 경주 관광
예방 및 면담 시 주요 협의 내용

- 문화교류 확대 위한 문화협정 추진 필요성
- 서울올림픽 개최 관련 협력 문제
-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대화

아르헨티나 언론 및 교육관계 인사 방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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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uis Pan ‘La Plensa’지 논설위원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4.9.20. 세미나 참석차 11월 초 일본을 방문하는 La Plensa지의 Luis Pan 논설위원을
여비 및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초청할 것을 건의함.

- 동인은 한국의 안정과 발전에 관심이 크며, 반공주의자로서 북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반대에 관한 사설을 게재 예정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0.25. Pan 논설위원이 대사관의 여비 지원으로 방한한다고 하고 체한 기간 중 차량 및

- 해외공보관장, 외무부 제1차관보 등 예방
- 대우자동차, 삼성전자, 제3 땅굴 등 방문

2. Alberto Verga ‘El Cronista Comercial’지 기자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5.8.19.‘El Cronista Comercial’지의 기자이며 Salvador 대학 신문학 교수인 Alberto
Verga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외무성 간부진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서 대사관의 외무성, 국회 관련 업무에 협조 기대
Verga 기자는 1985.10.22.~25. 방한함.

-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및 미주국장, 상공부 통상진흥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해외공보관 외보부장
등 예방
- KDI, 서울대 신문학과, 서울신문사 등 방문
- 삼성전자, 올림픽 시설, 민속촌 등 방문 및 시찰

3. Ismael Quiles 살바도르 대학 동양학 대학장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5.1.9. 해외 유력인사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살바도르 대학 동양학 대학장인 Ismael
Quiles 박사를 초청할 것을 건의함.

- 철학 및 동양학 분야 석학으로 지명도가 높으며, 방한할 경우 ‘Spirit of Korea’ 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민의
정신을 부각시킬 예정
Quiles 박사는 해외공보관의 초청으로 1985.7.21.~30. 방한함.

- 해외공보관장, KDI 원장, KIST 원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성균관대 유학대학장, 서강대 총장, 동국대
불교대학장, 서울대, 단국대 등 면담 및 방문
- 새마을 운동본부, 삼성전자, 대덕연구단지 등 방문
- 조계사, 교보문고, 명동성당, 서울종합운동장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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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는 해외공보관에서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함.
 논설위원은 문화공보부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초청으로 1984.11.12.~17. 방한함.
Pan

Diaz Carrasco, Eduardo 칠레·한 문화협회장
방한, 1985.5.2-7

| 85-0843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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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칠레대사는 1984.1.6. 한·칠레 문화협회 회장인 Eduardo Diaz Carrasco 씨를 문화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하고 향후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 평소 대사관의 문화·홍보 활동에 기여하고, KAL기 격추사건, 아웅산 사건 관련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외무부는 3.6. 한국국제문화협회에 Diaz 회장 부부를 방한 초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 협회 예산 사정으로
926

어렵게 됨에 따라, 3.12. 외무부 예산으로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함.
 회장 부인의 건강 문제로 방한이 지연되었으며, 12.29. Diaz 회장은 1985.5월 방한을 희망함.
동

2. 방한 결과
Diaz 회장 부부는 1985.5.2.~7. 방한함.

- 외무부 제1차관보, 미주국장, 국군수도병원장 면담
- 판문점, 제3 땅굴, KOEX, 종합운동장,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시찰
- 경주 관광

칠레 언론인 방한, 1984

| 85-084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남미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5-63 / 6 / 1~60(60p)

1. Canal 13 TV 방송국 제작팀
주칠레대사는 1984.1.13. 칠레 TV 방송인 Canal 13(가톨릭계 민영 TV)의 인기 variety show인 Sabados
Gigantes 프로의 제작팀을 방한 초청하여 한국의 실상과 발전상을 소개할 것을 건의함.

외무부와
문공부 간의 경비 부담에 관한 협의 끝에 2.24. 제작팀 5명에 대한 방한 경비를 양 부처가 분담,
초청하기로 결정함.
 TV 제작팀은 1984.3.20.~30. 방한함. (당초 3.27.까지 방한 예정이었으나 방한 중 취재기간 연장을 요청)
동

2. Arturo Roman ‘La Tercera’ 지 뉴스 총괄부장
주칠레대사는 1983.6.23. 칠레 유력 일간지‘La Tercera de la Hora’지의 뉴스 총괄부장 Arturo Roman을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주칠레대사는
1984.3.21. Roman 부장에게 한국 정부의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동인은 6월 방한을
희망함.
동인의 일본 방문 등 방한 일정에 관한 조정을 거쳐, 1984.9.14.~20. 방한이 확정됨.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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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공보관장, 남북대화 사무국장, 올림픽 조정위 사무차장, 새마을 상황실 등 방문
- 제3 땅굴, 서울 시내, 어린이 대공원, 경희대, 비원, 용인 민속촌, 경주, 판문점, 현대조선, 종합운동장
관람 및 시찰

Santamaria Divila, Miguel 콜롬비아·한 친선
협회장 방한, 1985.4.7-13

| 85-084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63 / 7 / 1~28(28p)

1. 방한 경위
주콜롬비아대사는 1985.1.25. 한국국제문화협회장이 초청한 Miguel Santamaria Divila 상원의원이 4월경
방한을 희망한다고 보고함.

- 국회, 농업시험장, 반공연맹, 경제계 인사 등 방문 및 면담 희망

2. 방한 일정
928

1985.4.7.~13. 방한
국회의장, 무역협회장, 외무부차관, 세계반공연맹, 한국반공연맹, 한국국제문화협회 회장 방문
㈜쌍용, 농업시험장, 새마을 운동본부, 새마을 시범부락 시찰
경복궁, 국립박물관 관람

도미니카공화국 언론인 방한, 1984-85

| 85-0846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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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63 / 8 / 1~108(108p)

1. Francisco Comarazamy ‘Listin Diario’지 편집부국장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1984.9.18. 도미니카공화국 최고의 유력 일간지‘Listin Diario’
지의 Francisco
Comarazamy 편집부국장을 부부동반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 보수·반공 인사로서 친한 성향이 유지되도록 확보 필요
Comarazamy 부국장 부처는 1984.11.13.~18. 방한함.

2. Virgilio Alcantara ‘Hoy’지 편집국장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1985.11.22. 주재국 유력 조간지‘Hoy’
지의 편집국장을 부부동반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 동인은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사설을 게재하였으며, 부인도 Hoy지의
기자임.
Alcantara 국장은 당초 예정을 바꾸어 단신으로 1985.12.16.~20. 방한함.

- 해외공보관장, 외무부 제1차관보, 미주국장, 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 Korea Herald지, 올림픽 타운, KBS 방문
- 판문점, 포항제철, 현대조선 시찰
- 경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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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부장관, 해외공보관장, 서울시 올림픽 기획단장, 외무부 제1차관보, 미주국장 등 면담
- 제3 땅굴, 종합운동장,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시찰
- 경주 관광

CLEGG, Sam 가나 ‘Daily’지 주필 방한,
1985.10.13-24

| 85-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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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홍보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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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가나대사는 1984.3.19. 가나 언론계에 대한 북한의 침투를 저지하고 친한 언론인 확보를 위해 Sam Clegg
‘People’
s Daily Graphic’
지 주필 대리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5.21. Clegg 씨는 주필로 승진
9월 Clegg 주필은 84년 연내 방한이 어려워 1985.4월경 방한을 희망하였으며, 주가나대사는 동인 대신에

930

최근 방한 초청을 건의한‘Voice’
지의 Dan Ansah 주필의 방한 초청을 건의하여 10월 방한함.

주가나대사는
1985.4.15. Clegg 주필이 5월경 방한을 희망한다고 하고 동인 방한 초청을 다시 건의함.

- 동인은 외국인 새마을 연수과정에도 참가 희망

2. 방한 결과
Clegg 주필은 1985.10,13.~24. 방한함.

- 새마을 교육 수료
-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정보문화국장, 해외공보관 외보부장 면담
- 올림픽경기장, 서울신문사 방문
- 남산타워, 경복궁, 국립박물관 관람

Kalfoglou, Marios 그리스 ‘Ethnos’지 기자 방한,
1985.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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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그리스 유력 언론인 Kalfoglou‘Ethnos’지 정치부 기자는 1985.1.1.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을 통해 서울올림픽
및 한국에 관한 특집 취재를 위한 방한 희망 의사를 외무부에 전달함.

주그리스대사관은
1985.4.23. 외무부 지시로 Kalfoglou 기자를 면담한 후, Ethnos지의 여당에 대한 영향력,
평소 한국에 대한 비판적 성향 등을 고려하여, 동인 부부에 대한 한국 측 경비 부담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방한 결과
- 해외공보관장, 외무부차관, 고정훈 신사당 고문,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 KDI 원장, 주한 그리스 명예
영사, 외무부 구주국장 등 면담
- 김대중 인터뷰 (고정훈 고문 면담 시 즉석에서 주선)
- KBS, 서울신문사, 올림픽경기장, 그리스 참전기념탑 방문
- 울산 및 포항 산업시찰, 경주 관광
동인은 방한 후 그리스 일간지 및 정치 잡지에 7회 한국 특집 기사 게재

- 김대중 인터뷰 내용, 고정훈 인터뷰 내용, 한국 경제 발전상, 올림픽의 성공적 준비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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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foglou 기자는 1985.5.13.~20. 외무부 초청으로 부부 동반 방한함.

헝가리 국영 MTV 취재반 방한, 1985.8.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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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문화공보부는 1985.5.11. 헝가리 국영 MTV 방송의 방한 취재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대우그룹에서 헝가리 시장 개척 관련, 동 TV 취재반을 체한 비용 부담 조건으로 초청하기를 희망
외무부는 5.20. 한국 발전상 소개 및 88 올림픽 홍보 관점에서 이의가 없다고 문공부에 회신함.

2. 방한 결과
932

1985.8.22.~9.7. 방한함.
주요 활동

- 민정당 대변인, 신민당 정책위 의장, 외무부 제1차관보, 대우그룹 회장, KDI 연구실장, 고대 아시아
문제연구소장, 김수환 추기경, 조용기 목사, 서울올림픽 조직위 사무차장 등 면담
- 판문점, 세계태권도대회,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KBS, 중앙일보, 새마을 부락 등 시찰
- 경주, 서울 시가지 관광
특기 사항

- 김대중 면담을 희망하였으나, 김대중 측은 정부 사전통보 없이 불가하다고 답변
- 방한 후 2차례 특집 프로그램 방영
- 북한은 취재단의 방한 기간 중 취재단의 철수를 요구하고, 주헝가리 북한대사의 헝가리 외무성 방문
및 북한 외무성의 주평양 헝가리대사 초치를 통해 취재단의 방한에 항의함.

Dunai, Peter 헝가리 ‘Nepszabadsag’지(공산당
기관지) 기자 방한, 1985.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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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헝가리 국영통신사 비엔나 특파원은 1985.4.10.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조창범 참사관에게 헝가리 기자가 취재
를 위한 방한을 희망한다고 하고 사증 발급 가능성을 문의함.

- 방한 인사: Peter Dunai 공산당 기관지 ‘Nepszabadsag’ 지 기자
- 방한 목적: 남북 경제회담 및 적십자회담 취재
Dunai 기자는 5.7. 사증 발급을 주오스트리아 헝가리대사관을 통해 신청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김포공항
입국 시 사증을 발급하며, 교통편 제공, 안내원 배정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1985.5.26.~31. 방한함.

- 방한 전 5.17.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회담 취재차 북한 방문
주요 활동

- 남북적십자회담 취재
- 민정당 외무위원장, 신민당 정책심의실장, 외무부 제1차관보, 올림픽 조직위 사무차장, 언론인 등 면담
- 올림픽 시설 방문 및 서울 시내 취재
귀국 후 공산당 기관지에 2차에 걸쳐 한국의 현 상황, 경제발전 요인 등에 관한 취재 기사를 게재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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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 방한, 1985.10.2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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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1981년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국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외무부 출입기자단의
상호 교환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1985.9월 외무부는 10월 말~11월 초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 15~17명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함.

일본
외무성은 9.20. 한국 측 결정에 동의하고, 10.11. 방한 기자단 19명(기자 18명, 외무성 직원 1명)의 명단을
통보함.
934

2. 방한 결과
1985.10.28.~11.3. 방한함.
방한단 구성: 나베시마 케이조 교토 통신 기자 등 19명(외무성 직원 1명 포함)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회견
- 한국경제 브리핑, 남북대화 브리핑
- 경제기획원장관, 문공부장관, 한·일 의원연맹회장, 올림픽집행위원장 면담
- 국립중앙박물관, 올림픽경기장, 판문점, 제3 땅굴 시찰
- 민속촌, 경주 관광
외무부장관 회견 시 주요 질문 내용

- 재일 한국인 지문 날인
- 야스쿠니 신사 참배
- 한국 야당과 일본 사회당 간 교류 증진
-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
- 남북대화 등

Zuhair Shawkat ASFOUR 요르단·한 친선
협회장 방한, 1985.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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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요르단대사는 1985.1.26. 한·요르단 친선협회 Zuhair Shawkat Asfour 회장이 4월 중 방한을 희망하며, 동
회장 및 수행원 1인에 대한 체재비 부담과 차량 제공 및 일정 주선을 외무부에 건의함.

- 양국 간 유대 강화, 한국 상품 수입 등 경제협력, 한국 내 친선협회 설치 권고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
주요르단대사는 3.6.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한 동인의 공헌을 감안, 방한 중 수교훈장을 서훈할 것을 건의함.

2. 방한 결과
- 수행원 2명 대동
외무부장관 대리, 체육부장관, 대한상의회장, 태완선 전 부총리, 한·아랍 친선협회장 등 예방

- 외무부장관 대리 예방시 훈장 수훈
동아건설, 쌍용제지, 쌍용양회 등 방문
올림픽경기장, 고궁, 민속촌 등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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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4.25.~5.1. 방한함.

포르투갈 언론인 방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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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checo de Andrade ‘Diario Popular’지 사장
주포르투갈대사는 1984.2.15. Pacheco de Andrade‘Diario Popular’
지 사장이 방한을 희망하였으며 동인의
포르투갈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방한 초청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주포르투갈대사는
3.29. de Andrade 사장이 4월 말 방한하여 교황 방한 취재를 희망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외무부는 교황 방한 취재 기자단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방한 시기를 연기할 것을 희망함.
 Andrede 사장은 1984.10.14.~19.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함.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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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 제1차관보, 해외공보관장,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외국어대학장, 서울 가톨릭 신학대학장,
올림픽 조직위 사무차장 등 면담
- 올림픽경기장, 서울 시내, 땅굴, 판문점, 울산 공업단지 시찰
- 경주 관광
동인은 방한 후 2차례에 걸쳐 한국 특집기사를 게재함.

2. Eduardo Tome ‘Diario de Noticias’ 지 사진작가
주포르투갈대사는 1984.12.6. Eduardo Tome‘Diario de Noticias’지 사진기자가 한국을 소재로 한 사진전
개최에 동의하였다고 하고 문화홍보 강화를 위해 동인을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문화공보부에 동 기자 초청을 요청하였으나, 문화공보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 외무부와 문
화공보부가 합동으로 초청함(체재비 외무부, 일정 주선 및 안내 문공부 담당).
Tome 기자는 1985.10.26.~11.8. 방한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장소에서 사진 촬영함.

- 올림픽경기장 등 올림픽 관련 시설
- 판문점, 여의도 승공 전시장 등 안보 관련 시설
- 포항, 울산 등 산업 시설
- 현충사, 해인사, 경주, 전주, 충무, 제주도, 안동 등 문화 유적
- 설악산, 경주, 제주도 등 관광지
주포르투갈대사는 1986.2.20. Tome 기자가 3월‘한국과 서울올림픽’제하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함.

소련 언론인 접촉 및 방한 초청,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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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ozdov ‘Pravda’지 동경 특파원
주일본대사는 1984.7.13. Drozdov‘Pravda’
지 동경 특파원이 동경 주재 조선일보 특파원과의 면담 시에
한·소 교류에 대비하여 한국에 대한 방문 취재를 희망하였다고 보고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7.16. 동 기자의 방한을 추진할 것을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주일대사는 9.26. Drozdov 특파원이 소련 일시 귀국 중 자신의 방한 문제를 소련 정부에 거론하였으나 거절
당했으며, 당분간 방한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보고함.

1985년 중 주인도대사는 김하중 참사관의 소련 외교 주간지 New Times 뉴델리 지국장 Leo Zheglov와의
접촉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3.28. 인도 집권당 주최 오찬에서 소련-중국(구 중공) 관계, 한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4.21. 비동맹 조정위 특별각료회의 프레스 센터에서 만나 소련-북한 관계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4.24. 김하중 참사관 자택에서 부부동반 만찬을 갖고,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석 문제, 북한 정세, KAL기
사건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8.5. Zheglov 특파원 자택에서 부부동반 만찬을 갖고, 소련의 북한에 대한 제한된 영향력, 소련의 북한
제의 남북 국회회담 지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 등에 대해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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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heglov ‘New Times’지 뉴델리 특파원

아프리카 지역 국가 언론인 방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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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아프리카 지역과의 유대 강화 및 북한의 언론계 침투 저지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언론인이 방한하거나 방한 초청이 추진됨. 방한 기간 및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가나 Sam Clegg ‘People’s Daily Graphic’지 주필(1985.10.13.~24.)
938

1984년 중 방한이 추진되었으나, 동인의 사정으로 연기
방한 중 8일간 새마을 연수 수료

2. 기니 Oumar Dieng TV 평론가(1985.7.21.~29.)
3. 나이지리아 Raph Uwechue ‘Africa’지 편집장(1985.3.3.~6.)
한국 특집 취재차 자비 부담 방한
동인은 방한 중 한국 정부에 대해, 런던에서 Africa지가 발행하는 아프리카 소개 서적 5,000질(약 140만 달러
상당) 이상을 구입할 것을 종용하여 1985.5.31. 외무부는 주영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동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함.

- 예산 형편상 구매 불가능하나, 국내 관계기관 등에 구독을 권장하겠음.
- 월간지 Africa가 앞으로 한국 특집을 게재할 경우 상당량 구매할 수 있음.

4. 나이지리아 Duro Onabule ‘National Concord’지 편집국장(1985.5.19.~25.)
동인은 1985.9.24. 대통령 수석 공보비서관으로 임명됨.

5. 에티오피아 Emru Worku ‘Addis Zemen’지 사장
1985.5월 방한이 추진되었으나, 에티오피아 정부의 내핍정책에 따른 해외여행 금지 정책으로 인해 방한이
연기됨.

6. 케냐 Mitch Odero ‘Kenya Times’ 편집국장(1985.12.16.~20.)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4-85. 전2권. V.1 1984.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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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2월 일본 출판노련의 문부성 교과서 검정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서로 인해 야기된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해 1984.2~5월간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의 및
한국 정부의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출판노련 보고서
일본 출판노련은 1984.2.2.‘교과서 리포트 84’
를 발표하고, 진행 중인 일본 문부성의 83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문부성의 검정이 강화되고, 헌법의 평화주의 약화, 의무의 강조, 명치 헌법의 평가 등 국가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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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이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함.

이와
관련, 2월 초 국내 언론은 일본이 1982년 신 검정기준 수립에 의한 교과서 왜곡 시정 약속을 어기고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함.

2. 양국 간 협의
일본 외무성은 1984.2.4. 문부성의 신 검정기준에 의한 검정은 아직 진행 중이고 6.30.에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고, 출판노련의 발표 내용은 검정 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한 좌익 그룹의 선전 활동이라고 언급함.

외무부
아주국장은 2.8.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양국의 신뢰관계에 의거 검정 결과를 조용히 기다릴
것이나, 1983.6월 일본 정부가 통보한 82년도분 검정결과 시정 내용이 한국의 기대에 미흡한 점에 비추어 6월
검정 결과가 우려되므로 일측의 성의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2.24. 일본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문부성에 요청하였으나, 6월 말에 검정 결과가 공개되는 경우 한국 등 관계국이 만족할지
염려된다고 언급함.

외무부
아주국장은 5.8. 방한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의 면담에서 일측의 역사왜곡 시정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즉각 시정을 요하는 13개 항목에 대한 시정을 문부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함.

3. 한국 정부의 대책
외무부는 1984.2.6. 전두환 대통령에게 일본 출판노조 보고서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평가 내용과, 진행 중인
검정에 대해 국내 언론이 신중 보도하도록 유도하고 일본 정부에 시정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관심을 표
명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보고함.

- 전 대통령은 북한의 노조 및 지식인을 이용한 한·일 간 이간책에 한국 언론이 편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

외무부가 4.19. 작성한‘일본 역사 교과서 시정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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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초 외무부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검정 결과 미흡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검정 결과
발표 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배려할 것을 요청
- 6월 초 아주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에 대해, 검정 결과 발표 후, 일측이 계속 노력(“완결” 표현은
자제) 의지, ‘한·일 공동연구위’ 구성, 실제 교육과정에서 보완 노력 등을 표명할 것을 요청
- 국내 언론에 과잉반응 자제 요청
- 중장기 대책으로 정부 대책 회의체 구성, 문교부 등에 전담기구 설치, 한·일 의련 교과서 특위 설치,
학자들에 의한 공동 연구위원회 구성 등 추진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4-85.
전2권. V.2 1984.6월-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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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2월 일본 출판노련의 문부성 교과서 검정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서로 인해 야기된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해 1984.6~7월 및 198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의
내용 및 한국 정부의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검정 결과 발표 전 대책
1984.6월 외무부는‘교과서 문제에 대한 언론지침’
을 수립함.

6.14.부터 국내 언론은 교과서 왜곡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주일 특파원들과 접촉하여 일 교과서 검정에 진전도 있었다는 각도에서 기사를 취급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을
지시함.
6.14. 청와대 대책회의 후, 6.15. 외무부는 주일대사에 대해 검정 결과가 미흡할 경우 검정 결과 발표와 동시에
일측 고위인사(외상 등)가“계속해서 노력하겠다”
는 취지의 시정 의사를 표명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검정 결과 발표 및 대책
일본 외무성은 1984.6.25. 주일대사관에 검정 결과를 통보하고 한일 합방 경위 부분 등 83년도 검정에 비해
상당한 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한국 측의 이해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한국 침략, 3.1운동 등 7개 항목 83년도 검정 내용과 동일
- 고종 퇴위, 한·일 협약 등 8개 항목 추가 검정
외무부는 6.26. 일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나, 검정 결과 발표 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시정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도록 주일대사에게 지시하였으며, 6.27. 일 외무성은 검정 노력은 외교적으로 일단락된
것이므로 담화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외무부는
6.27. 검정 결과 보고서를 통해, 82년 왜곡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국민감정을 자극한 7개 항목을
포함, 1982.9월 한국 측이 즉각 시정을 요구한 항목이 대체적으로 시정된 것으로 평가함.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교과서 왜곡 문제가 국내 언론에 확대되지 않도록 대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2.
외무부는 7월 초 교과서 견본 전시 시 주일 특파원이 신중 보도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외무부가
1985.6.13. 주일대사에게 85년도 역사 교과서 검정 일정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주일대사는
새로운 검정 기준에 따라 85년도 검정 예정분이 84년에 이미 실시되었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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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문부성 자세에 비추어 만족할 만한 시정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 정부는 6월 말로 정부 차원의 시정
노력 일단락 주장 가능성 상존
- 한국 정부로서는 시정이 미흡할 경우 일 정부에 계속 시정 노력을 촉구하고, 역사공동연구회, 민간단체를
통한 시정 노력 등 민간 차원의 노력 적극 지원
- 양국 간 감정 문제 비화 및 외교 문제화 방지를 위해 과장 보도 자제 및 이성적 대처를 위한 언론의 협조
요청

김연수 독일 Kiel 대학교수 소련 방문,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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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12월 소련 방문
김연수 Kiel 대학 교수는 1983.12.16.~22. 소련 과학원 동방문제연구소장 초청으로 학술자료 수집 및 강연을
위해 소련을 방문함.

- 주함부르크총영사관을 통해 방문 허가를 신청
김연수 교수는 1984.1.3. 주함부르크총영사관에 방소 결과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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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문제연구소 부원장, 국제관계 과장, 시사지 기자, 모스크바 국립대학 아시아·아프리카 과장 등
접촉
- 접촉 인사들은 KAL기 사건 희생자에 조의를 표했으나 격추는 영공 침범 적기에 대한 군사조치라고
주장하였으며, 한·소 관계 개선에 대한 개선 희망을 표시
- 김 교수는 1979년 방소 시에 비해 소련 인사들이 개방적이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평가

2. 학술교류 지원 신청
1984.1월 김연수 교수는 주함부르크총영사를 통해 독일 한국문제연구소의 대소 학술교류, 1985.7월 Kiel에서
개최 예정인 제1회 한·소 학자회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외무부는
3월 관계부처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KAL기 사건에 대한 소련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성급한 대소 접촉은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김 교수의 학술 교류 및 소련 방문 계획을 보류할
것을 주함부르크총영사에 지시함.

외무부
제1차관보는 6.5. 방한 중인 김연수 교수와의 오찬 시 KAL기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소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비정치 분야에서도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3. 1985.3월 소련 방문
1985.2월 김연수 교수는 주함부르크총영사에 소련 과학원 주최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소련 방문 허가를
신청하면서 한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외무부는
2.27. 김 교수의 소련 방문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주함부르크총영사관을 통해 동인에게
한국과의 비정치 분야 교류 확대, 한국-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소련의 태도 변화 가능성, 남북한 관계에
대한 소련의 반응 등을 탐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함.

주함부르크총영사는
4.4. 김 교수의 1985.3.15.~27. 방소 결과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 접촉 인사들은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나 소련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대한 상호
참가 의사를 표명
- 소련 전문가들은 한국-중국 관계, 특히 경제 관계 개선을 환영
- 남북한 관계 관련, 양국 경제 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큰 기대는 어렵다는 반응

미국 Asia Society 동북아연구반 방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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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bert A. Scalapino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아시아 학회
연구단 일행이 1985.11.9.~13. 방한함.
동북아 지역 각 국가 수도 순방의 일환으로 방한함.
방한단은 Scalapino 소장, Harding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Hellmann 워싱턴 대학 연구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됨.

2.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한국 학계인사 면담, 한·미 경제협회, 무역협회, KDI 관계자 면담

3. 외무부 방문 시 제1차관보 등 관계관과의 간담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국의 대공산권 관계 개선 노력, 대북한 대화 노력 등에 관해
설명함.
미국 측은 일본의 미온적 안보협력에 대한 미측의 우려, 소련의 중·소 관계 개선 노력, 한·중 관계에 관한
중국의 신중한 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 북한의 대중, 대소 관계, 한·일 관계, 한·대만
관계 등에 대한 한국 측의 견해를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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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외무부차관, 해협위 기획단장, 청와대 정책보좌관, 상공부 차관보 등 면담
신민당 총재 등 여·야 국회의원 면담

한·일본 관광 협력,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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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정부는 1984.8.23.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에 ‘일본 국제관광 진흥회(JNTO)’의 서울
사무소 개설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운수성 산하 정부출자 특수법인으로서 한·일 간 친선 및 관광 교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하며
한국 측의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호의적 배려를 희망함.

2. 외무부는 1984.10.19.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상호주의 및 한국의 관광 진흥 측면에서 JNTO 서울
944

사무소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상부에 보고한 후 최종 입장을
정립하여 일측에 통보하기로 결정함.

미국·소련 친선경기 교환 합의와 한국의 입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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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7.13. 미국 Turner 방송사와 소련 간에 친선게임(goodwill game) 개최를 위한
상업적 계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외무부에 통보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함.
양국 간 친선게임은 1986년(모스크바 개최)부터 매 4년마다 미국과 소련에서 교대로 개최함.
미국 정부는 86 아시안 게임 및 88 올림픽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함.

2. 주미대사는 1985.7.18. Turner 방송사의 program director를 만나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련의 국가
TV라디오방송위원회가 소측 추진 주체이며 체육을 통한 양 국민의 상호이해와 세계평화 달성이

3. 워싱턴포스트는 1985.7.27. 미국 올림픽위원장이 장래 올림픽 보이콧 재발 방지를 위해 미·소 간
친선게임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7.30. 주미대사는 미국 국무부 자문관(올림픽 담당 책임자)을
만나, 친선게임이 미칠 악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미 정부가 친선게임 추진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미측은 미 정부와 올림픽위원회가 조용한 방법으로 Turner사가 계획하는 친선게임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함.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는 이는 Turner사의 계획과는 무관하며, 소련의 올림픽 보이콧을 저지하기
위해 미 올림픽위원회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함.

4. 주미대사관이 1985.8.2. 미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워싱턴포스트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한바,
미측은 소련의 올림픽 보이콧 방지를 위해 공식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며 이는 Turner사의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함.
5. Turner사는 1985.8.6. 소련 체육위원회 및 TV라디오방송위원회와 친선게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6. 미 올림픽위원회는 1985.9.15. 소련 올림픽위원회와 양국 간 체육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운동 선수, 지도자, 심판, 연구 인력, 정보, 건설, 용품 생산 등에 관한 협력
연례 스포츠 협력사업 협의
상호 방문 경기단에 대한 교통수단, 용돈 등 지원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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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올림픽이나 미국 올림픽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하였다고 보고함.

88올림픽 축구팀 아프리카 순방, 1985.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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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88 올림픽 홍보 강화와 스포츠 교류 증진을 위해 1985.12월
아프리카 4개국에 올림픽 축구팀을 파견함. 국별 경기 일정 및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준비 과정
체육부는 공관장 건의 등을 감안, 코트디브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카메룬, 세네갈, 가봉, 케냐, 콩고
946

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등 8개국 방문 경기를 추진함.

가봉,
코트디브아르, 나이지리아는 국내 경기 일정 중복으로 취소되고, 콩고민주공화국 및 케냐 친선경기는
순회 경기 중 선수단의 건강 악화로 인한 조기 귀국으로 무산됨.

2. 순회 경기 일정 및 특기 사항
니제르(12.3.~6.)

- 경기 중 휴식 시간에 태권도 시범 실시
가나(12.8.~11.)

- 가나 각료급 인사 다수 관전
카메룬(12.11.~16.)
세네갈(12.16.~18.)

- 축구팀은 카메룬 경기 후 선수단 건강 악화로 인해 세네갈 경기 취소를 긴급 건의하였으나, 주세네갈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관심사항임을 들어 축구팀 방문을 강력 건의하여 예정대로 경기 진행
- 축구팀은 세네갈 경기 후 잔여 경기를 취소하고 조기 귀국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 UN 올림픽 보호
결의안 추진,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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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및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올림픽이 보이콧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엔 결의안 채택이 시도되었으나 추진력 결여로 성사되지 않음.
1. 1982년
IOC는 1982.6.18. KOC 앞 공한을 통해 1982.5.5. IOC 총회가 올림픽 보호에 관한 유엔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고 이를 유엔 총회에 상정할 것임을 알리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한국
정부는 8월 동 결의안 통과를 서울올림픽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사항 중 하나로 결정하고, 결의안 추진

2. 1985년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4.16. 유엔 총회 의장 내정자(스페인인)가 올림픽에의 다수 국가 참가를 위한 일반적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외무부에 알림.

주유엔대표부는
4.25. 스페인 대표부로부터 결의안 초안을 입수하여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소련의 지지만
확보되면 결의안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스페인 대표부 측의 의견을 보고함.

외무부는
5.9.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추진되지 않으면 분쟁 지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문제가 부각될 수
있으므로 결의안 추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함.

주유엔
쿠바대표부는 7월 88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필요성과 제3세계를 위한 올림픽 재조직을 주장한
카스트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으며, 8.7. 주유엔대표부는 스페인이 쿠바의 반대로
인해 컨센서스가 어렵다고 보고 결의안 추진을 중단하였다고 보고함.

94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을 주유엔대사에게 지시함.

주유엔대사는
10.18. 동 결의안 추진 국가인 캐나다가 결의안 상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함.

1988년도 서울올림픽 대회 : 인도네시아의
배드민턴 종목 시범 경기 포함 제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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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85.5.13.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배드민턴을 88 올림픽 시범
경기로 포함해 줄 것을 제의함.
2. 전두환 대통령은 1985.6.14. 친서를 통해,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배드민턴을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회신함.
948

1988 서울올림픽 미수교국 참가추진 - 소련,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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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마란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1985.3.25. 한국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 최근 만난 소련
체육상의 발언에 비추어 소련이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2. 사마란치 위원장은 1985.3.29. 주제네바대사와의 면담에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올림픽 참가를
열망하고 있으나 문제는 북한이라고 언급함.
949

하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외무부가 주요 공관에 대해 긴급 진위 파악을 지시하였는데, 주미대사 및
주일대사는 소련 NOC에서 서울올림픽 참가 문제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주제네바대사는
사마란치 위원장이 소련 NOC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였다고 보고함.
4. 국내외 언론은 1985.5.29. 사마란치 위원장이 베를린 IOC 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5. 주코베총영사는 1985.8.28. 코베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소속 소련인
펜싱 담당위원이 김종규 대한 펜싱연맹 부회장에게 서울올림픽 대회에 펜싱용 기구를 무상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한국 측이 그 대가로 소련 측의 펜싱용 기구 휘장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소련 NOC 위원장에게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모스크바발 AFP 통신이 1985.3.29. 소련 NOC 총회에서 서울올림픽에 원칙적으로 참가하기로 합의

체육사절단 버마 및 중동순방, 1985.2.19-3.17.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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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체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사절단은 1985.2.19.~3.17. 미얀마(구 버마) 및 중동
국가들을 순방하였는데, 국별 방문 준비 교섭, 방문 결과의 개요와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방문 개요
사절단 구성: 이영호 체육부장관, 체육부 국제체육국장, 외무부 근동과장 등 5명
방문 목적
950

- 비동맹 국가들과의 체육교류 증진
-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참가 유도
방문국 및 방문 기간

- 미 얀마(2.19.~21.), 사우디아라비아(2.21.~26.), 요르단(2.26.~28.), 이라크(2.28.~3.3.), 쿠웨이트
(3.3.~9.), 바레인(3.6.~9.), 카타르(3.9.~11.), 아랍에미리트연합(3.13.~16.)

2. 방문 결과
방문국 주요 인사와 체육 교류, 86 및 88 경기 참가 문제, 한반도 정세 등 협의

-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국왕,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왕세자 등 29명의 각료급 이상 인사 접촉
- 미얀마, 요르단, 오만과 체육 코치 등 교류 합의
- 요르단 외상은 유엔 총회 시 한국 입장 지지 약속
대통령 친서 전달

- 미얀마,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국가원수
체육교류 의정서 체결 원칙 합의

-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오만 제외 전 순방국에서 상무 축구팀의 친선 경기 개최

3. 이란 방문 추진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사절단 방문국에 이란을 포함하기로 하고, 이란 외무성에 비공식 타진
후, 1985.1.31. 이란 외무성에 정식 제의하였으나, 이란 측의 회신 지연으로 이란 방문은 취소됨.

체육사절단 버마 및 중동순방, 1985.2.19-3.17.
전2권. V.2 언론보도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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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동과

MF번호

2015-64 / 9 / 1~365(365p)

본 문건은 이영호 체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사절단 방문과 관련한 방문국의 언론 보도
내용 및 방문 관련 자료임.
1. 언론 보도
체육부장관의 방문, 주요 인사 면담 내용 및 상무 축구팀 경기 내용에 관한 보도임.

2. 자료

제4차 개발계획(영문, 사우디 기획부)
버마 내방객 안내 자료(주버마 한국대사관)
체육부장관 중동지역 순방계획(외무부 중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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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부장관 버마 방문 자료(주버마대사관)
체육부장관 방문 일정(영문, 사우디 청소년청)

유도 사범 모리셔스 파견, 1984-85

| 85-086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5-64 / 10 / 1~79(79p)

1. 유도 사범 파견
1984.1.3.~2.1. 주케냐대사의 겸임국 방문 시 모리셔스 정부는 1985.8월 개최되는‘인도양 도서국가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의 유도 사범 1명을 파견할 것을 요청함.

- 숙소 및 잡비 모리셔스 부담 조건
외무부는 1984.5.18. 체육부가 선발한 김철남을 1985.3~9월 6개월간 파견하기로 결정함.

- 급여 월 1,400달러 외무부 부담, 항공료 체육부 부담
952

모리셔스 외무성은 1985.6월 및 9월 두 차례에 걸쳐 3개월 및 6개월간 동 사범의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
으며, 외무부는 9.30. 예산 사정상 12월까지 3개월간 계약 연장을 결정함.

2. 계약 종료 및 귀국
주모리셔스대사대리는 1985.11.27. 주재국 관계 인사들과 접촉, 유도사범의 파견 연장 필요성을 협의하였는데,
이들의 유도사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대신 교육용 체육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12월에 계약을
종료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김철남
사범은 12.8. 귀국함.

Jelinek, Otto J. 카나다 체육장관 방한,
1985.3.17-21

| 85-086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5-64 / 11 / 1~99(99p)

1. 방한 경위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5.1.8. Otto John Jelinek 체육장관이 한국 체육당국 관리들과의 회담을 위해 3.3.~7.
방한을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주캐나다대사는
1.9. 캐나다 외무성에 의하면 Jelinek 체육장관이 1985.5월 방한 예정이며 방한 중 한국이
개최하는 장애인 올림픽 자원봉사단 책임자인 고 이범석 장관 미망인과 면담을 희망한다고 보고함.

주캐나다대사는
1.21. Jelinek 장관 면담 후, 동인이 한국과의 체육교류 협정 체결, 서울 올림픽 조직위 방문
등을 희망한다고 보고함.

2. 방한 결과
Otto 캐나다 체육장관은 부부 동반 1985.3.17.~21. 방한함.
체육담당 차관보, 보좌관 등 수행원 5명 대동
주요 일정

- 체육협력 양해각서 교환
- 외무부장관, 체육부장관 면담
-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대한체육회장 면담
- 한·캐나다 의원 친선협회장, 장애자올림픽 자원봉사단장(고 이범석 장관 미망인) 면담
- 박물관 관람, 올림픽 시설, 태릉선수촌, 판문점 및 땅굴 시찰
양해각서 주요 내용

- 상호 상대국 주최 국제 대회 참가
- 합동 훈련, 코치, 심판 수련회 및 회의 상호 초청
- 체육인 교류
- 체육 조직, 시설 등 정보 교환
- 올림픽 관련 정보 교환
- 양국의 경기 연맹 간 교류계획서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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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는 1.24. 체육협력 양해각서 초안을 제시함.

기니 체육사절단 방한, 1985.4.24-30

| 85-0870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64 / 12 / 1~94(94p)

1. 방한 경위
주세네갈대사는 1984.11.28. Mamadi Bayo 기니 청년체육상(기니 올림픽위원장) 면담 결과, 서울올림픽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기니에 체육분야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동인의 방한이 가능할 것으로 감지
되었다고 보고함.

체육부는
1985.1.21. 외무부에 Bayo 체육상에 대한 체육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 전달을 요청함.
기니 측은 4.6. 체육상의 업무일정 관계로 Sekou Oumar Kaloga 기니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이 방한한다고
954

통보하였다가, 4.19. Amadou Camara 체육성 체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파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함.

2. 방한 결과
1985.4.24.~30. 방한함.
사절단 구성

- Camara 체육성 체육총국장, Kaloga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Ali Camara 체육성 사무장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외무부 제2차관보, 아프리카국장, 체육부 차관, 올림픽조직위 사무차장, 한국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 코오롱사, 올림픽경기장, 태릉선수촌 등 방문
주요 인사 면담 시 서울올림픽 참가 의사 확인
서울올림픽 조직위에 체육용품 지원 가능성 타진

자메이카 청년·지역개발장관 방한, 1985

| 85-087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64 / 13 / 1~46(46p)

1. 방한 경위
주자메이카대사는 1985.2.22. Edmund Bartlett 청년·지역개발 장관이 4월 중 방한을 희망하며, 한국과 체육
협정 체결을 원한다고 보고함.

외무부는
3.13. Bartlett 장관을 체육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하기로 하였다고 주자메이카대사에게 통보함.

2. 방한 결과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체육부장관 예방
- 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 한국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부
회장 등 면담
- 태릉선수촌, 새마을 부락, 국기원, 삼성전자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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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3.31.~4.4. 방한함.
주요 일정

카타르 청년 복지 최고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1985

| 85-087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5-64 / 14 / 1~70(70p)

1. 방한 경위
주카타르대사는 1985.5.1. Hamad 청소년 복지 최고위원장(왕세자), Thamer 부위원장, Abdullah 올림픽 위원
장 등 3인에 대한 이영호 체육부장관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주카타르대사는
6.26. 본부 지시로 양국 간 체육교류 협정 초안을 Thamer 부위원장에게 전달함.
Thamer 부위원장은 7.13. 회신을 통해 10월 중 방한을 희망함.
주카타르대사는 9.22. 체육교류 협정과 관련, 주재국 측은 한국 측 안에 별 이의가 없으나 시간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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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mer 방한 시 서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보고함.

2. 방한 결과
1985.9.26.~10.1. 방한함.
Thamer bin Mohammed Al-Thani 부위원장 및 16인 수행원(공식 13인, 비공식 3인)
주요일정

- 체육부장관, 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 대한체육회장, 한국올림픽위원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예방
- 대림산업 방문
-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및 태권도 시범경기 관람
- 태릉선수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중앙박물관, 경복궁, 비원 등 시찰 및 관람

Cuyas Sol, Roma 스페인 체육국무장관 방한,
1985.5.3-6

| 85-087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64 / 15 / 1~41(41p)

1. 방한 경위
주스페인대사는 1985.3.27. Roma Cuyas 체육국무상이 5월 방한 예정이며 체한 중 올림픽 시설 방문, 체육부
장관 면담을 희망하는 서신을 보내 왔다고 보고함.

체육부는
4.11. Cuyas 국무상 및 수행원 2명을 체육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함.

2. 방한 결과

주요 일정

- 체육부장관, 한국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면담
- 올림픽경기장, 태릉선수촌 등 시찰
- 중앙박물관, 경복궁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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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5.3.~6. 방한함.
체육진흥국장, 스포츠 최고위 사무국장 등 수행

한·일본 청소년 교류, 1985

| 85-087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64 / 16 / 1~221(221p)

1. 추진 경위
1985.3.19.~26.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양국 간 청소년 국제교류 담당관 회의에서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청소년 교류 사업을 1986년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함.

츠쿠바
박람회 정부대표인 문화공보부장관은 1985.5.17. 나카소네 일본 수상을 예방하고, 국교 정상화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츠쿠바 박람회에 한국 학생 200~300명을 일측이 초청하여 일본의 과학시설 등을 견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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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것을 제의하였으며(면담 자료는 외무부에서 작성), 나카소네 총리는 이를 환영함.

외무부는
6.11. 문교부에 1985년 하계방학 중 200명의 학생을 항공료 자담, 체재비 초청자 부담 조건으로 츠쿠바
박람회를 견학토록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교육부는 85년도 예산 미반영, 항공료 자담 조건 불가(학생 간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 불가 의견을 표명함.

6.26.
외무부는 문공부와 협의, 사업 자체는 문교부가 주관하되 항공료 문공부 부담, 체재비 일측 부담
조건으로 일측과 사업 추진을 협의할 것을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 상호 방문초청 형식으로 한국 학생은 85년 하계 방학 중 방일, 일본 학생은 86년 중 방한
이에 대해, 일측은‘85년도 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반대하였으나, 한국 측의 수차례 요청이 있은 후
7.6. 한국 측의 요청을 특별히 고려하여 기존 인적 교류 사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50명의
체재비와 교통비를 부담하겠다고 통보함.

2. 1985년 한국 청소년 츠쿠바 박람회 견학
1985.8.23.~27. 중·고교생 50명 (인솔 교사 5명 포함)
문교부 및 MBC 공동 주관 (MBC는 항공료 11,000달러 및 86년 일본 학생 방한 시 체한 경비 부담, 행사 단독
취재 및 방송)

3. 1985년 일본 청소년단 방한
3월 도야마 현 고교생 수학여행단 442명 방한 (민속촌, 경주 관광)
4월 외무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20주년 및 1984.9월 대통령 방일 후속조치로서 양국 간 청소년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을 통해 1985년도에 50명의 일본 청소년을 항공료 일측 부담 조건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일
외무성과 협의하였으나, 일측은 피초청 측의 항공료 부담에 대한 이견, 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명함.
 사가 현 소년소녀 방한단 15명 방한 (서울 시내, 민속촌 방문)
7월
7월 아오모리 현‘청년의 배’한국 방문단 430명 (부산, 경주 방문)
9월 시코쿠 청년회 방한단 100명 방한 (판문점, 산업시설 방문)
10월 도야마 현 청년 방한단 24명 방한 (경기도 방문)

친한단체 활성화 활동보고, 1985

| 85-087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64 / 17 / 1~255(255p)

본 문건은 1985년 중 재외공관의 친한단체 활성화 활동 실적에 관한 정기보고 내용인바,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985.1.5.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에 친한단체 조직의 확대 및 강화, 내실 있는 행사 개최, 친한단체의
공관 업무활용 등을 골자로 하는 친한단체 활성화 활동 지침을 시달함.

3. 주터키대사는 한-터키 의원친선 협회가 발족하였다고 보고함.
4. 주요코하마총영사는 시미즈 일·한 협회 지부 창설을 보고함.
5. 1985.11.14.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에 친한단체 현황 보고를 지시함.
동 보고를 기준으로 종합 책자 발간, 친한단체의 조직적,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
1985년 말 전 재외공관의 활동 현황 분석, 평가 및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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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시에라리온대사는 대사관 지원하에 한국형 경제개발 연구회가 발족하였다고 보고함.

코트디브아르·한 친선협회 창립, 1985

| 85-087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64 / 18 / 1~40(40p)

1.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85.3.26. 주재국 내 친한단체 구성을 위한 방안으로 Zegbehi Bouazo 국회
부의장을 접촉, 친한단체 구성 및 회장직 수임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며, 친한 인사 14명을 초대하여
임시 집행부를 구성하였다고 보고하고, 단체 구성 소요 경비 1만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친한단체의 자발적 구성을 유도해야 하므로 단체가 결성이 되면 축하하는 수준의 경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회신함.
960

2.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85.5.18. Bouazo 부의장이 창립총회 개최에 대한 측면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3.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85.6.29. 한-코트디브아르 친선협회가 회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Bouazo 국회 부의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고 보고함.
대사관은 창립총회 만찬비, 기부금 등으로 4천 달러 지원

네팔·한 친선협회 월간 활성화 방안 보고, 1985

| 85-087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64 / 19 / 1~31(31p)

1985년 주네팔대사관의 친선협회 활성화 방안 정기보고 내용으로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985.7.3. 한·네팔 친선협회 회원 및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여대 졸업 Rajbhandari
박사의 한국 생활 체험담에 관한 강연회를 개회함.
2. 1985.7월부터 한·네팔 친선협회 주관으로 한국 소식, 양국 관계 등에 관한 협회 불레틴을 발간함.
961

4. 1985.12.7. 한·네팔 친선협회 회원 및 교민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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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5.10.7.~11. 한국영화주간 행사를 개최함.

한·파나마 친선협회 창립, 1985.9.13

| 85-0878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64 / 20 / 1~33(33p)

1. 창립 경위
주파나마대사는 1982.12.12. 1977년 창설된 한·파나마 문화협회가 회장의 무성의로 활동이 저조하므로, 파나마
담보은행 부총재인 Luis Tunon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문화협회의 재조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함.

주파나마대사는
1983.3.5. Tunon을 회장으로 한·파 친선협회를 발족하고자 정관, 임원 구성 등 준비 중이라고
보고하고 Tunon 회장을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962

2. 친선협회 창립
주파나마대사는 1985.9.13. 창설회원 중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파 친선협회 창립총회 겸 만찬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보고함.

- 동 협회에는 Carlos Eleta 제2당 PLAL 당수(협회 회장), Tunon 부총재(협회 사무총장), 전 외상 2인,
국회의원 5인, 유력 실업인, 언론인 등이 가입하였으며 창립 회원 수는 60명
주파나마대사는 친선협회 창립총회 결과 보고를 통해 Eleta 회장 및 Tunon 사무총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파푸아뉴기니·한 친선협회, 1983-85

| 85-0879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64 / 21 / 1~22(22p)

1.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3.6.2. 파푸아뉴기니·한 친선협회가 5.27. 설립되었다고 보고함.
2.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4.6.22. 파·한 친선협회 연차 총회가 6.21. 개최되어, Kuma Aua 전 외무성
차관보를 회장으로, Martin Miriori 공무원 연금공사 이사장을 부회장으로, 홍광표 남광목재 부장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는 등 임원을 개선하였다고 보고함.

회장단 재선 등이 있었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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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5.9.25. 파·한 친선협회 연차 총회가 9.24. 개최되어 주요 활동 보고, 현

수리남·한 청년협회, 1984

| 85-088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64 / 22 / 1~12(12p)

1. 주수리남대사는 1984.5.2. 기존 한·수 친선협회의 쇠퇴, 비정치 분야 교류 증진 필요성, 북한 침투
기반 약화 필요성 등을 감안, 한국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규합하여 친선 청년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보고함.
2. 주수리남대사는 1984.6.5. Ro Waarde 등 청년 지도자 15명이 6.4. 발기인 총회를 갖고 한·수 청년협회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고 보고함.
964

기존 한·수 친선협회 간부 2명, 한국전 참전용사회 간부 3명, 태권도 협회 간부 2명, 외무성 차관보 등 참석
주수리남대사는 축사를 통해 수리남의 한국전 참전 사실을 상기시키고 양국 간 유대 강화 필요성 강조

아프리카지역 국가 친한단체 창립 및 활동, 1985

| 85-088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65 / 1 / 1~67(67p)

본 문건은 1985년 중 아프리카 지역 내 친선협회 활동 관련 사항임.
1. 한·라이베리아 친선협회
상공부는 1985.1.14. 한·라이베리아 친선협회 회장 이신규 및 실업인으로 구성된 친선협회 회원들이 라이베리아
정부 초청으로 방라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함.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31. 친선협회 방문단이 1.21.~30. 라이베리아를 방문하고, 주재국 외무, 공보, 상공,
농산 장관 예방, 주택청, 투자심의위원회, 자유무역지대,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였다고 보고함.

Iswurdeo Seetaram 한·모리셔스 친선협회장이 1985.7.21.~26. 방한함.

- 외무부 제1차관보, 주한 모리셔스 영사 면담
- (주)대우 방문, 재봉틀 및 섬유원단 구매 상담

3. 코트디브아르·한 친선협회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85.3.26. 주재국 내 친한 단체 구성을 위한 방안으로 Zegbehi Bouazo 국회 부의장을
접촉, 친한 단체 회장 구성 및 회장직 수임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며, 친한 인사 14명을 초대하여 임시 집행부를
구성하였다고 보고하고 단체 구성 소요 경비 1만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6.29. 한·코트디브아르 친선협회가 회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Bouazo
국회 부의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고 보고함.

- 대사관은 창립총회 만찬비, 기부금 등으로 4천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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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리셔스 친선협회장 방한

965

아주지역 친한단체 현황, 1985

| 85-088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동남아과

MF번호

2015-65 / 2 / 1~48(48p)

1. 주 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1985.1.8. 친한단체인 ‘중한 중앙민의대표 우호협회’ 이사장이
1983.12.13.자로 동 협회 1기 이사회 임기가 종료되고 2기 이사회가 구성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보고함.
2. 주대만대사는 1985.1.23. 친한단체인 ‘중한 경제합작협회’가 1.22. 총회를 개최하고 부산 소재 ‘한중
우호협회’와 자매결연식을 거행하였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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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5.9.11. 친한단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한·인니 의원친선협회

- 1980.12.10. 창설
- 회장: Soekardi 골카당 중앙위 의장
- 회원 수: 14명
인도네시아 태권도(Tae Kwon Do Indonesia)

- 1982.9.1. 설립
- 회장: Sarwo Wibowo
- 회원 수: 8만 명
인도네시아-한국 경제협력위원회

- 1974.7월 설립
- 회장: 이헌조 럭키금성사장, Baramuli POLOCO 그룹 회장

4. 주대만대사는 1985.12.16. 친한단체 현황을 보고함.
중한문화협회, 중한문화기금회, 중한 중앙민의대표우호협회, 중화민국 한국연구학회, 대북시유한학연의회 등

미주지역 친한단체 결성 현황, 1985

| 85-088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1과/중미과

MF번호

2015-65 / 3 / 1~62(62p)

본 문건은 1985년 미주지역 공관 및 본부가 작성한 친한단체 및 친북단체 현황에 관한 자료임.
1. 파나마 친한단체 및 친북단체 현황(1985.9.20. 현재)
친한 단체

- 1985.9.12. Carlos Eleta Almaran(여당연합 제2당 노동당 당수)을 회장으로 한국-파나마 친선협회 창설
친북 단체

2. 자메이카 친한단체 및 친북단체 현황(1985.9.23. 현재)
친한 단체

- 한·자메이카 친선협회, 한·자메이카 경제 공동위원회
친북단체

- 조선통일 지지위원회, 주체 연구소조, 자메이카-북한 우호친선협회

3. 친한단체 조직 및 활동현황(외무부 작성)
- 미주지역 국별 친한단체의 명칭, 주요 활동, 건의 사항 등 수록

4. 친한단체 현황(외무부 작성)
- 미주지역 국별 친한단체의 명칭, 설립일, 회장, 주요 활동사항, 정부 지원, 본부 평가 및 개선 방향 등 수록

5. 1985.10.1. 현재 멕시코 친한단체 및 친북단체 현황
친한 단체

- 한·멕 친선협회, 한·멕 의원친선협회, 한·멕 경제협력위원회, 한·멕 문화협회
친북 단체

- 친선협회 겸 조선자주통일 지지위원회,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회

6. 기타 도미니카, 수리남, 과테말라, 자메이카 등의 친한단체 및 친북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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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친선협회(1974.11.26. 창설, Perez Herrera 전 대통령 고문이 회장), 조선통일 지지위원회(1976.4월
창설, Julio Yao 파나마대 교수가 회장) 등 2개 단체 존재

호주 경제동향, 1983-85

| 85-0884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65 / 4 / 1~140(140p)

본 문건은 1983~85년 호주 경제 동향에 관한 단편적인 주호주대사관의 정세 보고 및 분석
자료임.
1. 호주 금융시장은 국내 경기 회복의 지연과, 3.5. 총선에서 노동당 집권 가능성으로 인해 자금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고 호주 달러화가 하락세에 있음(1983.3.4. 보고).
968

2. 노동당 집권에 따른 경제 정책 변화 전망과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1983.3.7. 보고).
자국 산업 보호조치 강화, 호주 달러 평가절하 및 고금리 추세, 정부 지출 확대, 정부의 경제 통제 기능 강화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 제한 강화, 호주산 구매 정책 강화

3. 호주 정부는 자유화를 포함한 일련의 외환 자유화 조치를 취함(1983.12.12. 보고).
변동 환율제도 채택, 외국 정부 및 은행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제외한 대폭적인 외환 거래 자유화

4. 재무상이 발표한 84/85년도 예산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1984.8.22. 보고).
세출액 규모 63,948 백만 호주 달러 (전년비 13% 증가)
연금 등 정부 보조금 증액
소득세 감액

5. 85/86년도 정부 예산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1985.8.22. 보고).
세출액 규모 69,067 백만 호주 달러 (전년비 1.3% 증가로 재정지출 증가 억제)
인플레 억제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노동당 정책 의지를 구현

6. Hawke 수상은 외국인의 대호주 투자 및 호주의 광물자원 수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함
(1985.10.30. 보고).

중공 경제개방정책에 관한 각국 전망,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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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홍콩총영사는 1985.1.14. 중국(구 중공)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12. 재산상속법을 심의하였으며, 동 법안이
제정되면, 중국 정권 수립 35년 만에 최초로 일반인의 재산소유권과 상속권을 보호하는 법이 된다고 보고함.
2. 주홍콩총영사는 1985.1.15. 중국 정부가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운영하는 심천경
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개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함.
중국과 심천 사이에 6개의 출입처를 만들고 현 경계지역인 심천과 홍콩과의 경계지역 출입 통제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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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개방정책 추세에 부응하고 외국인 여행 자유화 및 관광수입 증대 도모
길림, 연길, 심천, 주해 등 67개 시. 현을 1985.2.15.부터 갑류 지구로 개방

- 갑류 지구는 외국인이 공안당국에 사전 통보 없이 여행
- 갑류 개방지구는 여행상 완전 개방 지역이며, 준경제특구의 성격은 없는 것으로 평가

4. 외무부 아주국은 1985.7.19. ‘중공의 10개 연안 개방도시 폐쇄조치의 배경과 전망’보고서를 작성함.
중국은 1984.5월 경제개발구로 대외 개방을 선언했던 14개 해안도시 중 상해, 천진, 광주, 대련 등 4개 도시를
제외한 10개 도시 대외 문호의 점진적 폐쇄를 1985.7.15. 발표함.

- 급격한 경제개방에 대한 당내 반발 고려
- 1984.10월 경제체제 개혁조치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무마
1978년 대외개방 실시 이래 두 번째 시행착오로 서방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5. 홍콩의 중국계 신문인 대공보는 1985.7.21. 최근 14개 도시 개방정책 조절, 경제특구 관리강화 조치로
중국의 개방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며, 개방 과정에서 손실보다 이득이 많으므로 개혁·개방 정책은
포기할 수 없다는 요지의 논평을 게재함.
6. 주홍콩총영사는 1985.7.24. 언론보도를 인용, 중국 국무원이 아모이 경제특구를 자유항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함.
7. 주홍콩총영사는 1985.8.7. 언론보도를 인용, 중·일 각료회의에 참가 중인 곡목 중국 국무위원이
강연회에서 중국의 개방정책과 14개 연안도시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경제체제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홍콩총영사는 1985.2.25. 중국의 여행지역 개방 확대에 대해 보고함.

중공의 대외개방정책 및 경제개혁,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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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1.19. 외무부는 중국(구 중공)의 대외 개방정책과 경제개혁에 관한 주재국의 평가 및 대
중국 관계 전망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재외공관이 보고한 주요 국가의 반응 중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멕시코
중국과 남·남 협력 차원의 실질 협력 강화, 하나의 중국 정책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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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질
1974년 외교관계 수립 및 대만(구 자유중국)과 단교
1978년 무역협정 체결 이후 교역량 급증
중국과 무역, 경제·기술 협력 면에서 경쟁관계는 아님

3. 캐나다
추진 중인 서방세계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 신중한 진전 전망
중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관계 유지가 세계 평화와 캐나다 경제발전에 기여
한국은 중국과 경공업 제품에서 경쟁할 것이나, 고도 기술제품에서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 미미
한·중 경제관계는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급진적 발전은 난망

4. 프랑스
프랑스-중국 간에는 초강대국에 대한 독립성 추구, 국방의 자주성 고수, 제3세계와의 관계 중시 등 대외정책
면에서 유사성이 많음.

중국의
현대화 정책 추진으로 양국은 자본 기술 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 관계 전망이 밝음.
한·중 관계 발전에 직접적 관심은 없으며, 극동 긴장 완화 측면에서 환영

5. 인도네시아
중국의 공산 게릴라 세력 지원으로 인해 대중 관계는 신중 추진 필요
최근 중국과 직교역을 재개,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 불리한 위치
한·중 관계 개선에 특별한 관심은 없으나 원유 수입선 변경 가능성에 우려

6. 호주
중국과 이해 상충 등 갈등이 없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비추어 중국의 근대화 추진 과정에서 중국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

한·중
경제관계 발전은 필연적 귀결이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관계 개선에 이를 것을 기대

인도네시아 경제동향,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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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1982~84년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에 관한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보고 내용임.
1. 1982.2.25. 재정 및 경제 동향 보고
82/83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2.3% 증가한 15.6조 루피(249.6억 달러)
석유류 가격 동결로 인한 세수 증가 부진에도 불구, 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 경비 증액
82년 경제성장 7.7% 전망
개발 정책의 유지로 한국 업체 진출 환경에는 변화가 없으나, 진출 경험이 없는 교육, 통신, 농업 분야에서는

2. 1983.5월 인도네시아 제4차 개발내각에 관한 보고서 내용
국가 안보에 바탕을 둔 3단계 국가개발 추진
정치적으로 군부의 진출 확대
재야 정당인사 참여 배제

3. 수하르토 대통령은 1983.8.17. 시정연설에서 1984.4월 시작되는 제4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 중 연 5%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광업 9.5%, 농업 3% 성장 계획
민간 기업의 활동에 불리한 규제 제거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 조세 제도 수정 및 국내 저축 증가 방안 강구

4. 수하르토 대통령은 1984.1.9. 시정연설에서 84/85년도 예산안을 설명함.
제4차 5개년 계획 중 연 평균 5% 성장 목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20.5조 루피(205억 달러)로 책정

5. 인도네시아국제지원그룹(ICGGI) 차관이 1984.2.15. 작성한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IGGI 차관이 국제수지 적자 보전,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 현금 차관 도입의 원활화, 경제개발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 수출이 어려운 최근에 와서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중요한 외자 조달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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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불리

일본 경제동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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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본대사관은 1985.1.4. 일본 정부가 석유 수입을 ‘달러’ 베이스에서 ‘엔’ 베이스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함.
석유 업계의 환 리스크를 회피하고 엔화 하락 원인을 제거하여 무역 불균형 해소

2. 주일본대사관은 1985.1.18. 일본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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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해외에서의 자금 운용과 직접 투자가 활발해진 것이 원인
1983년 말 순자산 잔고가 373억 달러였으나 84년 중 300억 달러대의 순자산이 생성될 것이 확실

3. 주일본대사관은 1985.1.21. 제3차 ODA 중기 계획 작성 중인 일본 외무성은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5년간 배증이라는 양적 확대 계획의 궤도를 수정하여 무상원조, 기술협력 등 증여의 비중을 높이는
질적 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고 보고함.
4. 주일본대사관은 1985.3.16. 일본의 경기 확대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함.
경제기획청 발표에 따르면 GNP 실질 증가율이 분기 2.3%, 연 증가율 환산 시 9.6%로 향상
일본 정부는 무역마찰 해소, 내수 중심 안정 성장을 목표로 하므로 외수 주도형 고성장에 대해 우려

5. 1985.5.1. 주일본대사관은 4.30. 대장성 발표에 따른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37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456억 달러라고 보고함.
6. 외 무부 경제국은 1985.12.10. ‘엔화 강세가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본 三和은행의
보고서를 요약 보고함.
워싱턴 5개국 재무상 회의(G5)를 계기로 급격한 엔화 강세로 인해 1달러 대 200엔이 되면 대부분의 업종이
수출 채산에서 적자

- 이익 감소율은 공작기계, 조선, 철강 등 5개 업종에서 극히 크고, 가전, 자동차, 타이어 등 8개 업종에서
크며, 컴퓨터, 자기 테이프, 전화기 등 3개 업종에서 경미함.

필리핀 경제동향,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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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정부는 1983.10.15. 350개 외국은행에 대해 90일간 대외채무 상환 유예를 요청함.
아퀴노 상원의원 암살로 인한 정세 불안, IMF 및 외국은행들과의 신규신용 및 상환연기 협상 부진, 외화 도피
등으로 1983년 상반기 중 562백만 달러, 9월 말 현재 1,362백만 달러 적자 기록

주필리핀대사관은
한국의 은행 차관 상환 등 금융 부문에서는 영향이 없으나 수출 및 건설 진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2. 일본 정부는 1984.2.2. 필리핀에 550억 엔의 엔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함.

월별 국고 지출은 분기별 자금 집행 한도의 1/3 초과 불가
급여와 임금을 제외한 10만 페소 이상의 국고 지출은 사전 재무성과 협의

4. 마르코스 대통령은 1984.6.6. 대미화 환율을 6.6.부터 종전 14:1 고정 환율에서 변동환율제로 변경하고,
외화 매입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환차익에 대한 과세, 수입 관세 인상 등 행정명령을 발표함.
5. 주필리핀대사관은 1985.12.11. 필리핀 경제 통상 동향 보고를 제출함.
84년 5.6% 마이너스 성장
1985.11월 세제 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조세 부담 증가, 수입 자유화로 인해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
경제규모는 1980년 수준으로 위축되었으며 82~83년 수준으로의 회복은 80년대 말~90년대 초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984.5.22.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긴축재정 운용 지침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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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경제·통상협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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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5 / 10 / 1~52(52p)

1. 서호주 광산에너지 장관은 1985.1.9. 주호주대사를 방문하고 농업부문 한국 연수생 초청, 알루미늄
스멜터 합작사업 등에 관해 협의함.
2. 주호주대사는 1985.2.25.~28. 서호주를 공식 방문, Burke 주 수상 등을 면담하고 알루미늄 제련소
합작 건설 문제, 대한항공 호주 취항 문제, 농업 연수생 초청 등에 관해 협의함,
본국 휴가 중인 Joseph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 무역 불균형 문제, 지역 협력 문제, 국내 정세, 남북 관계 등에
974

관해 의견을 교환함.

3. Tuxworth 호주 북부 자치구역 수상 일행이 1985.5.9.~11. 방한하여, 동자부장관을 면담하고 한국의
가스전 개발 참여 등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함.
4. 주한 호주대사는 1985.9.9.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호주은행의 한국 내 지점 설치 신청에 대한
호의적 검토를 요청함.
5. 1985.9.23.~26. 제7차 한·호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개최됨.
박영옥 한·호 경협위 위원장(현대종합상사 사장), Lawrence 호·한 경협위 위원장 등 참석
한국 측 요구사항

- 무역 역조 시정,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개선,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항공노선 개설 등
호주 측 요구사항

- 호주산 쇠고기 수입 중단 시정, 호주 소맥 수출 등

한·벨기에 경제협력, 1984

| 85-089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5 / 11 / 1~47(47p)

1. 주한 벨기에대사는 1984.4월 진의종 국무총리 앞 공한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에 관한 벨기에의
관심 사항을 전달해 왔으며, 이에 대한 국내 관련 부처의 입장 중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전화망 디지털화

- 벨기에의 도시용 디지털 전자교환기의 실용시험 실시 후 경제성과 기술성 검토, 결정 예정
철도 전동차량 구입

- 전기 기관차 국산화 추진 중
원자력 폐기물 영구 처리 시설
지하철 건설 기자재 구입

- 국제 경쟁입찰에 의한 외국 기업 참여 결정

2. 주벨기에대사는 1984.8.30. 왈롱 지방정부 수석장관과의 면담에서 왈롱 정부와 첨단기술 분야 협력,
제3국 경제기술 합작 투자, 교역 확대 문제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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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물질 영구 폐기에 관한 기본 방침이 결정되면 벨기에와의 기술협력 필요 전망

한·볼리비아 경제통상협력, 1982-85

| 85-0892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65 / 12 / 1~220(220p)

1. 주볼리비아대사는 1982.10~12월 볼리비아 좌익 신정부가 대외원조 획득을 위해 공산권 국가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편승한 북한의 수교 공작이 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를 강화할 것을 건의함.
1983년 상반기 중 농업기술자 5명 파견(물품원조 병행), 광산촌 의약품 5만 달러 지원, 경운기 50대 및 지프차
2대 지원, 장학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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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mayo 볼리비아 외상은 1983.6.7.자 이범석 외무부장관 앞 친서를 통해, (주)신생과 볼리비아 교통성 간
2천만 달러 타이어 수출 계약 건과 관련, 현재 25%로 된 볼측 현금지불 조건(75%는 연불)을 15%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외무부장관은 양국 간 통상증진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회신함.

3. Otiz 신임 볼리비아 외상은 1983.9.10. 이태섭 중남미 특사 면담 시, 한국 측이 실질적 경제협력을
제공하면 대북한 수교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하고, 지하수 개발(78.3만 달러 규모), 품종개량사업(95만
달러 규모)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함.
이에 대해, 정부는 지하수 개발을 위해 78.3만 달러를 무상원조로 제공하기로 결정함(12.26. 대통령 재가).

4. 주볼리비아대사는 1984.6.6. 주재국의 행정 비효율성으로 인해 지하수 개발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조 예산을 84~85년도 농업용 국산 기자재(소형 트럭,
관개용 펌프, 소형 발전기 등) 기증에 사용할 것을 건의함.
5. 볼리비아 외무성은 1984.7.3. 지하수 개발 사업계획서를 주볼리비아대사관에 송부함.
1,750개의 우물을 파서 지하수 공급원으로 개발
한국 지원 80만 달러, 제3국 원조 11.5만 달러, 자체 조달 5.4만 달러 등 총 96.9만 달러 소요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85

| 85-089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5 / 13 / 1~48(48p)

1.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는 1985.2.28. 주중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한국산 엽연초 최대 500톤과 대만산
엽연초의 구상무역을 제안함.
2. 주대만대사는 1985.4.3. 양국 간 각료회의 시 합의된 국산 소형차 1,200대의 수출 쿼터 배정과 관련,
대만 정부가 요구하는 한국 고유모델이 아닌 대우차에 대한 수출 쿼터 배정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1,200대 전량에 대한 수입 허가를 부여하였다고 보고함.
4. 대만 중국시보는 1985.10.18. 시중 판매되는 담배에 농약이 함유된 한국산 엽연초가 사용되었다고
보도함.
이와 관련, 대만 당국은 한국 엽연초의 금지 농약 사용은 안전 범위 내이므로 해롭지 않다고 대응하고, 한국
대사관에 대하여는 농약 사용 여부, 무해 시험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전매청은
11월 대만 측이 문의한 농약은 사용치 않으며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일부 농약이 사용되었으나 안전
범위 내로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답변함.

5. 제18차 한·중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85.11.8. 대만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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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대만대사는 1985.4.18. 대만 측이 수입 차량은 한국산 모델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한국의 중공 경제특구 진출, 1985

| 85-089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65 / 14 / 1~86(86p)

1. 상공부는 1985.1.14. 중국 심천 경제특구 내 한국 상품 상설전시장 설치를 위한 대한무역진흥공사
답사단에 상공부 국제협력과장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85.1.28. ‘중공 경제특구 현황과 한국의 대처방안’ 보고서를 통해, 심천, 주해, 선두, 하문
특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작성함.
978

홍콩과 마카오를 특구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되, 남북한 접촉 진전 상황을 감안 단계적으로 대처
단기적으로, 친중공계 화교, 미국, 영국 등 서방 기업과 합작진출 추진, 특구 시장정보 수집을 위한 한국인
방문 지원 등

장기적으로,
특구의 개방에 따른 직접진출 추진, 심천-홍콩, 주해-마카오 통합경제권 구상에 대응책 마련 등

3. 주홍콩총영사는 1985.2.18. 보르네오통상 지사가 심천 경제특구 내 중국 기업과 가구 판매 신용장을
개설하였다고 보고함.
4. 원풍화학은 1985.3~4월 심천 특구 내 생산공장 설립 문제 협의를 위해 홍콩 거주 중국인 초청 및
동사 직원의 심천 방문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요청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통보함.

5. 국가안전기획부는 1985.7.13. ㈜불로인삼이 심천 특구 내 인삼제품 합작공장 설립 계약을 6.8. 홍콩에서
체결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한·중공 경제협력, 1985

| 85-089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65 / 15 / 1~51(51p)

1. 연변 조선족 자치주 합작회사 설치문제
외무부는 1985.1.15.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고려무역 간에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1월 하순 홍콩에서 연변 경제실업개발공사와 대한무역공사 간에 상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홍콩총영사관에
통보함.

- 이에 대해, 주홍콩총영사는 조선족 밀집지역에서의 대한무역진흥공사 소속 고려무역의 합작 추진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므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함.
사증 발급 지연으로 연변 자치주 대표들은 3.15. 홍콩에 도착하였으나, 길림성 정부의 한국 기관 및 상사와의

- 연변 측은 합작회사 설립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회피함.
- 연변 측은 교역에 관해서도 직접 교역은 불가하며 홍콩을 통한 간접 교역만 가능하다고 언급함.

2. 기타 협력사업
주홍콩총영사는 1985.4.4. 연변 자치주 대표들이 3.22. 두산과 연길시 맥주공장 합작 건설, 3.24. 삼양라면과
라면 기계 수출문제를 협의하였다고 보고함.

3. 미국에 대한 대중 경협 지원 요청
정부는 1985.4월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미국 정부에 대중국 경제협력 추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고,
4.26. 상공부장관·상무장관 회담, 해협위 기획단장·USTR 부대표 회담에서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대중
공동진출 및 이를 통한 한국의 대중 진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함.

- 미측은 업계에 한국 측 희망을 전달하고 공동진출을 권장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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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금지 지시로 인해, 홍콩 무역관장이 비공식 접촉함.

인도 국립은행 서울지점 개설문제, 1984

| 85-089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65 / 17 / 1~43(43p)

1. 주한 인도대사관은 1984.5.24. 인도 측이 1978.12월 신청한 인도 국립은행(State Bank of India)의
서울 지점 허가 신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최근 재무부의 외국은행 지점 개설 자유화 조치, 양국 간 통상관계 확대 현상, 한국 건설회사의 중동 지역
공사에 필요한 신용 제공 실적 등 감안

2. 재무부는 1984.6.26.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는 국내 시장의 규모, 상호주의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980

허가하고 있으며, 인도계 은행 지점이 한국에 기 진출해 있으나 한국의 은행은 인도 진출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인도 국립은행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3. 외무부는 1984.8.16. 재무부에 대해 장기적 양국 관계 증진 필요성, 인도의 UN 및 비동맹에서의 영향력,
수출 시장으로서의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재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무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회신함.

한·인도네시아 경제·통상협력, 1985

| 85-0897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남아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5-65 / 18 / 1~113(113p)

1.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4.11.22. ASEAN 플라스틱 사업자 회의에서 ASEAN 국가 간 플라스틱 원자재
생산을 위한 합작 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계획이 실현될 경우 한국의 플라스틱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고함.
2.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5.3.6. 주재국에 대한 플랜트 수출에 영향력이 큰 Habibie 과기장관을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KAIST 및 기술개발연구소 방문, 포항제철 및 창원 공업단지 시찰을 희망한다고 보고하고, 특히 동 장관이
사장으로 있는 Pindad사와 화천기계공업사 및 풍산금속의 협력 사업이 순조로이 추진되도록 일정을 주선할
것을 건의함.

3. Hutasoit 인도네시아 축산·수산 장관이 1985.7.28.~31. 방한하여, 수산청장, 수협회장, 농수산부 차관
등을 면담하고, 인도네시아 수산 연수생 파견 훈련 등 어업협력 문제에 관해 협의함.
4.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합동회의가 1985.10.14. 서울에서 개최됨.
정수창 대한상의 회장, 이헌조 한·인도네시아 경협위원장 등 50명 참석
Baramuli 인도네시아·한 경협위원장 등 35명 참석
한국 상품 수입 확대 등 무역역조 시정 문제, 합작투자 촉진 방안, 한국의 인도네시아 개발계획 참여 등 건설
협력 강화 방안, 이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 노력, 중소기업 협력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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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장관은 체재비 한국 측 부담으로 8.25.~29. 방한함.
방한 전,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외무부에 동 장관이 대통령 친서를 휴대하며, 대통령 예방, 관계 장관 면담,

이라크의 경제협력 제의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1984-85

| 85-089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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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라크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1984.10.14.~17. 방한한 Majid Adham 제1부수상은 10.16.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간 협정 체결을 통해 6월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이후 논의되어 온 경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함.
경제 및 개발 협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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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크마 댐, 알 라쉬드 대학, 제2 모술 댐, 제2 고속도로, 모술 공항 등 5개 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
- 5억 불 한도 내 상품 연불 신용 제공
- 6만 b/d의 이라크산 원유 도입
- 전문분야 기술훈련 실시
특별공급 의정서

- 무기 및 군수품 연불 수출 지원

2. 상기 제의에 대해,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수차례 회의 및 서면 입장 표명을 통해 이라크와의 관계
개선 필요성, 무역역조 시정, 건설 진출 및 상품 수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호의적 검토를 요망
하였으나, 관련 부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취함.
포괄적 협정 체결보다는 사안별 접근이 바람직함(특히, 건설 공사의 경우).
연불 신용은 자본재의 경우 건별로 검토 가능하나 소비재는 금융 규정상 불가능함.
원유 수급 사정상 이라크 요구 수용이 곤란함.
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공급은 불가능하며, 군수품 연불 수출은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

3. 정부는 1984.12.20.~22. 외무부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협의단을 파견하여 이라크 Ramadhan
제1부수상에게 부총리(국무총리 대행)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라크 측은
다음과 같은 수정 제안을 제시함(의정서 등 협정체결 주장은 철회하되 협력안의 문서화를 주장).
바크마 댐, 제2 모술 댐, 알 라쉬드 대학 등 3개 공사에 대한 참여 및 금융지원
상품 연불 신용공여 조항을 협력안에 포함하고 연불 수출 조건 완화
86년 6만~10만 b/d의 원유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87년 이후 도입량 증가

4. 이와 관련, 1985.1.21. 해외협력위원회는 실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바, 관련 부처의 의견이 대립되어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함.
건설 연불 수출은 적정 규모(1억 5천만 달러)를 정하고 연차적 지원 방안을 재무부와 관련 기업이 협의함.
원유 도입은 최소한의 도입량과 시기를 약속하고 가격 조건 등은 추후 협의하는 선에서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음.

한·이란 경제통상협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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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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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Mobarakeh Steel은 1984.7~10월에 걸쳐 대우, 현대중공업, 삼성에 화차 1,200량 공급에 대한
견적 제출을 요청함.
이와 관련, 주이란대사대리는 이란이 한국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과당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이란 상무성 쌍무교역위원회(BTC)는 1985.1.8. 주이란대사관에 대해 1984.12월 한국 경제사절단
방문 시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과 ‘쌍무교역(bilateral trade)’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고,
주이란대사관은 장기 도입 계약은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란 측은 이미 한국 상사들이 BTC에 쌍무교역을
제안해 왔으므로 이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태도를 취함.

주이란대사관은
이란이 외환 부족으로 일반적 무역거래는 제한하고 쌍무교역을 늘릴 것이므로 한국 업체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이란대사관은 1985.3.17. 이란 BTC에 대해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고려하여 한국의 원유 도입에
대한 상품 대응 수출 비중을 상향(70% 이상)하고, 선경, 대우, 럭키금성, 삼성, 쌍용 등 한국기업의 상업
베이스 쌍무교역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4. 이란 Manesh 체신청 장관 고문(차관급)은 1985.5.13.~19. 우편제도 시찰 및 체신 분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방한함.
체신성 우정국장 등 수행원 3명 대동
체신부차관, 우정국장 면담
서울중앙우체국, 중앙전신전화국, 금성사 방문
새마을운동본부, 구미공단,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시찰,
올림픽경기장 시찰, 경주 및 민속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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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 원유 도입을 장기 계약할 경우 대금의 50% 이상을 대응 수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의함.

한·마카오 경제·통상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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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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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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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홍콩총영사는 1985.1.4. 마카오에 무역관을 설치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마카오 분리에 대비한 기득권 확보, 마카오 내 중국계 은행 및 남광공사(중국 교역 대리점)와의 접촉 원활화,
대북한 우위 확보 등 필요성 감안

2. 주홍콩총영사관이 1984년 말~85년 초에 걸쳐 접촉한 중국(구 중공) 인사(마카오 주재 창업무역공사
사장)는 마카오에 한·마카오 합작회사 설립, 한국산 TV 수입 등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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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외무부는 수차례 주홍콩총영사관을 통한 배경 조사 및 추가 협의 후, 마카오를 통한 대중국 진출을
위해 합작회사 설립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합작 참여 회사, 합작 규모 및
업종을 정하기로 함.

3. 1984.11월부터 마카오 창업무역공사 사장과 합작회사 설립 문제를 협의해 온 최규정 중국문제연구
소장은 1985.3월 창업무역공사 측과 마카오 내 현지법인 설립 추진 회사로 삼미사를 선정하기로 합의함.
최 소장은 창업무역공사 사장과의 협의 내용을 주홍콩총영사관에 전달하였으며, 주홍콩총영사는 한국
합작선을 최 소장을 통해 창업무역공사에 알릴 것을 희망함.

4. 최 소장과 삼미사는 1985.5.10. 마카오에 삼화 국제유한공사(삼미사 마카오 지사를 겸함)를 설립함.
5. 삼미사가 초청한 마카오 실업인 5명이 1985.4.29.~5.3. 방한하여 중국산 석탄 및 옥수수 수입 문제에
대해 상담함.
6. 삼미사는 1985.7월 마카오 현지 법인의 무역업 활동을 목적으로 35,000 달러의 해외투자 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1985.8.2. 한국은행은 이를 허가함.

한·모로코 경제협력,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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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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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dlaoui 주한 모로코대사(동경 상주)는 1983.10.15. 김재춘 외무부 중동국장과의 면담 시 양국 간
협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양국 협력 관계는 연대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다른 아랍 국가들 간의 빠른 관계 증진에 비해 뒤처져
있음.
 모로코 정부는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본인은 수산업 분야에 전망이
밝다고 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모로코 측은 양국 각료급 위원회 설치를 희망함.
 한국 정부가 실무협력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희망함.
 본인이 생각하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인광석, 광물, 펄프 등 모로코 수출품
- 섬유, 전자, 선박 수리소 등 투자 분야
- 지하철, 관개 사업, 주택 건설, 벼농사 지원 등 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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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dlaoui 주한 모로코대사는 1983.12.21. 민수홍 외무부 중동국장과의 면담 시 양국 간 협력 증진

한·나이지리아 경제·통상협력, 1985

| 85-090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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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우는 1985.1월 나이지리아 국영 비료공사 발주 비료공장 건설 관련, 50.6백만 달러 규모의
전기 기계 배관 및 설치 부문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기아산업은 Eddy Motors사와 15.2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및 농기구 등 조립용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함.
2.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5.5.2. 나이지리아 베누에 주 정부와 외환은행 간의 합작은행인 토비은행의
이케자 지점이 설립되었다고 보고함.
986

3.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5.5.6. 주재국 정부가 심각한 외환부족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유 수출과
원자재 및 생필품 수입을 연계하는 구상무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한국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
및 한·나이지리아 관계 발전을 위하여 원유 도입을 전제로 한 구상무역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건의함.
 주나이지리아대사는 5월 나이지리아와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국가와의 구상무역 내용과
주재국의 구상무역 방식에 대해 보고함.

4. 1985.6월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의에서 원유 구상무역이 원유 시장 교란행위로 비난의 대상
이었으나, 나이지리아 석유상은 OPE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나이지리아가 국가의 존립 수단으로 추진
하는 원유 구상무역은 포기할 수 없다고 언급함.
5. 대나이지리아 구상무역에 관해 1985.6월 관련부처가 취한 입장 및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력자원부는 수출 증대를 위해 원유와 공산품의 구상무역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므로 민간 주도 상업
베이스에서 구상무역이 실현되도록 할 것을 대한석유협회에 요청함.

- 국내 사용 가능 유종은 Banny-M. Forcados(저유동점 원유)라고 지정함.
 상공부는 원유 가격, 환차손, 수송 등 거래상 제반 문제를 감안할 때 현지 진출 종합상사 등 민간 기업이 구
상무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한·파키스탄 경제·통상협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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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파키스탄대사는 1985.1.20. 한·파 양국 간 합작투자에 관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조건이 IBRD,
ADB 등 국제개발은행들의 차관 조건보다 불리하여 주재 상사들이 주재국과의 합작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출입은행의 파키스탄 country risk 순위를 정책적 차원에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함.
 이에 대해, 재무부는 1985.2월 상업적 방식으로 운용되는 연불수출 지원 금융조건을 특정 국가에 대해 완화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함.

2. Jiaurl Haq 상무성 차관은 1985.1.22. 주파키스탄대사에게 원면, 원사, 피혁제품 및 수직 카펫의 대한 수

3. ㈜성광플라스틱공업은 1985.3월 직조 가방 제조설비 수출 및 공장 설립을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허가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며 외무부의 지원을 요청함(파키스탄 Polycloth사와 합작).
 주파키스탄대사관은 7.22. 공업성이 합작투자의 허가 여부는 기술이전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고 합작투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약속하였다고 보고함.

4. 파키스탄 Abu Tanvir사는 1985.8.12. 구연산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한국 내 합작선 소개를 주파키스
탄대사관에 요청함.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조사하였으나 국내 합작선을 물색하지 못함.

5. Mahbubul Haq 재무상은 1985.9.23. 주파키스탄대사에게 외국 민간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파키스탄
내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제도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대우 측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6. 주파키스탄대사는 1985.9.29. Monnoo Motors가 1984년 9월 이래 현대자동차의 파키스탄 내 수입판매권을
신청하였으나 회신이 없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10.15. 보고함.
 주파키스탄대사는 12.19. 주재국 공업성에 의하면 승용차의 수입은 예외적으로 해외 근로자에만 허용되며,
트럭 및 버스는 주재국 정부의 인가를 득하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현대자동차에 대주재국 진출을
독려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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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확대를 희망하고 수직 카펫에 대한 점진적 관세인하를 요청함.

한·필리핀 경제협력, 1983-85

| 85-0904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동남아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6 / 5 / 1~239(239p)

1. 외무부는 1983.3월 신임 주필리핀대사 및 주한 필리핀대사의 한·필 양국 관계에 관한 건의 및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한국·필리핀 관계증진 대책 건의안’을 작성함.
 통상장관회담, 경제협력·통상증진 협의, 자원협력위원회 등 경제협력 채널의 적극 활용
 제철분야 기술지원, 연구소 간 공동연구, 연수생 초청 등 필리핀 공업화 계획 지원
 필리핀 지역개발 사업 지원
 바나나 정책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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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 참전용사회 후생사업 지원 등

2.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984.1.11. 전두환 대통령에게 필리핀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함.
 필리핀 철강공사가 84년 포항제철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수출 조건에 대해 호의적 고려
 필리핀의 대한 수입과 관련한 금융 지원
 한국의 필리핀 제품 수입 확대

3. 이에 대해, 정부는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동광, 원당, 원목 등 계속 수입, 금융지원에 대한
어려움 설명(단, IMF의 긴급구제 금융 시 1천만 달러 미만의 단기 연계차관 공여), 철강재 공급에 관한
민간 기업 간 원만한 합의 유도 등의 입장을 정함,
 필리핀 대통령 친서에 대해서는,“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하고 검토
결과는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 예정”
이라는 내용의 대통령 회신을 작성하여 1984.3.10. 필리핀 측에 전달함.

4. 전두환 대통령은 1984.3.13. 한국 측 회신에 대한 필리핀 측의 미온적 반응을 외무부로부터 보고
받고 마르코스 대통령을 지원할 실질적 방안을 수립하라고 외무부에 지시함.
5. 정부는 1984.3.23. 해외협력위 기획단장 주재로 필리핀 경제지원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함.
 국경철강공사의 철강재 수입에 관해 철강재 공급선인 ㈜쌍용이 2천만 달러 단기 무역신용 공여(필리핀 중앙
은행 등의 지불보증 모색)
 4월 이후 우리나라 바나나 수입량의 60%를 원칙적으로 필리핀산 바나나로 구매
 상품차관 공여는 불가능하나 필리핀에서 수입해 온 품목의 수입은 계속
 IMF 긴급 융자 관련, 미국이 주선하는 브리지론에 적극 참여

6. 상공부는 4.12. 서울에서 한·필리핀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84.3.29. 외무부에 통보함.

한·페루 경제협력, 1985

| 85-090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6 / 6 / 1~136(136p)

1. 외무부는 1985.2.4. 4월 페루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페루 제1야당(APRA) 접근을 통한 대페루 수교 책동
저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함.
 제1야당 인사 방한 초청
 경제협력 계획 수립

2. 주페루대사는 1985.4.30. 외무부에 4.14. 총선에서 APRA의 Alan Garcia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고 보고하고 친북 성향의 Garcia 정권의 대북한 수교를 저지하기 위해 통상 및 경협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함.
3. 외무부는 1985.5.28. 관민 경제사절단 파견, 무상원조, 기술훈련, 합작투자, 철광석 등 광물 수입확대,
농업개발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하는 페루의 북한 수교 저지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4. 외무부는 1985.7.12. 페루 신정부 출범에 즈음한 페루의 대북한 정책 관련 대응 방안을 수립함.
 북한 통상대표부 지위 유지 시

- 철광석 수입증대 가능성 시사 및 석탄, 아연, 납, 동 등 광물 수입
- 무상원조 사업 증액(대통령 부인 사회사업 지원 포함 50만 달러)
- 관민 사절단 8월 파견, 플랜트 수출, 기술연수생 초청
 통상대표부 지위 격상 시 또는 수교 시, 기존 계획 이행, 경협 중단 등 단계적으로 대응

5. 이봉서 동력자원부차관과 차상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민 경제사절단이 1985.9.3.~9.
페루를 방문, 양국 간 교역, 운수, 투자, 철광석 및 비철금속, 기술협력 관련 협력 방안을 협의함.
 철광석은 1990년까지 장기계약에 따라 최저 160만 톤 계속 구입, 87년 광양제철소 가동 시 추가공급문제 계속 협의

6. 주페루대사는 1985.11.14. 대북한 수교 저지를 위해 철광석 세척 송수관시설 건설 지원, 정유공장
확장공사 지원, 봉제 기계 및 설비 수출, 석탄개발 지원, 전대차관 제공, 소다회 공장 연불 수출 등을
시급히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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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중 30만 달러 무상원조 공여 결정, 제1야당 인사에게 직접 통보
- 연수생 초청 훈련 및 전문가 파견
- 가능한 범위 내 철광석 수입 확대, 페루 내 정유공장 건설 및 건설 대전 원유로 결재 허용
- 가정용 무연탄 합작 투자 가능성 검토

한·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협력, 1983-85

| 85-0906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6 / 7 / 1~53(53p)

1. 한국수출입은행은 1983.12.9.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전대자금 등 연불수출 자금 공여 가능성에
문의하였으며, 12.16. 외무부는 인종차별 정책과 관련한 유엔 제재를 존중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모든 공식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회신함.
2. 주미대사는 1985.1.16. 미국 소재 AFCEA(Armed Forces Communications and Electronics Association)가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동 단체 극동지역회의 및 전시회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
990

문의하였다고 보고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동 전시회의 성격이 군사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상치하는 점과
한국 정부(체신부)가 후원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남아공 업체의 참가를 불허한다고 회신함.

3. 외무부 영사국은 1985.6.24. 국내 업계,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으로부터 남아공화국 국민의 입국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었다고 하고, 상용, 관광, 방문인 경우 공관장 재량 입국 허가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외무부 관련부서에 요청함.
 이에 대해, 관련 부서들은 대체로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회신함.

한·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및 항공 협력, 1984-85

| 85-0907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6 / 8 / 1~19(19p)

1. 대한상공회의소는 1984.4.12. 요르단 개최 아랍상의 총회(4.16.)에서 Abu Dawood 젯다 상공회의소
회장과 아랍 사절단의 12월 방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2.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84.5.2. 사우디 국영항공사 Saudia 사장과 대한항공의 리야드 취항 문제를
협의하고 호의적 배려를 요청함.

 5.16. 해외협력위원회 제2협력관과 면담하고, 사우디의 4차 5개년 계획, 한국 건설회사의 영업 방향, 상품
교역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비공식 의견 교환함.

4. 주사우디대사는 1984.5.20. Nasser Al-Assaf 민간항공청장을 면담하고 대한항공의 리야드 취항에 대한
호의적 배려를 요청함.
5. 주사우디대사는 1984.12.10. Nazer 기획성 장관을 예방하고 한국의 경제 현황, 교역, 건설 진출, 인력
진출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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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rhalley 사우디 기획성 서부지역청장이 1984.5.15.~18. 부인 동반 비공식 방한함.

한·튀니지 경제·통상 협력, 1985

| 85-090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5-66 / 9 / 1~111(111p)

1. 주튀니지대사가 면담한 Arfa 튀니지 국제협력담당 국무상은 1985.2.16. 양국 간 합작투자 사업을
추진해 온 국제상사의 도산으로 합작사업 추진 여부가 우려되며, 특히 부르기바 대통령 출생지에
설립될 제강 합작공장 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청함.
 1984.10월 M’
Zali 튀니지 수상 방한 시 국제상사는 제강 공장, 면방직 및 화섬 직물 가공 공장, 강관 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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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합작투자 공장 설립을 튀니지 측과 합의
 제강 공장은 ㈜대우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결여로 1985.5월 합작 건 불참 의사 통보
 면방직 및 화섬 직물 가공공장은 동일방직이 합작 파트너로 내정되어 실사에 임했으나 사업 전망 불투명으로
5월 합작 불참 의사 통보
 강관 합작 사업은 부산파이프가 계약 이행 추진 중

2. A. Hadda 투자청장은 대통령 관심사항인 제강 합작 건 추진을 위해 1985.6.7.~8. 방한하여, 외무부 및
해외협력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대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관심 기업을 방문하고 한국 기업의
full partnership 참여와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3. Hadda 청장의 방한 이후 합작 건의 진전이 없자 1985.7월 중순 M’Zali 수상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련 사업에 대해 재고할 것을 정부 기관에 지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우가 수주한 450만 달러의
객차 수출 건에 대한 수입면장 발급이 지연되기도 함.
4. 외무부는 1985.10.12. 주튀니지대사에게 제강 합작 관련 현대중공업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사팀을 파견할 예정이며, 면방직 합작 건에 대해서는 동일방직이 사업 전망 불투명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통보함.
5. 부산파이프와 튀니지 SIAPE사 간 강관 합작공장 기공식이 1985.11.14. 튀니지에서 거행됨.

한·중국 경제각료회담, 제18차. Taipei,
1985.2.28-3.6

| 85-090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6 / 10 / 1~436(436p)

1. 개최 경위
 1966년 이래 연례적으로 서울과 타이베이에서 교대로 개최됨.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1985.2.21. 양국 간 경제각료회담을 앞두고 대만 측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분석하고 외무부에 대책 강구를 건의함.

2. 회의 개요 및 대표단 구성
 1985.3.1.~3. 타이베이 개최
 김만제 재무부장관(한국 측 수석대표), 권태원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실무수석대표), 임창열 재무부 경제협력
국장 등 경제기획원, 재무부, 외무부, 상공부, 과기처, 농수산부, 전매청 직원
 Chao Yao-Tung 경제부장(대만 측 수석대표)

3. 회의 결과
 공동성명 발표, 통상 진흥 및 경제분과위원회별 합의의사록 채택, 자동차 쿼터에 관한 별도 비망록 서명 등
 자동차 쿼터 연 1,200대 합의(쿼터 소진 후 차기 경제각료회담에서 협의)
 홍삼 관세율 인하에 대해 호의적 고려(35% → 30%)
 엽연초 증량 구매(85년 500톤 구입을 호의적으로 고려)
 양념류 증량 구매, 바나나 수입규제 완화, 견본 등 무세간이 통관을 위한 ATA Carnet 도입 방안 협의
 대일 무역적자 공동 대처
 해운협력 공동위 개최 합의, 과학기술 심포지엄 개최 합의
 금융 보험 등 경제 일반에 대한 인사 및 정보 교환 합의

4. 후속 조치
 주한 대만대사관은 1985.7월 경제각료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알려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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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측 관심사항에 대한 한국 측 반응이 미온적임에 따라, 한국 측 최대 관심사인 승용차 수출 문제를
회의 정식 의제로 삼을 경우 회의가 난항할 것이므로, 정식 의제로 하지 않고 우선 승용차 1,200대
수입을 허가하고 쿼터 소진 후 재론한다는 대만 측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 대만 측은 바나나 수출, 테니스 라켓 수출에 큰 관심 표명

제6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건설장관 회의
개최계획. 1983

| 85-0910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6 / 11 / 1~19(19p)

1. 건설부는 1983.6.10. 1975년 한·사우디 건설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9월 중 연례 건설장관회의 개최
가능성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통해 사우디 정부에 타진함.
2. 이후 수차례 사우디 도로철도성과 건설장관회의 개최 시기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1983년 말까지
사우디 측의 사정으로 합의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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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제12차. Bonn,
1985.12.5-6

| 85-091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6 / 12 / 1~85(85p)

1. 개최 경위
 한·독 경제실무자 회담 개최와 관련, 독일 경제성은 1985.4.10. 주독일대사관에 대해 회담의 1985년 11월 중
순~12월 초 개최를 희망하면서, 한국 측 수석대표 직위 및 민간기업 대표 참가 여부에 관심을 표명함.

- 독일 측은 1984년 수석대표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회의에 실질적 진전을 보았다고 언급
 외무부는 7.24. 독일에서 9.19.~20. 회의 개최를 희망하고 한국 측 수석대표는 외무부 제2차관보가 되며
민간기업 대표는 참여치 않을 것이라고 주독일대사관에 통보함.
 회의 기간에 대해, 독일 측 수석대표(Schomerus 경제성 총국장)의 사정으로 12월에 개최하기로 조정되었으나,
통보함.

2. 회의 개요
 1985.12.5.~6. Bonn에서 개최
 한국 측 대표단 구성

-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안현원 주독일대사관 공사, 김영선 외무부 자원협력과장 등 외무부, 상공부,
과기처, 해외협력위원회, 재무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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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직전 독일 측은 경제성 내부 사정으로 경제성 Schuessler 대외협력국장이 수석대표를 수임할 것이라고

한·바레인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5.4.24-26

| 85-091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5-66 / 13 / 1~406(406p)

1. 개최 경위
 바레인 외무성은 1984.9.13. 주바레인대사 앞 공한을 통해 한·바레인 무역 및 경제기술 협정에 의거, 공동
위원회를 1985년 1/4 분기 중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함.
 양국은 1985.4월 공동위원회를 4.24.~26. 개최하기로 합의함.

- 외무부가 국내 일정을 이유로 하반기로 연기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주바레인대사의 강력한 건의로
당초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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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개요
 기간 및 장소

- 1985.4.24.~26. 외무부 회의실
 대표단

-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 외 10명
- Al Hamer 재무경제성 기획예산 차관보 외 9명

3. 주요 협의내용
 주한 바레인 상주공관 설치에 관해 바레인 측이 호의적 검토 약속
 한국의 채소 분야 전문가 파견 원칙 합의(바레인 측 경비 부담)
 바레인 개발 사업에 한국 업체 참여 확대 및 한국 근로자 송출 시 비자 발급 간소화 노력
 한·바레인 합작은행 설립 문제 협의
 양국 간‘한국 주간’
,‘바레인 주간’
개최 문제 협의

한·볼리비아 혼성위원회, 제1차. La Paz,
1985.7.11-12

| 85-091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66 / 14 / 1~154(154p)

1. 개최 경위
 1985.6.10.~14. 방한한 Jorge Crespo Velasco 볼리비아 외무차관은 8.6. 신정부 출범 이전에 한·볼리비아
혼성위원회를 설립하고 제1차 회의를 La Paz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외무부는 1985.6.24. 남미지역에서의 북한 침투 취약국에 대한 우위 확보 및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해 외무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볼리비아와 혼성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 북한 침투 책동 저지를 위해 우루과이도 함께 방문

 1985.7.11.~12. La Paz 개최
 대표단

-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외 5명
- Crespo Velasco 외무차관 외 16명
 수석대표 일정

- 외상, 상공장관, 기획조정장관 예방

3. 주요 협의내용
 경제기술협력협정 초안 합의 및 가서명
 양국 간 교역 가능 품목 조사 및 교역 확대 방안 협의

- 볼리비아 측은 커피, 목재, 목화, 희토류 금속, 안티모니, 납, 구리, 아연, 주석 등 수출과 한국 기업의
합작투자, 구상 무역, 농기계 및 철도 장비 수입에 대한 금융지원 희망
 볼리비아 수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78만 달러 규모의 지원 용의 확인
 볼리비아 국영 TV 방송 중계소 설치를 위한 기자재 및 설비 시공 협력 검토 약속
 기타 연수생 및 전문가 파견, 이민 진출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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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개요

한·카메룬 혼성위원회, 제1차. 서울, 1985.8.8-13.
전2권. V.1 기본문서

| 85-091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6 / 15 / 1~250(250p)

1. 개최 경위
 주카메룬대사는 1984.5.30. 농촌 전기화, 식수 개발 사업 등 카메룬 정부의 무상원조 요청에 대해 성의 표시
방편으로 양국 간 혼성위원회를 1984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본부 일정상 85년 초 개최를 희망
 주카메룬대사는 1984.6월 카메룬 외무성과 혼성위원회를 85년 1/4분기에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하고 외무부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카메룬 측이 혼성위원회를 Eteki 외상 방한과 동시에 개최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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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결정이 지연됨.
 카메룬 외무성은 1985.5.6. 북한과의 혼성위원회가 5.28.~6.4.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한국과의 혼성위를
7.28.~8.2.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외빈 방한 일정 등을 고려 8월 초 개최를 희망함.

2. 회의 개최 개요
 1985.8.8.~13. 서울 개최
 양측 대표단

-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현희강 외무부 아프리카 국장 외 11명
- Mahamat Sale 외무부장관, Eleih Etian 외무성 아시아 아프리카 국장 외 8명
 카메룬 수석대표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수교훈장 수훈), 외무부장관 예방

3. 주요 협의사항(합의의사록 요지)
 우호협력 관계 강화

- 주한 카메룬 공관 설치 검토, 남북한 접촉 환영, 국제무대 협력 약속
 교역 증진 및 경제기술 협력

- 상호 보완성에 입각한 교역 확대 노력, 한·카 경제통상 일반협정에 입각한 통상증진 합의의정서 체결
원칙 합의
- 카메룬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를 위한 호의적 조치 검토, 카메룬 건설 기술학교 설립을 위한
기술협력 검토
- 카메룬 농촌 전화 및 식수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검토
 문화협정 가서명
 카메룬의 서울 올림픽 참가 및 지지 약속
 양국 간 체육교류 협정 체결 추진

한·카메룬 혼성위원회, 제1차. 서울, 1985.8.8-13.
전2권. V.2 회의자료 및 후속조치

| 85-091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6 / 16 / 1~295(295p)

1. 회의 자료
 제1차 한·카메룬 합동위 회의 자료(외무부 아프리카국)

- 토의 의제, 회의 일정 및 대표단 구성, 의제별 현황과 한국 측 기본입장, 참고 자료 등 수록
 파바살레 카메룬 외무담당상 면담 자료(아프리카국)
 대통령 비서실장 앞 카메룬 외무담당상 예방 건의 공문(외무부 중남아프리카과)

- 대통령 예방 자료 첨부

2. 후속 조치
 1985.8월 외무부는 제1차 한·카메룬 합동위 합의의사록 요지를 외무부 부내 관련 부서 및 관계 부처에 송부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청함.
 1985.9.2. 주카메룬대사는 카메룬 외무성이 송부한 양국 간 협력사업에 관한 세부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하고
검토를 요청함.

- 부녀아동 보건소, 지진아 보호시설 설립, 식품검사 연구소, 건축 연구소, 체육협력 협정 등에 관한 자료
 국내 관련 부처들은 외무부의 요청으로 카메룬 측의 제안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구체성 결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 결론을 내리지 못함.

- 부녀아동 보호 사업, 지진아 보호 사업 등은 규모 및 기능의 적정 여부 판단 곤란
- 식품 검사 연구소는 장비, 건물, 차량 등 소요 경비 판단 불가능
- 건축 연구소는 수주 전망 불투명, 언어장벽 등으로 지원 곤란
- 체육교류 협정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등 문제 조항 수정 등 체결 교섭 진행
- 기술협력 관련 건설 분야 전문가 1명 파견 검토
- 농업협력 관련 농기계 부문 연수생 1명 초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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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카메룬 합동위 참고 자료(국장용)(아프리카국)
 제1차 한·카메룬 합동위 의제별 Talking Paper(아프리카국)

한·중앙아프리카 합동위원회, 제1차. Bangui,
1985.11.12-14

| 8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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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경위
 중앙아프리카 Nga Gnii-Voue to 외상은 1985.1.5. 및 4.25. 주중앙아프리카대사에게 6월 Bangui에서 합동위
원회 개최를 제의함.

- 주중앙아대사는 외무부에 대해 6월 중 개최가 외무부장관 일정상 불가능하면 11~12월 또는 86년
초 개최가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외무부는 7.12. 합동위 개최 시기는 85년 11월 또는 12월 초, 수석대표는 차관보급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1000

중앙아 측은 11.19.~21. Bangui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외무부는 여타 국가와의 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11.12.~14.을 회의 기간으로, 현희강 외무부 아프리카
국장을 수석대표로 수정 제의하였으며, 중앙아 측이 이에 동의함.

2. 회의 개요
 1985.11.12.~14. 중앙아프리카 Bangui 개최
 양측 대표단

- 현희강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이정수 주중앙아대사 외 3명
- Le Bernard Sissa 외무성 순회대사, Pehoua 주한대사(동경 상주) 외 18명
 한국 측 수석대표 일정

- 대통령, 외상, 과기상, 광업상 등 예방
- 국영 다이아몬드 회사, 빔보 병원 등 방문

3. 주요 협의내용(합의의사록 요지)
 빔보 병원 증축 및 의료장비 추가 지원에 대한 한국 측의 호의적 검토
 민간 기업 간 다이아몬드 합작사업 추진 환영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검토 합의
 문화교류 증진 희망
 중앙아 측은 체육 전문가 양성 지원 요청
 중앙아 측은 문화협정 체결 희망 및 교육장비 지원 요청
 중앙아 식량자급 계획 관련 농업연구 부문 협력 요청
 Bangui 공항 확장 공사에 한국 기업 참여 독려 약속
 중앙아 측은 교역 증진을 위해 한국 상품 판매점 개업 및 무역진흥공사 설립 지원 요청
 한국인의 중앙아 입국 편의를 위해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약속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85.9.2-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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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경위
 이라크 무역부는 1985.2.11. 주바그다드총영사에게 양국 간 경협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동위원회 이라크측
수석대표를 교통체신장관에서 무역장관으로 바꾸기로 하였다고 하고 제2차 공동위의 시기, 장소 등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함.
 한국 측은 5월 수석대표 교체에 동의하고 공동위를 9월 첫 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함.

2. 회의 개요
 1985.9.2.~9.4. 서울에서 개최
 양측 대표단

- 금진호 상공부장관,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등 12명
- Hassan Ali 무역부장관, Al-Oraibi 주택건설부차관 등 10명
 이라크 수석대표 주요 일정

- 국무총리, 부총리, 외무부장관, 건설부장관 예방
- 양국 간 문화협정 서명(외무부장관 예방 시)
 주요 인사 예방 시 협의 내용

- 국무총리 및 부총리 예방 시 국무총리 앞 이라크 제1부수상 친서 전달(경협, 과학기술협력 세부 협정
체결 제의), 이라크 원유 도입과 원유 및 방산품 도입 관련 협력협정 체결 희망 표시

3. 주요 합의내용
 이라크 측의 원유 도입 요망(15만 b/d)에 대해, 한국 측이 원칙적 도입 용의 표명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업체 수주 건설공사에 2억 달러 한도 내 금융 지원
 자본재 공급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지침에 의거 금융 제공
 소비재 공급을 위해 한국 업체 책임하에 연불 수출 호의적 고려
 1986년 중 50명 이상의 이라크인 기술훈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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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위 개최 준비를 위한 양측 간 협의과정에서 이라크 측은 한국 측의 대이라크 경협 제공, 수출
신용, 이라크산 원유 도입 등에 큰 관심을 표시함.
- 회의 개최에 임박하여 이라크 측은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고 한국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였으나, 이라크 측은 회의 성과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위해 협정 체결을 강력 주장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85.9.2-5.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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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이라크 공동위 준비를 위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2차 한·이라크 공동위 의제 포함 사항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1985.6월 외무부 중동국)
2. 제2차 한·이라크 공동위 자료
 건설부(양국 간 건설협력 현황), 해외협력위원회(통상, 건설, 기술협력 관련 한국 측 관심사항), 동력자원부
1002

(이라크산 원유 도입), 상공부(교역 현황, 한국상품 구매확대, 무역관 설치 등), 재무부(수출금융) 등

3. 사전 대책회의 자료(1985.7월 외무부)
4. 의제 및 현안 사항 관련 참고자료
 상공부, 건설부, 노동부, 외무부(경제·금융 협력안)

5. 제2차 한·이라크 공동위 대책회의 자료(1985.8.26. 외무부)
6. 관계부처 장관회의 요지(1985.8.28. 외무부)
 원유 도입 관련 대응 방안, 정유 업자에 대한 건설협회 보전 방안, 금융지원 문제 등 협의

7. 제2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회식 및 폐회식 시나리오(외무부 중동국)
8. Ali 이라크 무역성장관 면담자료(외무부 중동국)
9. 제2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자료(책자)(외무부)

한·이탈리아 합동위원회, 제2차. Rome,
1985.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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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경위
 이탈리아 외무성은 1984.9.13. 제1차 한·이탈리아 합동위원회 합의의사록에 따라 제2차 회의를 11월 로마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외무부는 업무 일정상 1985년 3월 이후에 개최할 것을 희망함.
 이후 양국 간 1985.6월 개최 방안, 10월 이탈리아 외무차관 중국 방문 귀로에 방한 협의(합동위원회 대체) 등이
논의되었으나, 한국 측이 외무부 제2차관보의 프랑스, 독일과의 회담 등 유럽 방문 계기에 12월 초 로마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1985.8.14. 이탈리아 측이 수락하여 회의 기간이 최종 합의됨.

 1985.12.9.~11. 로마에서 개최
 양측 대표단

-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김기조 주이탈리아 공사, 김경우 주영대사관 재무관 등 12명
- Bruno Corti 외무차관, Pennarola 외무성 아시아국장 등 23명

3. 주요 협의내용
 New Round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
 양국 간 교역량 증가 필요성 공감(민간기업 간 교역 지원)

- 상호 시장점유율 1% 달성 노력
- 양국 무역진흥 기관 간 교류 증진 합의
- 이탈리아산 대리석 및 타이어 수입제한 완화 문제 협의
 이탈리아의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문제 협의
 이탈리아 측의 한국 중소기업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검토 약속
 이탈리아 정부사업 및 민간기업 해외사업에 한국 기능공 및 기술자 참여 지원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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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리비아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5.7.30-8.2.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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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경위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는 1984.10.30. 외무부에 대해 1981.8월 리비아 경협사절단 방한 시 원칙 합의된 공동
위원회 설립 및 경제, 과학, 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코자 한다고 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85.6월 이후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양국은 1985.6월초 리비아 외상의 방한 기회에 7월 말 서울에서 공동위를 개최하며, 리비아 외상이 수석대표가
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7월 초까지 리비아 측은 4개 협정(무역, 경제기술협력, 항공, 문화) 체결
1004

희망 외에는 회의 준비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
 주리비아대사는 7.20. 리비아 외무성 협력국장과 리비아 외상 방한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양국 간 협정은 준비
시간 부족으로 가서명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함.

2. 회의 개요
 1985.7.30.~8.2. 서울에서 개최

- 당초 8.1. 폐회 예정이었으나 원유도입 증량 관련 합의의사록 문안에 대한 이견으로 연장
 양측 대표단

- 이원경 외무부장관, 김성배 건설부장관, 김영섭 주리비아대사 등 16명
- Al-Trieki 외상, Shukri 건설상, Mangoush 인공대수로 공사위원장 등 12명
 리비아 수석대표 일정

- 국무총리, 동자부장관, 건설부장관 예방
- 8.3.~5. 비공식 방한

3. 주요 협의내용
 무역, 경제과학기술협력, 문화 협정 등 3개 협정 가서명
 교역증대 관심품목 목록 교환
 원유 도입 증량은 당사자들 간 상업적 조건에 대한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
 양국 및 제3국 합작투자 추진 합의
 연불수출 가능성 검토
 리비아 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 합의
 한국 의료요원 리비아 파견 합의
 건설, 문화, 체육 분야의 리비아 연수생 훈련 합의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5.7.30-8.2. 전2권. V.2 원유수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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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리비아 간 협상 경위
 1985.8.1. 공동위 회의 시 리비아 측은 한국 측이 리비아산 원유 도입 물량을 증량하는 데 우선 합의하고 구매
조건은 추후 당사자 간 합의할 것을 주장함.
 8.2. Shukri 리비아 건설상과 최동규 동자부장관 및 김성배 건설부장관은 막후 교섭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함.

 8.2. Treiki 리비아 외상은 이원경 외무부장관과의 막후 절충에서 잠정합의안이
‘한국 정유사의 수락조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함.

- 리비아 외상은 원유 증량 수입에 관한 원칙에 합의가 없으면 한국의 신규 수주 및 공사대금 지불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표명

2. 한국 측 대책 수립 및 최종 합의
 정부는 1985.8.3. 국무총리 주재 조찬 협의를 갖고, 가급적 협상 결렬을 막는다는 원칙하에 리비아 측과 다음과
같이 교섭하기로 합의함.

- 구입 가격은 현 구입가격이 아닌 국제원유가(현물시장)로 한다는 상업적 조건을 준수함.
- 한국 측 구매 당사자는 국내 정유사임.
- 구매 협상 시기는 연말 정도로 융통성을 두고 정함.
 양국 외상은 8.3. 막후 절충을 통해,‘양 당사자’
의 정의는 한국의 경우 국내 정유사, 리비아의 경우 브레가
사이며, 협상 개시 시기는 융통성 있게 결정하기로 구두 양해하고, 8.2.일자 양측 간 잠정합의안대로 최종
합의함.

3. 회의 준비 자료
 관계부처 회의 자료

- 보건사회부, 법무부, 동력자원부, 상공부, 농수산부, 전매청, 노동부
 제1차 한·리비아 공동위 회의 자료(외무부 중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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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은 협상을 통한 국내 정유사용(for the refineries in Korea) 수입 물량 증대에 동의
- 양 당사자(respective parties)에게 수락할 만한 일반적, 상업적 조건에 관한 협상을 9월 말 이전 개시
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고

제1차 한·몰디브 합동위원회 개최계획,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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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스리랑카대사는 1985.7.31. 겸임국 몰디브 정부가 10월 몰디브 상공장관 방한 시 제1차 합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보고함.
2. 몰디브 외무성은 1985.8.18. 주스리랑카대사에게 합동위 개최 문제를 포함한 상공장관 방한 준비
관련 공한을 송부함.
 Zaki 외무차관이 합동위 수석대표
1006

3. 외무부는 1985.8.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동위원회를 86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몰디브 측에 통보하도록
주스리랑카대사에게 지시함.
 합동위원회에서 토의할 경제기술 관련 현안이 없으며 양국 간 통상장관회담에서 현안 문제 협의 가능함.
 몰디브 측에 이미 공약한 원조 외 추가 원조 요청에 응하기 어려움.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5.7.23-26.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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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교섭
 나이지리아 외무성은 1984.12.19. 85년도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한국 측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1985.1.8. 외무부는 5월 중순~6월 말경 개최하며 한국 측 수석대표는 외무부 제2차관보로 하는 계획을
회신함.
 나이지리아 외무성은 4월 수석대표를 자국 관례 및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장관급으로 할 것과 회의
개최 시기를 7.23.~26.로 제의함.
 나이지리아 국가기획성 장관은 6.25. 동인의 일정상 공동위원회에 국가기획성 차관이 대신 수석대표로 참가할

- 동 장관은 또한 나이지리아 총참모장이 9월 중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동인이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외무부는 7.9. 총참모장의 방북이 계획된 시점에서 합동위를 개최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합동위를 방북
이후인 10월로 연기할 것을 주재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지시함.

- 주나이지리아대사는 양국 간 관계를 감안하여 합동위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건의함.

2. 회의 개요
 1985.7.23.~26. 서울에서 개최
 양측 대표단

-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현희강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양동칠 외무부 서부아프리카과장 등 13명
- Alhaji 국가기획성 차관, Onafeko 국가기획성 차관보, Tap 주일대사대리 등 10명
 나이지리아 대표단 주요 일정

- 항공협정 가서명
- 울산 공단, 대우 철도차량 공장, 삼성전자 시찰
- 경주 관광

3. 주요 합의사항(합의의사록 요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 지지
 무역협정 조기 타결 노력
 농수산 분야 기술자 초청 훈련 합의, 민간 업체 합작투자 참여 촉구
 한국 업체에 대한 수입면장 발급 신속화 및 과실 송금 한도 철폐 촉구
 양국 간 문화, 체육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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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라고 하고, 농업, 제철, 석유화학 산업이 관심 분야라고 언급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5.7.23-26.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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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준비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나이지리아 합동위 자료(외무부 경제국)
2. 제1차 한·나 합동경제위원회 회의자료(주나이지리아대사관)
1008

3. 관계 부처 회의자료
 재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동력자원부, 해외협력위원회

4. 한·나 합동위 나이지리아 측 수석대표 면담자료(외무부 아프리카국)
5. 나이지리아 내 창업 절차(영문)(나이지리아 투자정보진흥센터)
6.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개회사(영문)
7. 한·나 항공협정문(영문)

한·카타르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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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경위
 Al-Ansari 주한 카타르대사(동경 상주)는 1984.11.12. 민수홍 외무부 중동국장을 면담하고, 제1차 공동위원회를
1985.3월경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주일 카타르대사관은 11.22. 주일대사관에 Al-Aali 수전력성 전력수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통보하고 한국 측 대표단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 문의하는 공한을 송부함.
 주카타르대사는 12.9. 카타르 측 수석대표가 Al-Salat 석유재무성 석유국장으로 교체되었으며, 합동위 관련
주재국 관심사항은 천연가스 개발 참여 문제, 카타르 원유 수출 장기 계약, 대카타르 합작투자, 기술훈련 등

라고 카타르 측에 통보함.
 2.18. Salatt 카타르 측 공동위 수석대표는 주카타르대사 앞 공한을 통해,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분야 협력
문제와 액화 천연가스 한국 판매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라고 언급함.

2. 회의 개요
 1985.5.7.~9. 서울에서 개최
 양측 대표단

- 민수홍 외무부 중동국장, 조성찬 외무부 중동국 심의관, 권찬 외무부 근동과장 등 10명
- Salatt 석유재무성 석유국장, Al-Swaidi 외무성 서기관, Al-Dagani 석유재무상 고문 등 7명
 카타르 수석대표 일정

- 삼성전자, 대우실업 방문, 올림픽 시설 등 시찰, 국립박물관 관람

3. 회의 결과(주요 협의사항)
 합의의사록 채택
 주한 카타르 상주공관 설치 호의적 검토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합의
 카타르 LNG 개발 참여
 합작 정유공장 설립 검토
 농수산 분야 전문가 교환 등 협력 강화
 체육교류 의정서 체결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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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고함.
 외무부는 1985.2.5. 공동위를 5.7.~9. 서울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며, 외무부 중동국장이 수석대표가 될 것이

한·스리랑카 합동위원회 설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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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아주국은 1984.5월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스리랑카 정부가 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간 합동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관련 부서에 문의함.
2. 이에 대해 외무부 경제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동위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스리랑카 시장의 협소성, 보유자원 빈약 등으로 인해 합동위 설치를 통한 통상증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양국 간 농촌개발, 건설 및 잠업 분야 기술협력이 긴밀화되고 있으나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1010

현실임.
 양국 간 기존 경제관계 협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필요시 분야별 수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수리남 합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5.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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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경위
 수리남 외무차관은 1982.7.8. 주수리남대사에게 한·수리남 경제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양국 간 합동위원회를
1982년 내에 개최하기를 희망함.

- 주수리남대사는 9월경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대사 건의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수리남 측 사정으로 연기됨.
 수리남 외무차관은 1983.7.26. 수리남에서 10월경 합동위를 개최할 것을 희망하였고, 외무부는 12월 서울

중 공동위 개최 시기에 관해 수차례 수정 제의를 하였으나 합의되지 못함.
 주수리남 외무차관은 1985.1.22. 합동위를 4~5월 수리남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외무부는 6월 말
Udenhout 수상 겸 외상의 서울 방문 시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수리남 측이 3.25. 수리남 개최 제의를 철회함에 따라 5월 중순 서울 개최가 합의됨.

2. 회의 개요
 1985.5.14.~16. 서울에서 개최
 양측 대표단

-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 등 8명
- Defares 상무성 무역담당 대사 등 4명

3. 주요 협의내용
 합의의사록 서명
 수리남의 알루미늄 등 자국 생산물 수입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국제경쟁을 통해 수입할 용의 표명
 수리남의 한국산 자본재 및 운송 수단 구매를 위한 35백만 달러의 차관 요청에 대해, 수출입은행 지침에
따른 연불수출 제공 검토 약속
 한국의 수리남 진출 수산 업체에 대한 통계 수수료 인하 요청에 대해, 수리남 측 협조 약속
 수리남 미곡 생산, 요업 분야 기술협력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기술연수생 초청 훈련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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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를 제의하였으나, 수리남 측의 사정으로 개최 시기 결정이 지연됨.
 외무부는 수리남의 대북한 수교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수리남 측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방침하에 84년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4차. Washington, D.C.,
19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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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경위
 외무부는 1985.1월 제4차 한·미국 경제협의회를 7월 초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미측에 타진하였으며,
미측은 7.11.~12. 개최를 제의함.

- 주한 미국대사관은 4.30. 회의 시기를 7.1.~2.로 수정 제의
 회의 준비과정에서 외무부는 내부적으로 과거 한국 측 수석대표를 외무부장관 또는 차관이 수임하였으나,
제4차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자유화 등 시장개방 계획이 중점 협의될 것이므로 동 회의에 한하여 해외협력
1012

위원회 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함.

2. 회의 개요
 1985.7.1.~2.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양측 대표단

- 김기환 해협위 기획단장,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보,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김동호 문공부 기획관리실장
등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동자부, 교통부, 과기처, 해협위 직원 회의대표
14명, 참관인 8명, 실무자 9명
- Wallis 국무부 차관, Kay 농무부 부차관, Cooper 상무부 차관보 등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농무부,
USTR 직원 등 14명
 과학기술 실무회의, 무역 실무회의, 지적 재산권 회의, 저작권 회의 별도 개최

3. 주요 협의내용
 다자간 섬유협정(MFA) 연장 문제, New Round에 대한 한국 참여, 개도국 외채문제 등 다자간 문제 협의
 미측은 한국의 시장개방 계획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연장 시 상호주의 적용, 301조
보복조치 등 강경 입장 표명
 미국의 보호무역 성향에 대한 한국 측 지적에 대해 미측은 의회 압력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 견지
 미측은 화재보험, 생명보험 자유화 요구
 미측은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 조속 도입 촉구

- 물질특허, 상표권, 외국인 저작권, 저작권 국제협약 가입,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문제 등
 한국 측은 미국의 알래스카 원유 수출 허용 희망
 양국은 한미 과기재단 설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 합의
 1984년 수준 어획쿼터 배정에 대한 미측의 호의적 검토 약속
 1985년 중 항공회담 개최 합의
 한국의 중국 진출 및 IDB 가입을 위한 미측의 측면 지원 약속

한·자이르 합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85.9.11-13.
전3권. V.1 사전교섭

| 85-092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68 / 3 / 1~216(216p)

1. 사전 교섭
 외무부는 1985.2.21.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건의에 따라 신임 외상 Mokolo wa Mpombo를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외상은 9월에 방한하여 제2차 한·콩고민주공화국 합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희망함.
 국내 외빈 접수 일정 및 콩고민주공화국 외상의 국외 회의 참가 일정 등으로 인해 양국 간 조정을 거쳐,
8.14. Mokolo 외상 측은 9.10.~14. 방한하기로 확정함.

- Mibindo 전력회사 사장 등 수행
있으며, 벼 농사 분야 협력, 수력 발전소 건설 등에 특히 관심이 크다고 보고함.

2. 영접 계획
 외무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아프리카 정치 및 경제 대국이며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점과, Mokolo 외상이 친한 인사임을 고려하여, 영접계획 준비를 외무부 의전실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함.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 만찬, 국무총리 주최 오찬, 국립묘지 헌화, 산업시찰
시 헬기 사용 등 외상 공식 방한 일정을 준비
 양국 간 합동위원회 한국 측 수석대표는 외무부장관이 수임함.

3. 방한 일정
 1985.9.10.~14. 방한

- 9.11.~13. 합동위원회 개최
 수행원

- 외무성 아시아과장, 외무성 의전 직원, 국영 전력회사 사장, 주한 대사관 참사관 등 4명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 합동위원회 개최
- 경제인 면담
- 국립묘지 헌화, 서울 종합운동장, 한국중공업, 대우 옥포조선소 등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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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8.30. Mokolo 외상이 단순한 방한보다는 합동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관심이

한·자이르 합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85.9.11-13.
전3권. V.2 활동결과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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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8 / 4 / 1~186(186p)

1. 외상 방한 결과
 대통령 예방

-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통령 친서 전달
- 국방 관련 협력 희망, 경제통상 협력 강화 희망, 국제무대 협력 용의 표명
 국무총리 예방

- 켕고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수상 방한 희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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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장관 예방

- 남북대화 지지, 비동맹 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입장 설명
- 경비정 구입 등 국방강화 지원 희망

2. 합동위원회 결과(합의의사록 요지)
 경제무역 정보 교환 강화 및 양국 간 직접 교역 증진 희망
 농촌 개발 및 벼 농장 설립 지원 문제 검토
 해운 협정 및 투자보증 협정 체결 협의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 합의, 기타 여권 계속 협의
 과학기술협력 특별의정서 체결 검토
 소규모 수력발전소 설치 등 전력 부문 사업 협력 방안 검토

3. 후속 조치
 과학기술협력 특별합의의정서 및 콩고민주공화국 국영전력회사와 삼정 슈나이더 간 기본 계약안 검토
 합동위원회 합의의정서 후속 조치에 대한 관련 부처 입장

- 농촌 개발 관련 조사 인력 파견 가능(농수산부)
- 사증면제협정 관련, 관용여권 우선 실시 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노력(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 해운협정, 투자보증 협정 관련, 콩고민주공화국 측 무반응으로 진전 없음(외무부 경제국)
- 과학기술 특별의정서 관련, 86년 내 한국 측 안 확정 제시 예정(외무부 경제국)

한·자이르 합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85.9.11-13.
전3권. V.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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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8 / 5 / 1~188(188p)

1. 합동위원회 의제안 관련 관련부처 입장
 노동부, 해외협력위원회, 대한무역진흥공사, 상공부, 재무부, 과학기술처, 동력자원부 등

2. 합동위원회 회의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외무부 정보문화국, 외무부 경제국, 삼정슈나이더엔진주식회사
 제2차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합동위 의제별 Talking Paper(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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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한·콩고민주공화국 합동위 회의자료(외무부 아프리카국)
 콩고민주공화국 외상 면담자료(아프리카국)

한·방글라데시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
회의, 제1차. 서울, [1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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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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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68 / 6 / 1~33(33p)

1.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동경 상주)은 1980.6.19.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양국 상공회의소 간 합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함.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동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0.10. 주방글라데시대사에게 방글라데시 정부와 합동위원회
설치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달할 것을 지시함.

2. 주한 방글라데시대사(동경 상주)는 1981.5.12. 상공부차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상공회의소 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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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립 및 자국 공업성 장관의 방한 초청을 제의함.
3. 주방글라데시대사는 1985.2.25. 한·방글라데시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문제는 협의 중인 양국 간
무역회담 결과를 본 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외무부는 1985.4.19. 한·방글라데시 민간 경협위를 무역회담과 동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대한
상공회의소의 서한을 주재국 상공회의소 연합회장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함.
 방글라데시 측은 이에 동의함.

5. 외무부는 1985.6.4. 한·방 민간 경협위의 9월 서울 개최를 제의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서한을
방글라데시 측에 전달할 것을 주방글라데시대사에게 지시함.

한·벨기에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제11차. 서울,
1985.4.18

| 85-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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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68 / 7 / 1~84(84p)

1. Lejour 한·벨기에 민간경협위 위원장은 1985.3.27. 주벨기에대사에게 4월 개최될 민간 경협위에서
벨기에 측 관심사는 양국 경협관계 증진 및 제3국 공동진출 문제라고 언급함.
 특히 중동 지역, 르완다, 부룬디, 알제리 등지에서의 협력과 LNG 가스 터미널, 전화교환기, 소형 발전기 등
관련 협력에 관해 중점토의 희망

2. 제11회 한·벨기에 경협위 합동회의 보고서(책자, 1985.4.18. 전국경제인 연합회)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금진호 상공부장관, 정주영 전경련 회장, 강진구 위원장 외 60명
- Gol 부수상, Lejour 위원장 외 25명
 주요 협의사항

- 가스 설비 및 발전 설비 분야에서의 협력
- 구상무역을 통한 교역확대
- 한국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합작 투자
- 한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
- 벨기에 해외개발공사 및 건설 기자재 소개
- 엔지니어링 분야 협력 방안
- 석유·화학 분야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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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4.18. 서울에서 개최
 양측 대표단

한·브라질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활성화 노력,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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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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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과

MF번호

2015-68 / 8 / 1~126(126p)

1.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정주영)는 1984.12.6. 한·브라질 민간 경협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전경련 간부 브라질 방문

- 1984.11.5. 노인환 전경련 부회장 브라질 경제인연합회 방문
- 경협위 활성화를 위한 합의의정서 교환
 브라질 경제인연합회 회장단 방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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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6월중

2.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85.11.29. 브라질 경제인연합회 회장단 방한 결과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1985.9.1.~5. 방한
 Franco 경제인연합회 회장(상원의원), Vellinho 경제인연합회 대외무역위원장 등 4명
 주요 활동

- 전경련 회장단 예방
- 브라질 경제 현황 특별강연회, 양국 간 경협 증진 간담회 등 개최
- 산업 시찰

한·카나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4차. Vancouver, 1985.10.2-4

| 85-093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68 / 9 / 1~143(143p)

1. 제4차 한·캐나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1985.8.1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무부에 대해 주캐나다대사관의 협조 및 대사의 회의 참석을 요망함.
 이와 관련, 주캐나다대사는 캐나다 측 회의 준비사항을 보고하면서, 양국 간 협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분과별 위원장과 회의 대표로 선발해 줄 것을 건의함.

2. 주밴쿠버총영사는 1985.10.11. 제4차 합동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구평회 위원장, 노재원 주캐나다대사 등 37명
- Howe 위원장, Kelleher 국제교역장관 등 76명
 주요 협의내용

-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
- 농산물 수입 확대 등 한국의 시장개방 문제
- 한국산 자동차 수입 제한, 반덤핑 남용 등 보호조치, 수입제한 조치 완화 문제
- 항공, 수산협력 강화
- 캐나다의 대한 투자 확대
- 자원 협력 방안 등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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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0.2.~4. 밴쿠버에서 개최
 양측 대표단

한·파키스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Karachi, 1985.12.24

| 85-093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8 / 10 / 1~263(263p)

1. 1984.12.30. 주카라치총영사의 Paracha 한·파 민간 경협위 위원장 면담 시, 동인은 1985.7월경 카라치
에서 제3차 회의 개최를 희망함.
2. 주카라치총영사는 1985.12.24. 제3차 한·파키스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결과에 관한 영문
자료(파키스탄 측 작성)를 외무부에 송부함.
 회의 일정
1020

- 1985.12.22.~25.
 양측 대표단

- 박승일 위원장(두산 사장), 최종완 효성중공업 회장 등 17명
- Qureshi 위원장(Emsed 엔지니어링 사장), Zubairi CKD 제약 사장 등 31명
 주요 인사 연설문
 공동 선언(요지)

- 양국 관심품목에 대한 교역 확대
- 양국 간 기술협력 및 합작투자 확대
- 중소기업 간 협력
- 양국 간 투자보장 협정의 조속한 체결
- 투자 진흥 심포지엄 개최
- 한국 기업의 파키스탄 6차 5개년 개발계획 참여 권장 등

한·페루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1981-85

| 85-0937 |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남미과

MF번호

2015-68 / 11 / 1~74(74p)

1.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각각 검토하고 있는 페루와의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문제에
관하여, 1981.1월 외무부는 국내 추진 주체를 단일화하여 경제협력위원회 설립을 촉진할 목적으로,
경제인 단체 현황 등 페루 측 사정에 대해 조사 보고할 것을 주페루대사에게 지시함.
 주페루대사는 페루 상업회의소가 외국과의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국내 추진
기관을 단일화해 줄 것을 건의함.

2. 상공부에서 1982.3.30. 개최된 제1차 민간경제협력 협의회에서 무역협회가 한·페루 민간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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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상공부는 주페루대사에게 위원회 설치 필요성 및 페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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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part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주페루대사는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며, Lima 상업회의소가 한국과의 경협위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보고하고
한국 측 추진기관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4.13. 주페루대사에게 무역협회가 전담토록 결정되었다고 통보함.

3. 무역협회는 1983.6.7. 외무부에 대해 Lima 상업회의소에 민간경협위 설립 의사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4. 대한상공회의소는 1985.6.22. 외무부에 대해, 6.13. 방한한 Soreto 페루 공업관광성 장관이 한·페루
민간경협위 설립에 관한 협조를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Soreto 장관이 추천하는 단체와 민간경협위
설립에 관한 협력의정서 체결을 희망한다며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5. 남미 경제사절단(단장: 이봉서 동자부장관)의 일행으로 페루를 방문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1985.9.6. Lima 상업회의소와 민간경협위 설립 의정서에 서명함.

한·태국 관민 합동 간담회. Bangkok, 1985.8.3-4

| 85-093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68 / 12 / 1~72(72p)

1. 주태국대사는 1985.5월 한·태국 관민 합동 간담회 개최를 건의함.
 목적: 태국의 경기 후퇴, 평가 절하 등에 따른 대태국 교역 부진의 타개와 경제협력 강화 방안 모색
 시기: 1985.8월
 참석자: 태국 정부 및 관계기관 고위인사, 한국 경제부처 인사, 현지 상사 직원 등

2. 이와 관련, 주태국대사는 외무부에 태국 정부의 관련 부처 차관급 인사들과 접촉하여 간담회 참여를
1022

약속 받았다고 하고 한국에서도 관련 부처 고위급 관리 파견을 건의함.
 외무부 및 관련 부처들은 간담회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1985.9월 양국 상공장관 회담 개최 예정 및
각 부처 사정으로 고위 관리 파견은 어렵다는 반응이었으며, 경제단체 및 업계도 본부에서 고위급 파견은 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

3. 주태국대사가 보고한 관민 합동 간담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985.8.3.~4. 태국 파타야 개최
 참석자

- 한국 측: 주태국대사 및 대사관 직원, 외무부 경제국장, 태국 주재 상사 대표 등 60명
- 태국 측: 상무성 부장관, 주한 대사, 투자청 부청장 등 정부 및 기관 대표 33명
 주요 논의사항

- 한국 상사원 법적 지위, 태국의 인정과세 제도 완화, 한국 기업의 태국 국제입찰 참여 지원
- 한국 기업의 태국 진출 방안(합작투자), 기술협력
 친선 골프 및 낚시 대회 개최

한·터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1982-85

| 85-0939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68 / 13 / 1~104(104p)

1. 주한 터키대사는 1982.6.24.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9~10월 터키 경제사절단 방한 계기에
제1차 한·터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주터키대사는 7.1. 터키 상공연합회 측에 의하면 서울 국제박람회 개최기간(1982.9.24.~10.18.) 중 민간경협위
위원을 일부 포함하는 경제사절단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2. 효성물산은 1982.12.6. 외무부에 대해 동사가 총 105억 달러 규모의 터키 발전용 댐 공사의 발전설
비 부문을 수주한 스위스 회사의 하청 공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 1.5~2억 달러의 하청

3. 외무부는 1984.2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요청을 받고, 터키 등 관련국 주재 대사들에 대해 주재국과의
민간경제협력위원회 개최를 위한 협조를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주터키대사는 2.22. 터키 상공
연합회 사무총장을 방문하고 한국의 경제사절단 방문 및 민간경협위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함.
4. 한국 측 민간경제사절단은 1984.7.5.~8. 터키를 방문하고 제1차 한·터 민간경협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함.
 박건배 해태제과 회장(한국 측 위원장), 정수창 대한상의 회장(고문) 등 13명 참석
 Yazar 터키 상공연합회 회장 등 60명 참석

- 양국 간 경제관계 현황을 검토하고 통상진흥 및 경제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서에 서명
 한국 측 대표단은 터키 부수상, 재정 및 대외무역부 차관을 예방하고, 기업인 개별 상담, 산업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5. 터키 상공연합회는 1985.3.13. 주터키대사에게 3.30.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민간경협위에 15명의
기업인이 참가할 것이라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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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불보증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함.

미국·한 협회, 1985

| 85-094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북미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5-69 / 1 / 1~385(385p)

1. 미·한 협회(U.S.·Korea Society)는 1985.1.17. 유병현 주미대사 초청 오찬 연설회를 개최하였는바,
유 대사의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국은 경쟁자가 아닌 신뢰할 만한 동반자이며, 한국 경제 체질상 한·미 양국은 상호 보완적이며 미국의
협력이 필요함.
 미국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과 같이 한국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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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경제협의회(KUSEC)는 1985.2월 미·한 협회(USKOS)와의 연례 경제인 합동회의를 4.2. 뉴욕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함.
 이와 관련, 주미대사는 홍보를 위한 전문 홍보용역회사 활용, 한국 측 기조연설자로 부총리,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해외협력위 기획단장 중 1인 참석, 민속무용단 공연, 한국 경제정책 설명이 가능한 패널리스트
참가 등을 건의함.

3.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3.18. 미·한 협회 합동회의에 참석하는 김기환 해협위 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관계부처 대표단이 미국 USTR 대표, 상무장관, 국무장관 면담과 미 행정부 실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 방미에 앞서 양국 간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갖고자 한다며 정부대표 임명 등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미측의 사전협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협의를 갖는 것은 미측의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표단 규모 축소를 요청함.
 이에 대해, 해외협력위원회는 기획단장 및 관계부처 국장급 직원들이 합동회의 참석 후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관계부처 실무자들과 정상회담에 대비한 사전협의를 가지고자 한다며 공직자 해외여행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4. 미·한 협회/한·미 경제협의회 합동회의 결과
 1985.4.1. 뉴욕 개최
 남덕우 한·미 경제협의회 회장, 유병현 주미대사, 김기환 기획단장, 박용학 대농회장 등 참석
 Procknow 미·한 협회 회장, Katz 전 주OECD 대사, Gleysteen 전 주한대사, Guarini 하원의원, Green 하원의원
및 다수 기업인 참석
 양국 간 교역 관계 및 투자, 기술이전, 합작투자 등 협의

5. 합동회의 대표단 워싱턴 방문
 남덕우 회장, 김기환 해협위 기획단장, 관계부처 국장급 직원 등은 1985.4.2.~3. 워싱턴을 방문, 미국 상무장관,
USTR 부대표 등과 면담함.

- 미측은 일본과의 무역마찰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

6. Procknow 미·한 협회장이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총회 참석차 1985.4.27.~5.4. 방한하였으며,
외무부는 동인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 예방을 청와대에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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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1983-85

| 85-0941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69 / 2 / 1~56(56p)

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83.6.25. Abu Dawood 젯다 상공회의소 회장 겸 사우디 상의 연합회
회장이 12월 이후 서울 또는 사우디에서 제1차 한·아랍 상공회의소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보고함.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동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사우디대사에게 Dajani 아랍 상의 연합회 사무총장과
접촉하여 1980.5월 대한상의와 사우디 상의 간에 합의된 설립 의정서에 따라 제1차 한·아랍 경제협력위원
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함.
1026

- 설립 의정서는 한·사우디 경협위원회를 한·아랍 경협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으로 규정

2. 이후 양측 간 일정 조정 문제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1984.12월 Abu Dawood 회장은 아랍
대표단의 방한이 1985.3월로 예상된다고 주사우디대사에게 언급함.
3. 아랍 상의 사절단은 1985.3.31.~4.3. 방한하였으며, 4.1. 제1차 한·아랍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함.
 주요 방한 인사

- 젯다 상의 회장, 쿠웨이트 상의 회장, 시리아 상의 사무총장, 아랍 상의 연합회 사무총장 등 16명
 주요 일정

-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차관, 동자부차관, 건설부차관 등 예방
 제1차 경협위 합동회의 개최

- 한국 측 정수창 대한상의 회장 등 40명 참석
- 아랍 측 Abu Dawood 젯다 상의회장 등 16명 참석
 주요 의제

- 경제 현황 검토, 통상증진 방안 및 건설협력 방안 협의

한·자이르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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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는 1983.3.30. 주재국 외무성 국제협력차관을 면담, 한·콩고민주
공화국 경제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설명하고, 주재국 측에서도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4.14. 콩고민주공화국 경제인 연합회 Bemba 회장을 면담하고 경제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함.

2.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1983.6~9월 주재국 상공장관, 정당 고위인사, 외무성 아주국장 등 면담 시

3. Bemba 회장은 1983.10.25.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에게 주재국 경제인 연합회 내에 한·콩고 간 경제
협력위원회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함.
4.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1984.2월 Umba 외상 면담 시 민간 경제협력위 설치 필요성을 설명함.
5. 1984.2월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3월 개최 예정인 한·콩고민주공화국 합동회의와 병행하여 민간
경협위를 개최하고 콩고민주공화국 측 민간경협위를 설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일정상 어렵다고 통보함.
6. 콩고민주공화국 경제인 연합회 Munga 부회장은 1984.2.17.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에게 콩고민주
공화국 측 민간경협위 설립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함.
 콩고민주공화국 경제인연합회 Bemba 회장은 4월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 민간 경협위의 구성을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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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민간경제협력위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함.

EMF(유럽경영협의회) 세계 경제지도자 회의.
Davos(스위스) 1985.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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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스 제네바 소재 EMF(유럽경영협의회)는 1985.1월 개최되는 세계 경제지도자 회의(Davos 심포지엄)에
금진호 상공부장관을 초청하는 서한을 1984.12.6. 주제네바대사를 통해 송부함.
 또한, EMF 측은 주제네바대사에게 남덕우 무역협회장의 참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1.9. 주제네바대사에게 남덕우 회장은 불참하며, 상공부장관의 불참 방침에도 변동이
없다고 통보함.
1028

3. EMF Schwab 소장은 1985.3.14. 주제네바대사에게 Davos 심포지엄에 한국 인사가 불참한 데 유감을
표시하고, 1986년도 심포지엄에 한국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과 1985년도 중에 한국 상공부장관을
주빈으로 하는 EMF 회의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함.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 회의, 제10차.
Melbourne, 1985.10.1-4

| 85-094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국제기구과

MF번호

2015-69 / 5 / 1~208(208p)

1. 정부는 1985.9.13. 호주 멜버른에서 10.1.~4. 개최되는 제10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 회의에
조철권 노동부장관을 수석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대표단 구성

- 조철권 노동부장관, 임동원 주호주대사(교체수석), 장준식 노동부 노정과장 등 5명
 훈령 요지

 1985.9.26.~28. 노동장관 회담을 위해 필리핀 방문

2. 노동부는 1985.12.24. 노동부장관 국외출장 보고서(필리핀 방문 및 노동장관 회의 참가)를 외무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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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장래에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희망 적극 표명
- 1987년 제11차 회의 서울 개최 홍보
-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한 비방에 대처

IER(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주최
국제경제 세미나,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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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무역진흥공사 조성호 시장개척 본부장은 비엔나 소재 동구권 경제 전문 민간단체인 IER(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접촉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해 1984.10.13.~21. 오스트리아 및 루마니아를 방문함.
 10.16.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IER이 주관한 루마니아 경제회의에 참석, 루마니아 경제현황, 박람회 개황
등 청취

- IER 주관 리셉션에서 루마니아 대외무역성 국장은 미수교국과의 경제협력과 교역확대를 희망함.

1030

 10.18. 루마니아 무역공사 직원들과 의류, 송·배전 설비, 광산물 등에 대한 교역 가능성 협의
 10.19.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IER 사무총장 면담, 85 부카레스트 박람회 참가 관련 협조를 요청

2. 1985.3월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상공부는 3.26.~29.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IER 회의 참석 및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방문을 위한 특수지 입국에 관한 의견을 외무부에 각각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회신함.
 조성호 대한무역진흥공사 시장개척 본부장, 상공부 한재석 아주통상과장 및 대우, 수출입은행, 삼성물산, 선경,
외환은행 직원 등

3.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6.1.21. 비엔나 소재 IER이 3.17.~19.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루마니아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루마니아 경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 인사의 참가를 초청해 왔다고
보고함.

경제·통상사절단 지부티 방문계획,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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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1월 관련 경제부처에 대해 지부티와의 국제무대에서 협조관계 유지 및 수출시장 잠재력
파악을 위해 정부 및 경제단체 사절단 파견 계획에 지부티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함.
 윤석헌 주프랑스대사의 1984.11월 겸임국 지부티 출장 시, 지부티 대통령, 국회의장, 수상, 공업상 등이
지부티 경제여건 파악 및 경협문제 협의를 위해 한국의 경제 및 통상 사절단 파견을 강력 요청함.

2.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1985.12.5. 경제국에 대해 11월 주프랑스대사의 신임장 제정을 위한 지부티
방문 시, Aptidon 대통령이 상공회의소 간 상호 교환 방문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 주프랑스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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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상공회의소 중심 경제사절단 파견에 지부티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통보함.

경제사절단 인도 및 싱가포르 방문, 1985.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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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준비
 외무부는 1985.5.17. 주인도대사의 건의에 따라, 7.18.~21. 서남아 순방 예정인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인도
방문 시기에 맞추어 제7차 한·인 민간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기 위해 협조할 것을 상공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요청함.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에게 싱가포르 및 인도와의 민간 경제공동위 개최를 위한 사절단 파견
계획을 알리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1032

2. 한·싱가포르 민간 경제협의회
 1985.7.16. 싱가포르에서 개최
 참석 대표

- 김채겸 위원장(쌍용양회 사장), 김인준 대한상의 전무이사 등 15명
- Lim Ki Ming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회장, Das 싱가포르 무역개발청장 등 35명
 이원경 외무부장관 축사

-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잠재력, 선진국 보호무역 대처, ASEAN 지역협력 주목, 한국의 아시안 게임 및
올림픽 개최 준비 상황 등 언급

3. 한·인도 민간 경제협의회
 1985.7.20. 뉴델리에서 개최
 참석 대표

- 이경훈 위원장(대우중공업 사장), 김인준 대한상의 전무이사, 유재호 풍산금속 전무 등 20명
- Patodia 인도 상의연합회 회장 등 40여 명
 주요 논의사항

- 기술 및 자본협력, 제3국 공동 진출
-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균형 무역 달성 방안
- 철광석, 망간, 피혁 등 인도 관심 품목 교역 확대 검토
 이원경 외무부장관 인도 상의 초청 오찬 연설 요지

- 양국 간 교역 규모 확대 만족 표시
-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의 결과로 기술 및 자본협력 확대 전망 언급

경제사절단 아주 순방, 1985.12.15-26.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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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7월 정부는 1985년 중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방한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상외교 후속조치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함.
1. 파견 준비
 외무부는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태국이 추가됨.

 사절단 구성

- 신병현 부총리,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보, 임인택 상공부 차관보 및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 과기처 직원 등
- 방문국별 민간경협위원장 등 기업체 대표 15명 포함

2. 국별 방문 결과
 태국(12.15.~19.)

- 국왕, 수상, 부수상, 외상, 상무상 예방
- 태국산 타피오카 펠릿, 옥수수, 천연고무 및 원당 수입 문제, 파인애플 관세 인하, 투자보장 협정 체결
문제, 북한 통상대표부 승격 문제 등 협의
- 동해안 개발 사업 시찰, 옥수수 사료 공장 시찰
- 제4차 한·태 민간 경협위 개최(박건배 해태그룹 회장)
 방글라데시(12.19.~21.)

- 대통령, 외상 및 기획상 등 경제부처 장관 예방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지지, 주한 상주공관 설치 문제, 남남협력 강화, 정부 간 경제회담 개최 문제,
합작투자, 한국 기업의 개발사업 참여, 인적자원 개발 협력 등 협의
- 제1차 한·방 민간 경협위 개최(최종완 효성중공업 회장)
 파키스탄(12.22.~25.)

- 대통령, 수상, 재무기획상 예방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지지, 무역역조 시정, 카펫, 오닉스 등 수입확대, 합작투자, 고등과학 기술연구소
설립 지원 등 기술협력, 방산 협력, 한국 기업의 개발사업 참여, 무역진흥 기관 간 협력 문제 등 협의
- 제3차 한·파 민간 경협위 개최(박승일 두산산업 사장)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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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9월 태국 Bichai 부수상의 태국 방문 초청이 있었으며, 주태국대사가 북한 김환 부수상의 1985.12월
태국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부총리의 태국 방문을 건의

경제사절단 아주 순방, 1985.12.15-26.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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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9 / 10 / 1~715(715p)

1. 경제사절단 아시아 3국 방문 결과 보고(1985.12월, 경제기획원)
 방문 개요, 정부대표단 활동 내용, 민간경제사절단 활동 상황, 종합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등 수록

2. 서남아 경제사절단 파견 결과 요약 및 건의(1985.12월, 대한상공회의소)
 순방 일정, 순방국, 사절단 구성, 종합평가와 대정부 주요 건의사항, 국별 현지활동 개요 등 수록
 주요 건의 사항
1034

- 현지공관, 무역관, KIET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 진출 대책 수립
- 투자보장 협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 조속 체결
- 무역 불균형 시정 노력으로 구상무역 강화
- 장기저리 해외협력 기금 설치

3. 서남아 경제사절단 귀국 보고서(대한상공회의소)
4. 부총리 아시아 3개국 순방 관련 자료(외무부 아주국)
5. 부총리 아시아 3국 순방 경제관계 자료(해외협력위원회)

관민합동 정세·경제조사단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순방, 1985.9.10-22. 전2권. V.1 기본문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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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준비
 외무부는 1985.8월 국내 경제단체들에 대해 1985년 말 독립 예정인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의 미국 신탁
통치령에 대한 경제 진출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민 합동 조사단을 파견하는 데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관련 단체 협의 결과, 합동 조사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단장), 외무부 직원 2명, 대림산업, 쌍용상사, 대한상공회의소 직원 등
총 6명으로 구성
- 1985.9.10.~23.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사이판 등에 파견

 팔라우(9.10.~12.)

- 대통령, 자원개발장관, 상공회의소 회장, 상원의장 및 부의장 등 예방
- 항만시설 시찰, 한국기업 건설현장 시찰
 사이판(9.12.~13.)

- 고등판무관 대리, 주지사, 미 국무부 연락관 등 예방
- 교민 간담회 개최
 마이크로네시아(9.15.~17.)

- 대통령, 외무장관, 국회의장, 주지사, 자원개발장관 등 예방
 마셜제도(9.18.~20.)

- 국무장관, 국회의장 및 부회장, 미 국무부 파견관 등 예방

3. 조사단 주요 활동 요지
 미국과 협약(Compact of Free Association) 체결 후 독립 전망 등 정세 파악
 독립 시 한국과의 관계 수립 관련 정보 수집 및 입장 설명
 경제 개발 계획 참여 의사 표명
 각국 정치 지도자들과 우의 증진
 동 지역 국가들과 교역 증진 방안 검토
 교민 정책상 애로사항 청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국별 방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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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합동 정세·경제조사단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순방, 1985.9.10-22. 전2권. V.2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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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네시아 지역 관민합동 정세·경제조사단 순방 관련 준비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태평양 신탁령 지역 동향 자료(1985.9.10. 주아가나총영사관)
 정세 개관, 독립 후 대외관계 전망, 대책 등 수록

2. 괌, 마이크로네시아 최근 시장동향 및 기 진출 타사 철수 이유 조사보고(쌍용건설 괌 지사)
1036

3. 방문지별 정치, 경제 관련 법령
4.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조사단 참고 자료(1985.9월, 외무부)
5. 마이크로네시아 정세조사단 파견 관련 자료(1985.9월, 경제국)

투자사절단 중미 순방(1차) 1985.2.22-3.14.
전4권. V.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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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84년 한국을 방문한 카리브 지역 정치 지도자 및 고위관리들은 미국의 카리브 개발계획(CBI;
Caribbean Basin Initiative)을 활용하여 동 지역에 대한 합작투자 등 경제 관계를 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의함.
 세인트키츠네비스 수상,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 아이티 외상, 온두라스 외상 등

2. 외무부는 1984.8월 대미 우회수출 기지 확보, 카리브 제국과의 실질관계 증진을 위하여 11월 외무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였으며, 해외협력위원회는 9.3.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외무부가 담당(상공부가 협조)하기로 결정함.
3.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4.11월 카리브 투자사절단 파견계획을 수립함.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특혜관세 축소 등에 대비, 중남미 수출 전초기지 구축
 사절단은 정부 4명, 민간기업 대표 20명으로 구성, 1985.2월 파견
 파나마,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공), 바베이도스 등에 파견

4. 외무부는 1984.12.29. 카리브 지역 투자 조사단 파견계획을 수립함.
 1985.2.23.~3.14. 파나마, 자메이카, 아이티,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벨리즈 등 6개국에 사절단 파견
 외무부 제2차관보(단장),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해협위 관계 과장, 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민간기업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

5. 외무부는 1985.1.29. 카리브 지역 투자 사절단 파견계획을 최종 결정함.
 파견국 변동 없음.
 외무부 제2차관보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단장을 교체, 박쌍용 본부대사(단장) 등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해협위, 수출입은행, 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전경련 등 정부 및 관련기관 인사 11명 파견

- 유풍실업, 영동제약 등 기업체 대표 15명 동행
 방문국 주요 인사 면담, 투자 여건 조사, 개별 기업 상담 활동, 경제인 초청 리셉션 개최 등 활동 추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5.2월에 1차 조사단을 파견하되, 파견 계획은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수립하고 파견 주무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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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투자사절단의 방문국별 사전 준비 내용임.
1. 아이티
 주베네수엘라대사는 과거 Estime 아이티 외상이 세일즈 사절단이 아닌 합작투자 사절단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사절단에 주로 섬유회사 대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 스포츠 용구 등 제조 회사를 포함시킬 것을 건의함.
1038

- 이와 관련, 외무부는 삼성전자 및 금성사 대표를 사절단에 추가하기로 함(금성사는 추후 방문 포기).

2. 자메이카
 자메이카 수출협회장은 주자메이카대사에게 대미 수출 관심분야인 전자, 직물, 식품가공, 건설자재, 자동차
부품 등 관련 기업 대표를 사절단에 포함할 것을 희망함.

3. 온두라스
 주과테말라대사는 원격 지역인 자유무역지대 방문을 위해 사절단 방문기간 연장을 건의하였으나, 외무부는
일정이 어려우므로 자유무역지대 진출 기업 대표가 수도로 출장하여 현황 보고할 것을 희망함.

4. 벨리즈
 주멕시코대사는 1984.5월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벨리즈 정부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벨리즈와의
협력 증진을 모색하되, 평소 한국의 대표단 방문 접수에 신중한 벨리즈의 입장을 고려하여, 2~3명의 소규모
실무 대표단 파견을 건의함.
 외무부 미주국은 1985.1월 경제국에 대해 투자사절단 파견 시 벨리즈를 포함할 것을 요청함.
 주멕시코대사는 2월 수교 교섭 목적으로 벨리즈를 방문한 기회에 투자사절단 파견 문제를 벨리즈 측과 협의,
동의를 받음.

투자사절단 중미 순방(1차) 1985.2.22-3.14.
전4권. V.3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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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별 주요 활동결과
 아이티

- 외상 면담, 주아이티 상주공관 설치, 농업이민 조사단 방문, 전대차관 공여 등 현안 협의
- 아이티 중앙은행 총재에 200만 달러 차관 협정 원본 전달
- 공업단지 시찰, 상공회의소 방문
- 대성전선, 세방산업, 영동제약, 합작투자 및 수출 상담
 자메이카

 파나마

- 파나마 투자위원회 주최 조찬 간담회
- 콜론 자유무역지대 시찰
- 현대종합상사, 대성전선, 영동제약 합작투자 상담
 코스타리카

- 외무성 주최 투자유치 정책 설명회 참석(코스타리카 외상은 양국 간 경협관계 증진 희망)
- 산업개발협회 주최 환영 오찬 참석
- 영동제약 현지 법인 설립 잠정 합의
- 현대종합상사 철판 수출 상담
 온두라스

- 외상대리, 경제장관, 재무장관 면담
- 유풍실업 합작투자 약속
- 영동제약, 의약품 수출 상담
 벨리즈

- 외상 겸 경제개발상 면담, 경제협력 및 외교관계 수립 문제 협의
- 태평양 자원, 합판 제조업 투자 상담 계속 약속

2. 사절단 건의사항
 카리브 지역 투자 지원반 구성 운영
 대카리브 통상 및 투자 현황을 월례 무역진흥회의에 보고
 투자 대상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온두라스에 대사관 설치(1986년 중)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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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및 외상 면담, 한국의 IDB 가입 문제 협의
- 킹스턴 자유무역지대 시찰
- 서울주철, 영동제약, 기술제휴 및 수출 상담

투자사절단 중미 순방(1차) 1985.2.22-3.14.
전4권. V.4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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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투자사절단 순방 관련 준비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아이티 현안 문제(외무부 미주국)
2. 자메이카와 한국(외무부 중미과)
1040

3. 파나마 현안 문제
4. 파나마 개황
5. 코스타리카 현안 문제
6. 온두라스 현안 문제
7. 벨리즈 현안 문제
8. 벨리즈와 한국
9. 관민합동 투자사절단 순방 6개국 개황(외무부)
10. 자유중국의 카리브 지역 투자진출 추진 상황(대한무역진흥공사)
11. CBI(카리브개발계획) 투자사절단 파견 준비자료(재무부)
12. CBI 투자사절단 파견 준비자료(해외협력위원회)
13. 대중남미 수출증대 방안(주파나마대사관) 등 방문지역 공관 작성자료

경제협력사절단 중미 순방(2차) 1985.5.19-6.4.
전2권. V.1 기본문서

| 85-095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중미과

MF번호

2015-70 / 5 / 1~411(411p)

1. 사절단 파견 경위
 1984.5.30.~6.2. 수교 교섭을 목적으로 한 외무부 미주국장의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 시 동국 외상은 투자 등
경협 증진을 위한 한국의 경제사절단 방문을 요청함.
 1985.3월 트리니다드 정부는 4~5월경 한국 경제사절단 접수 의사를 밝혔으며, 4.6. 동국 외상은 주바베이도스
대사 면담 시 5월 중 경제사절단 파견을 요청함.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5.3. 외무부는 카리브 지역 미수교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 및 바하마와의 수교 추진
및 카리브 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CBI(카리브개발계획)를 활용한 경제 진출을 위하여 박쌍용 외무부

2. 사절단 개요
 사절단 구성

- 박쌍용 외무부 본부대사(단장) 외 외무부, 무역진흥공사, 수출입은행, 대한상의 직원 등 7명
- 럭키금성, 동일트레이딩, 대우, 선경, 덕수물산 등 기업 대표 5명
 파견 기간: 1985.5.18.~6.4.

3. 국별 방문 결과
 트리니다드토바고(5.20.~24.)

- 외상, 상공상 면담, 수상 및 외상 방한 확인, 한국과의 단독수교 결정 기반 조성
- 정부·경제단체 합동회의 참석, 남부 공업지대 시찰
- 럭키금성, TV 부품 조립 합작 각서 서명
- 선경 및 대우, 자동차 조립, TV 조립 등 합작 상담
 바베이도스(5.24.~26.)

- 합동 간담회 참석
- 공업단지 시찰
- 럭키금성 TV 조립 등 상담
 도미니카공화국(5.26.~29.)

- 외상, 상공상 면담, 외상 방한 확인
- 합동회의 참석, 자유무역지대 시찰
- 럭키금성, TV 조립 기술 제공 합의
 바하마(5.29.~6.1.)

- 수상, 외상 방문, 한국과의 단독수교를 위한 국내조치 촉진 합의
- 경제상 주최 간담회 참석
- 럭키금성, TV 수출 협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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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관민 경제협력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경제협력사절단 중미 순방(2차) 1985.5.19-6.4.
전2권. V.2 자료

| 85-095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중미과

MF번호

2015-70 / 6 / 1~253(253p)

중미 경제협력사절단 순방 관련 준비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국별 수출입 현황
2. 관민경제협력사절단 카리브 방문 자료(외무부)
1042

3. 대중남미 지역 경제협력 현황(경제국)
4. 경제관계 대담 참고자료 및 한국 기본 통계(경제국)
5. 바하마의 투자환경(마이애미 무역관)
6. 카리브 경협사절단 방문 자료(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7. 도미니카공화국의 최근 경제 동향(해외투자조사부)
8. 트리니다드토바고 현황 자료(카라카스 무역관)

관민 경제사절단 중남미 순방, 1985.9.3-14

| 85-095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남미과

MF번호

2015-70 / 7 / 1~308(308p)

1. 경제사절단 파견 및 민간 경협위 개최 추진 경위
 외무부는 1985.5월 상공부에 대해 페루 신정부의 친북 성향에 편승한 북한의 수교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페루에 관민 경제사절단 파견 검토를 요청함.

- 이에 대해 상공부는 85년 하반기에 민간 경제협력위 대표단 파견을 제의함.
 외무부는 7월 북한 견제 필요성 및 상대국의 요청을 감안하여, 페루, 우루과이, 에콰도르 등지에 경제기획원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 파견을 검토하였으나 취소됨.
 외무부는 8월 페루 신정부와의 협력 증진 및 북한과의 수교 저지를 위해 동력자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민 경제사절단 중 민간 업체 대표들을 양국 민간 경협위에 참여시키기로 함.

2. 대페루 관민 경제사절단 방문 결과
 방문 기간: 1985.9.3.~9.
 사절단 구성

- 정부: 이봉서 동자부 차관 등 5개 부처 7명의 대표
- 민간: 차상필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 등 16명의 기업대표
 주요 성과

- 수상, 상공상, 기획처 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 대페루 실질협력 증진 의사 표명
- 향후 5년간 양국 간 교역량 9억 달러 수준으로 증진 노력 합의
- 페루산 철광석 수입 문제,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 협의

3. 한·자메이카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대표단 방문 결과
 차상필 대한상의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12명 대표단, 1985.9.8.~11. 방문
 수상, 부수상, 상공담당 무임소 장관 등 예방, 양국 간 민간 부문 협력 의사 표명
 제3차 민간 경협위 합동회의 개최
 기업체별 개별 상담

4. 한·멕시코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대표단 방문 결과
 차상필 대한상의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11명 대표단, 1985.9.12.~14. 방문
 제3차 민간 경협위 합동회의 개최
 양국 간 교역 확대, 불균형 시정, 보호주의 공동 대처, 한국의 미주은행 가입 협력 등을 포함하는 공동성명 채택
 기업체별 개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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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 경제사절단을 9월 초에 파견하기로 함.
 외무부는 8월 주멕시코 및 자메이카대사가 건의한 바 있는 양국과의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되, 대페루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사절단 방한, 1985.6.19-22

| 85-095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중미과

MF번호

2015-70 / 8 / 1~308(308p)

1. 방한 경위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1985.5.24. Imbert 외상이 일본 츠쿠바 박람회 참석 후 경제사절단을 동반하고
6.19.~22. 방한을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한국과의 투자증대, 무역확대를 위한 경제통상 회담 개최 희망
 이후 도미니카 측 사정으로 사절단장이 Cocco 재무장관으로 변경되었다가, 일본 측의 불만 표시로
de Camps 국무장관으로 다시 변경됨.
1044

-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de Camps 장관의 주재국 내 서열(국무회의 의장으로 정부 내 제2인자) 및
영향력을 감안,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의 영접, 여비 부담 등의 특별대우를 건의함.

2. 방한 결과
 1985.6.19.~22. 방한
 Hatuey de Camps 국무장관(단장), 재무장관, 외무성 경제차관, 상공성 차관, 무역진흥공사 사장, 대통령
아들 등 8명 방한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Blanco 대통령 친서 전달, 수교훈장 광화장 수훈), 부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잠실종합운동장, KOEX, 금성전선, 판문점 시찰
 경제통상 회담 개최(상공부에서 개최, 도미니카 측 차관급 수행원 참가)

-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 공감
- 자유무역지대 활용 등 한국의 투자 확대 논의
- 원당, 쇠고기, 돼지고기, 담배, 코코넛 등 도미니카 제품 수입 확대 논의
- 양국 기업인 상호 방문, 전시회 참가 논의
- 양국 무역진흥공사 간 업무 협력 협정 체결 원칙 합의
- 도미니카 측의 5백만 달러 차관 희망

3. 후속 조치
 전두환 대통령의 Blanco 대통령 앞 답신 전달

페루 경제사절단 방한, 1985.9.30-10.9

| 85-096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남미과

MF번호

2015-71 / 1 / 1~33(33p)

1. 방한 경위
 페루 외무성은 1985.9.26. 주페루대사에게 9.6. 한국 경제사절단 페루 방문 시 합의에 따라, 페루 산업은행
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통보함.

- 외무부는 10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로 인해 실질
협의가 어려우므로 방한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페루 측은 동 방문이 Castro 수상 방한 준비를 위한
사전 실무회담이 목적이므로 연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임.

 방한 기간: 1985.9.30.~10.12.
 사절단 구성

- Jorge Grieve 산업은행 총재(단장), 외무성 공사 등 4명
 주요 일정

- 총무처장관, 외무부차관, 동자부차관, 상공부차관, 재무부 제1차관보 예방
- 수출입은행장 면담
- 대우, 삼성, 현대, 대성탄좌, 선경, 럭키금성 등을 방문하여, 소다회 생산 공장 설립, 선박 구입, 담수
송수관 건설, 자동차 조립 공장 건설 등 관심 사업 상담
 특기 사항

- 외무부차관 면담 시, 북한과의 수교 의사가 없다는 페루 외상의 말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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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경제관계 주요인사 카나다 방문, 1985

| 85-096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71 / 2 / 1~152(152p)

1. 방문 추진 경위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11.11. 캐나다 지역개발장관의 5월 방한 시 합의된 한·캐나다 경제협의체 설립 방안
협의를 위하여 김기환 해협위 기획단장이 11.29. 캐나다 지역개발성을 방문한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 캐나다 방문 시 Niagara Institute 주최 토론회, 한·캐나다 협회 초청 한국 경제 설명 연설회에도 참석

2. 방문 결과
1046

 방문 기간: 1985.11.26.~12.2.
 방문단 구성

- 김기환 해협위 기획단장 및 수행원 2명
 산업·경제협의체 구성 협의

- 캐나다 지역개발성 차관과 협의(11.29. 캐나다 지역개발성)
- 양국 정부 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자, 자동차, 자원개발 등 특정 분야와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대캐나다 기업이민 등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원칙 합의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11.28. Royal Bank)

- Niagara Institute 주최
- 한국 경제 현황, 개방화 정책, 한·캐나다 경제관계 전망 등에 관해 연설 및 토의
 한·캐나다 협회 초청 연설(11.29.)

- 남북 경제회의 전망, 한·미 무역마찰, 한·캐나다 경제협력 방안 등에 관해 연설

김성배 건설장관 인도 방문 계획,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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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71 / 3 / 1~28(28p)

1. 건설부는 1985.11.30. 김성배 건설부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건설장관 회담 및 인도와의 건설·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12.18.~20.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함.
2. 양국 정부는 일정 조정 끝에 건설부장관의 1986.1월 인도 방문에 일단 합의하였으나, 한국 측이 개각으로
인해 방문 시기를 3월 중순으로 수정 제안함.

관심사항인 제3국 공동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측이 건설장관 회담에서 거론코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 줄 것을 요청함.
4. 건설부는 1986.2월 건설부장관의 인도 방문은 애초 인도 측의 요청으로 추진된 것인데, 인도 측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므로 추후 인도 측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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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해, 1986.1월 인도 상무성은 3월 중순은 바쁜 일정상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경기 침체로

노동장관 필리핀 방문,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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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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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한주 노동부장관 필리핀 방문
 1983.5.24.~28. 방문

- Ople 필리핀 노동고용성 장관 초청
- 노정국장 등 2명 수행
 마르코스 대통령 예방
 필리핀 노동고용성 장관과 양국 간 노동협력 방안 협의
1048

 필리핀 노총 및 경영자 총협 관계자와 공동 관심사 의견 교환
 한국 건설업체 공사현장 시찰, 한국 근로자 간담회 개최

2. 조철권 노동부장관 필리핀 방문
 1985.9.26.~28. 방문

- 1985.6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시 Ople 필리핀 고용노동성 장관이 아·태 지역 노동장관 회의 참석
직전 필리핀 방문을 구두 초청
- 노정국장 등 3명 수행
 마르코스 대통령 예방, 한국의 ILO 가입에 대한 지원 요청
 필리핀 해외고용청 방문
 노총 위원장, 경제인 연합회장 면담
 건설업체, 상사, 교민대표 간담회 개최

아르헨티나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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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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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uis I. Bobillo 멘도자 주 경제장관 방한
 1984.10.11.~20.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 초청으로 방한(부부 동반)

- Durate 농목장관 동행
 노동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예방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새마을 야시장 방문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시찰
 판문점 시찰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5.9.24.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서울 총회 공식대표단은 Vital
경제장관을 단장으로 21명의 대표로 구성될 것이라고 보고함.

3. Antonio E. Gonzales La Rioja 주 경제장관 등 대표단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7.6.18. La Rioja 주 대표단의 방한 성과에 관한 주재국 언론 보도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대표단 방한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6.23. La Rioja 주 대표단이 5.23.~6.4. 방한하여 새마을운동 본부 산하 기관인 해외개발연구원과
이민 송출 및 경협 사업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 사항은 없다고 통보함.

- Gonzales 주 정부 경제장관, Kohan 국제협력 담당관 등 방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Sourrouille Juan Vital 경제장관 방한

1049

Ngenzi, Pierre 부룬디 재무장관 방한, 1985.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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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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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1985.10.1.~11. 서울에서 개최된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참석차 방한함.

- 부룬디은행 총재, 재무성 재무국장, 경제개발은행 총재, 아프리카 연대기금 위원 등 수행
 정부는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총회에 참석한 미수교국 주요 인사들을 재무부장관, 상공
부장관, 상공부차관, 정무장관 등이 분담, 면담하였는데, 부룬디 재무장관은 정무장관이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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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무장관과의 대담 내용
 Pierre Ngenzi 재무장관은 1985.10.8. 정재철 정무장관 면담 및 10.11. 정무장관 주최 만찬 시에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한국의 경제개발은 개도국의 모범으로서 양국 간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
- 방한 중 경험을 대통령 및 관계 요로에 전달 예정

U Tun Tin 버마 부수상 겸 기획재무상 방한,
1985.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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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1982.4월 주미얀마(구 버마)대사는 7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Burma Aid Group 회의에 참석하는 Tun Tin 부총리
겸 기획재무상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정부는 동 장관의 방한이 양국 간 경제·통상 확대 및 정치·외교관계 전반의 관계 증진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미얀마 측 요구대로 한국 측 초청자와 방한 시기를 조정해 가며 방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동 장관의
사정으로 방한하지 못함.
 미얀마 재무차관은 1985.9월 주미얀마대사에게 Tun Tin 기획재무상이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MF 총회

- 정부는 동 장관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명의로 공식 방한 초청하기로 함.

2. 방한 개요
 1985.10.12.~16. 방한(10.7.~11. IMF 총회 참석)
 수행원

- 재무기획성 차관, 중앙은행 총재 등 4명
 주요 일정

- 대통령,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예방
-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대우 철도차량 공장 등 시찰
- 올림픽 경기장 시찰, 경주 관광

3. 주요 인사 면담 시 언급 내용
 미얀마산 콩, 목재, 광산물과 한국산 기계, 철도차량 부속품 등의 구상무역 추진
 양국 간 체육 문화 교류 확대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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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에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힘.

챠드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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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1 / 8 / 1~25(25p)

1. 방한 경위
 차드 정부는 1985.9.10. 주카메룬대사에게 12월 제네바 개최 차드 원조국 회의에 대비한 사전 접촉을 위해,
IMF 서울 총회에 참석하는 Yodoyman 기획상을 단장으로 하는 원조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를 희망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차드 측의 원조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원조사절단 명의의 방한단 접수는
곤란하고 IMF 대표단으로 방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카메룬대사는 원조사절단 파견이 Froud 외무성
정무총국장의 방한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의 성격이 다분하므로 동 총국장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원조
1052

사절단 접수에 동의할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9.20. 차드 사절단의 방한에 동의하였으나, Froud 총국장이 방한을 취소하여 IMF 총회 차드 대표인
Yodoyman 기획상만 방한함.

2. Yodoyman 기획상의 외무부 방문 시 언급 내용
 1985.10.8. 외무부 아프리카국장을 면담하고, Froud 총국장의 방한이 취소되고 본인도 IMF 총회 직후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제네바 개최 차드 원조국 회의에 한국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고, 차드 개발 계획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함.

Stevens, Sinclair M. 카나다 지역개발장관 방한,
1985.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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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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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캐나다대사는 1984.5.29. 제1야당인 진보보수당 외무국방 대변인 Sinclair Stevens 하원의원이 7월경 방한을
희망한다고 하고, 동인이 차기 외상으로 유력하므로 여비 및 체재비 부담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동인(부부 동반)을 국회 외무위원장 명의로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
(항공료 외무부, 체재비 국회 부담)하였으나, 9월 캐나다 총선 및 동인의 지역개발장관 취임으로 방한
하지 못함.
 캐나다 외무성 아태 차관보는 1985.2월 Stevens 지역개발장관이 방한하게 될 경우, 동인이 중견 각료이며 수
건의함.

- 이와 관련, 경제기획원은 동 장관의 지위에 비추어 건설부장관 등 관련 장관 명의의 초청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경제기획원은 1985.5월 주캐나다대사가 수차례에 걸쳐 부총리 명의의 초청을 건의하였음을 감안하여 부총리
명의로 초청하기로 결정함.

2. 방한 개요
 1985.8.26.~30. 방한(부부 동반)
 수상 경제자문, 투자청장, 지역산업개발성 차관 등 17명 수행(업계 인사 6명 포함)
 주요 일정

- 부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교통부장관 등 예방
- 전경련 회장, 대우그룹 회장, 삼성그룹 회장 면담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시찰

3. 외무부장관 예방 시 언급 내용(8.26.)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광물, 석탄, 원자로, 소형항공기, 고속철, 통신기기 등 수출 희망
 한·캐나다 민간 경협위 회의를 통한 기업 간 협력 및 무역 불균형 시정 희망
 어업 합작, Candu 원자로 제3국 합작 진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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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측근임을 고려하여 높은 대우를 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주캐나다대사는 부총리 명의의 방한 초청을

Liu Hongru 중공 인민은행 부총재 방한,
1985.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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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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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부는 1984.4.19. 외무부에 대해 Prowse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이사의 3월 중국(구 중공) 비공식
방문 시 중국이 1985.10월 IMF 서울 총회에 참석할 의사를 밝히고 비자 발급 등 참석에 필요한 협조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다고 통보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한국의 문호개방 정책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비추어 중국 대표단의 입국에
어려움이 없다고 재무부에 통보함.
1054

2. 주미대사는 1985.8.7. IMF 서울 총회 Press Tour에 중국 신화사 통신 워싱턴 지국장의 참가가 확실시
된다고 보고함.
3. IMF에 통보된 10월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서울 총회 중국 대표단 구성은 다음과
같음.
 IMF 회의 수석대표: Liu Hongru 인민은행 부총재

- 임시 교체수석 Che Peigin 인민은행 이사 겸 국제부장, Jiang Hai IMF 교체이사 등 인민은행 및 IMF 직원
 IBRD 회의 수석대표: Li Peng 재정부 차관

- 임시 교체수석 Wang Liansheng 재정부 국제금융국장, Xu Naijiong 세계은행 이사 등 중국 재정부 및
세계은행 직원

4. 주홍콩총영사는 1985.10.9. 친중국계 일간지 신만보는 서울발 AP 통신을 인용, IMF 서울 총회 참석
중국 고급 관리가 국제 관례에 따라 제3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이라고 보도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85-0970 |

Kamal Ahmed EL-GANZOURI 이집트 경제
담당 부수상 겸 기획협력성 장관 방한,
1985.10.5-7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5-71 / 11 / 1~224(224p)

1. 방한 경위
 1983.12월 강경식 대통령 특사의 이집트 방문 시 면담한 Kamal Ahmed El-Ganzouri 기획협력성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방한을 희망함.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84.2월 El-Ganzouri 장관에게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 동 장관의 희망으로 1984.11월 방한이 추진되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이집트 측 사정으로 취소됨.
 1985.5월 이집트 측은 10월 서울 IMF 총회 계기에 방한 의사를 밝히고, 부총리 명의의 공식 초청을 요청함.

2. 방한 개요
 1985.10.5.~7. 방한
 재무성 대외관계국장 수행
 주요 일정

- 국무총리, 부총리, 상공부장관 예방
- 대한상의, KDI 방문
- 옥포 조선소, 대우중공업, 한국중공업 등 시찰

3. 주요 인사 면담 시 협의 내용
 대이집트 조기 수교 희망 표시(국무총리)
 한국의 개발 경험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
 한국 기업의 이집트 개발사업 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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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주카이로총영사는 9.4. 이집트 정부 개각에서 El-Ganzouri 장관이 경제담당 부수상으로 승진하였으며,
부수상 자격으로 방한한다고 보고함.

Chavez Mena, Fidel 엘살바도르 기획 및 경제사회
개발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5

| 85-097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1 / 12 / 1~3(3p)

1. 엘살바도르 투자유치 사절단의 선발대인 de C.V.사 Villafuerte 사장은 1985.5.22. 외무부 경제협력과
장을 방문하고, 엘살바도르 정부가 9월에 한국에 파견하는 투자유치단의 단장인 Fidel Chavez Mena
기획 및 경제사회개발장관에 대한 한국 정부 명의의 초청장 발송 가능성을 문의함.
 동인은 미국 Caribbean Central American Action 소속의 Hunt 씨와 함께 5.22.~26. 방한하여, 전경련, 대한상의,
KOTRA 등을 방문하고 한국 기업의 대엘살바도르 투자 촉진 방안을 협의함.
1056

2. 외무부는 동인에게 주미대사관과 투자유치단 방한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하고, 1985.5.28. 동 사실을
주미대사관에 통보함.

이디오피아 구호부흥처 주요인사 방한, 1983-85

| 85-0972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1 / 13 / 1~106(106p)

1.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3.6.6. Dawit Wolde Giorgis 구호부흥처장이 원조 문제 협의차 방한을 희망
한다고 보고하고, 동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외무부장관 또는 보사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
해 줄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보사부와 협의, 방한 경비 외무부 부담 조건으로 보사부장관 명의 동인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
고 1984.2월 방한하는 일정을 준비하였으나, 에티오피아 국내 정치 사정으로 최종 단계에서 방한이 취소됨.
 Giorgis 처장은 1985.5.6.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재차 방한 의사를 밝히고, 재정착 지역 농지 조성용 장비
무상지원 가능성을 문의하였으나, 정부는 방한 전 원조 내용의 사전 약속은 어려우며 85년도에는 원조가

2.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4.6.12. Taye Gurmu 구호부흥처 차장이 이재민 정착, 협동조합, 한발 및
수해 대책, 조기 경보제도 시찰을 위해 8월 방한 예정이라고 보고함.
 동인은 이후 3차례 방한 연기 후 방한하지 않음.

3.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5.3.19. Bernahu Deressa 구호부흥처 차장이 4월경 방한을 희망하므로 동인을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동 차장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초청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동인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방한을
취소함.

4.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5.4.26. Taye Gurmu 구호부흥처 차장 일행 3명이 5.1.~10. 방한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방한 일정 주선을 건의함.
 Gurmu 차장은 4.30. 자신은 방한할 수 없으며, Tesfaye Desta 조기경보국장 등 직원 2명이 방한한다고 통보함.
 Desta 국장 등은 5.1.~9. 방한하여, 농수산부, 새마을운동 본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삽교천 개발단지,
농업진흥공사, 평택 농지개량 사업지구 등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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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고 통보함.

Ato TESFAYE DINKA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방한,
1985.10.3

| 85-097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1 / 14 / 1~26(26p)

1. 외무부는 1985.9.24.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IMF(국제통화기금) 서울 총회 참석차 방한하는 Tesfaye
Dinka 재무장관을 외무부장관이 면담할 계획인바, 동 장관이 이에 동의하는지 타진할 것을 지시함.
2.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5.9.26. IMF 총회에 주재국에서 Dinka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7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보고함.
1058

3.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5.9.28. Dinka 장관이 IMF 총회 회의 장소에서 사정을 보아 한국 대표단에게
외무부장관 면담 주선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고 하고, 동 장관이 최근 북한을 방문하였고 북한의
원조 약속 이행에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므로 한국과의 접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함.

Samy, John 피지 경제개발기획차관 방한,
1985.12.15-22

| 85-097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71 / 15 / 1~10(10p)

1. 주피지대사는 1985.11.27. John Samy 경제개발기획성 차관이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생산
성기구(APO)-한국생산성본부(KPC)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이며 방한 중 상공부 차관 면담 및 제주도
관광시설 시찰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2. 외무부는 1985.12.9. 상공부에 Samy 차관의 상공부차관 면담 주선을 요청함.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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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ndoniou, Yannos 그리스 국가경제성 차관
방한, 1985.10.5-11

| 85-097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71 / 16 / 1~28(28p)

1. 외무부는 1985.9.27. 한·그리스 실질관계 증진을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서울 총회에 참석하는
Simitis 국가경제성 장관을 위해 본회의 시작 전 지방 산업시설 시찰(현대그룹 제공 헬기 이용)을 주선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동 장관의 동의 여부 파악을 주그리스대사에게 지시함.
2. 주그리스대사는 1985.9.27.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으로 인해 Yannos Papandoniou 국가경제성 차관이
Simitis 장관 대신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나, 북한 통상대표부 설치 저지, 양국 관계 증진 등 주재국
1060

정부와의 협조 체제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지방 시찰을 진행할 것을 건의함.
 외무부차관은 10.8. Papandoniou 차관과 면담하고 정부 요인 및 기업인 상호 방문, 경제기술 분야 협력 및
통상 증진 필요성 등 양국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현대그룹 주선 산업시찰은 그리스 측의 회의 참석 일정상 사정으로 인해 취소됨.

가이아나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5

| 85-097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71 / 17 / 1~34(34p)

1.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5.9.18. 가이아나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서울 총회에 Carl Greenidge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보고함.
 외무부는 9.24. 양국 관계를 고려하여 외무부장관의 면담을 계획 중이므로 동 장관의 반응을 타진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는 1985.9.28. 국방부에 대해 가이아나가 친북한 국가임을 고려하여 Greenidge 장관의 국내
산업시찰 일정에 옥포 조선소 방문이 포함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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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osla, R. P. 인도 철강성 차관 방한, 1985.8.24-29

| 85-097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71 / 18 / 1~62(62p)

1. 방한 경위
 Natwar Singh 인도 철강상은 1985.7.1. 주인도대사에게 한국의 철강 산업 발전상을 시찰하기 위해 본인 또는
차관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을 파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함.
 외무부는 7.8. 상공부가 인도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달하도록 주인도대사에게 지시함.
 주인도대사는 8.5. Singh 장관에 대한 간디 수상의 신임 및 유력한 외상 후보임을 감안하여 대통령 예방을

1062

주선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주인도대사는 8.21. Singh 장관이 상부 지시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여 R. P. Khosla 차관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2. Khosla 차관 방한 결과
 1985.8.24.~29. 방한
 주요 일정

- 해외협력위 기획단장, 상공부 차관, 포항제철 사장 등 면담
- 포항 제철소, 광양만 제철소 등 시찰
 양국 간 철강산업 협력문제는 2개월 후 포항제철 사장의 인도 방문 시 구체 협의하기로 합의

야마구치 도시오(山口敏夫) 일본 노동장관 방한,
1985.8.14-17

| 85-097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71 / 19 / 1~66(66p)

1. 방한 경위
 일본 노동성은 1985.7.15. 주일대사관 노무관에게 야마구치 도시오 노동장관이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시
조철권 노동부장관의 구두 방한 초청을 받아들여 8월 중 방한할 의사를 밝혔다고 통보함.
 야마구치 노동장관은 7.19. 주일대사에게 본인의 방한 관련 편의 제공을 요망하고, 대통령, 노동부장관,
국무총리, 교통부장관에 대한 예방과 노사 관계자와의 면담 주선을 희망함.

- 주일대사는 야마구치 장관의 일 정부 및 정계 내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예방을 주선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85.8.14.~17. 방한(부부 동반)
 관방 심의관, 경제정책 고문 등 5명 수행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수교훈장 광화장 수훈), 국무총리,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 예방
- 경총 회장,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주요 인사 면담 시 협의 내용

- 노동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
- 한국의 ILO 가입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 지원 약속
- 양국 간 노사정 대표자 정기회의 개최
- 양국 간 노동 청소년 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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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1063

Burphy, James V. 라이베리아 건설장관 방한,
1985.5.20-26

| 85-097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1 / 20 / 1~80(80p)

1. 방한 경위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84.10.1. Mano River Union 도로공사 수주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James V Burphy
건설장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건설부는 10.26. Burphy 장관을 10.29.~11.3.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김성배 건설부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송부하였으나, Burphy 장관은 방한 여정 중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Doe 국가원수의 지시로 귀국함에 따라

1064

방한이 연기됨.
 건설부장관의 초청장에 대해, 12.7. Burphy 장관은 1985.5월중 방한 의사를 밝히는 답신을 송부함.

2. 방한 결과
 1985.5.20.~26. 방한(대우건설에서 일정 주선)
 주요 일정

- 건설부장관, 외무부차관 면담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대우그룹 본사, 옥포 조선소, 부산 대우공장, 인천 건설기술원,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종로 지하철 공사 현장, 올림픽 경기장 시찰
- 민속촌 관광

뉴질란드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5

| 85-098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71 / 21 / 1~66(66p)

1. F. Colman 공공개발장관 방한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1985.1.23. F. Colman 공공개발장관이 4월경 비공식 방한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함.
 주뉴질랜드대사는 1.25. Colman 장관 면담 후, 동인이 Moore 대외무역장관의 부탁으로 한국 측과 낙농제품
및 쇠고기 수출 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함.
 Colman 장관은 1985.4.9.~14. 방한함(부부 동반).

2. K. T. Wetere 산림장관 방한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1985.3.29. K. T. Wetere 산림장관 일행이 4월 중 한국의 산림녹화 정책 파악, 목재 가공
업체 시찰 등을 위해 방한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함.
 Wetere 장관은 1985.4.27.~5.2. 방한함.

- 산림성 차관, 마오리성 차관 등 수행
 주요 일정

- 산림청, 임업시험장, 임목육종연구소 방문
- 목재 공장 시찰
- 내무부장관 면담
- 새마을운동 본부, 새마을 시범부락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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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농수산부장관, 무역협회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면담
- 주요 인사 면담 시 양국 간 통상장관 회담 개최 문제, 한국에 대한 어획쿼터 배정 문제, 양국 간 농업
실무회의 개최 시기 등에 관해 협의

Sommaruga, Cornelio 스위스 경제성 국무상
방한, 198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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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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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Cornelio Sommaruga 스위스 경제성 국무상은 1984.10.26. 주스위스대사에게 국제 무역 협상, 국제 경제 정세,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985.2월초 방한할 계획이라고 통보함(일정은 주한 스위스대사관에서
준비).

- 말레이시아 및 태국에서 개최되는 스위스 기술전시회 개막식 참석 후 일본 및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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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1985.2.4.~7. 방한
 주요 일정

- 부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예방
- 상공부 차관, 해협위 기획단장,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한국은행 총재 예방
- 삼성전자, 올림픽 조직위 방문
- 전경련에서 GATT를 통한 자유무역 수호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

제40차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
은행) 총회 참석 동구권 대표단 방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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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9월 외무부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0차 IMF/IBRD 연차 총회에 참석하는 동구권 대표단에
대한 외교적 활용 방안을 수립함.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대표들을 접촉하여 교류 증진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
 주제네바대표부, 주미대사관을 통한 사전 직접 접촉을 통해 최대한 편의제공 용의 전달 및 희망사항 타진
 재무부장관, 상공부차관 면담, 업계 대표 주최 만찬, 산업 시찰 등 주선
 정부의 문호개방 정책 설명 및 비정치 분야 교류 증진 희망의사 표시

 헝가리 대표단(10.4.~12. 방한)

- J. Fekete 중앙은행 부총재, 재무차관, 대외무역차관, 국가계획청 부청장 등 방한
- 상공부차관, 산업은행 부총재 등 면담
- KOTRA 사장 주최 오찬 참석
- 삼성전자, 올림픽 시설, 농수산물 센터 등 방문
- 한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양국 간 실질적 교역 확대 필요성 공감
 유고슬라비아 대표단(10.2.~12. 방한)

- V. Klemencic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재무성 차관보, 중앙은행 부총재 등 방한
- 시찰 및 관광
- KOTRA 사장 주최 오찬 참석 외 정부인사 면담에 불응
 루마니아 대표단(10.4.~12. 방한)

- P. Gigea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방한
- 시찰 및 관광
- KOTRA 사장 주최 오찬 불참, 정부관리 접촉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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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구권 대표 접촉 결과

Cardenas, Jose C. 안데스개발공사(ADC) 사장
방한, 1985.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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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안데스개발공사(ADC; Andean Development Corporation)의 Jose Cardenas 사장은 1985.1.17. 주베네수엘라
대사에게 2월 일본 방문 후 귀로에 한국을 방문 예정이라고 알림.

- 주베네수엘라대사는 Cardenas 사장이 에콰도르 재무상 등을 역임한 주요 인사이며, 한국의 Andean
제국에 대한 경제 진출, 미주개발은행 가입에 크게 협조할 수 있으므로, 재무부장관, 수출입은행장,
해외건설협회장 등의 면담을 주선하고 각료급 예우를 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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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1985.2.20.~23. 방한(재무담당 부사장 수행)
 주요 일정

- 재무부장관, 상공부차관, 외무부차관 예방
- 수출입은행장, 외환은행장, 해외건설협회장 면담
- 삼성전자 시찰, 서울 시내 관광
 주요 인사 면담 시 협의 내용

- 기술훈련 등 한국-ADC 협력 방안
- 한국의 IDB 가입 협력
- ADC의 10억 달러 증자에 대한 한국의 참여

Mohammed Saeed AL-ATTAR 북예멘 부수상 겸
개발기획상 방한, 1985.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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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9.25.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IMF(국제통화기금) 서울 총회에 북예멘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Mohammed Saeed Al-Attar 부수상 겸 개발기획상을 국무총리 예방 및 만찬 또는 오찬에
초대할 계획임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주사우디대사는 10.3. 북예멘 부수상이 국무총리 예방 및 만찬 제의에 동의하였다고 보고함.

2. 1985.10.10. 국무총리 예방 시 Al-Attar 부수상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국의 북예멘 상주공관 설치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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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발전상에 감명 받았으며 한국을 귀감 삼아 경제 발전 노력 예정
 예멘의 개발 계획 중 건설, 농업, 기술훈련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을 희망

민간 자선구호단체 ‘CARE’ 지원문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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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소재한 범세계적 민간 자선 구호단체로 1954년 이후 27년간 한국에 대해 약 5천만 달러를
지원한 CARE(Cooperative for American Relief Everywhere)는 1984.8.6. 한국 정부에 대한
동 단체 대표이사 명의 서한을 통해 동 단체 청사 건물 구입비 총 700만 달러 중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CARE 측 지원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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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달러 상당의 한국 정부 기부금
 한국 내 50만 달러 상당의 별도 민간 모금 사업 허가
 동 단체 본부 청사 내 한국 전시관 설치 경비 부담

2. 정부의 검토 결과
 동 단체는 주로 미국 정부 및 UN 자금을 재원으로 지난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수억 달러
규모의 구호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최근 기부금의 감소 및 본부 건물(임차)의 융자 구입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함.
 과거 한국이 어려움에 처한 시절 장기간에 걸친 동 단체로부터의 수혜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을 거절할 명분을
찾기 어려움.
 그러나 CARE 측이 요청한 총 100만 달러 지원은 정부의 예산 제도상 1985 회계연도 내에 실현이 어려우며
모금 사업 또한 기부 금품 모금 금지법, 사회적인 물의 야기 전례 등을 감안할 때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상기 검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부 입장을 동 단체에 회신함.

- CARE의 한국에 대한 원조에 감사하며 한국의 경제력이 향상되면 이에 보답할 것임.
- 그러나 아직 한국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가 민간 차원의
국제적 구호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CARE의 한국을 위한 노력과 봉사 및 한국 전시관 개설 사업에 감사하며 한국 내에서의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모금사업 활동을 지원할 것임.

3. 정부 입장에 대한 CARE 측 회신
 Johnston 사무총장은 1985.12.26. 답신을 통해 한국 정부의 회신에 사의를 표하고 85년 3월 방한 시 동 건을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함.

한국의 대안티가바부다 원조(무상원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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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4.10.16.∼17. 겸임국 앤티가바부다를 방문, 무상원조 공여식에 참석하고
동국 주요 인사를 면담함.
1. 무상원조 전달
 승용차 1대 및 청소차 3대(총 102,995달러)의 무상원조 공여식에 참석함.
 보건부 차관은 동 차량들이 긴요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한국 정부의 배려에 사의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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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바베이도스대사는 동국이 2차에 걸쳐 유엔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 발언을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전달하고,
특히 동 차관이 주유엔대표부에 대한 긴급 훈령 하달 등의 조치를 취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명함.
 주바베이도스대사가 남·북한 경제회담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동향에 관해 문의한 데
대해 동 차관은 북한 측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며 동국의 대북한 수교 불응 입장이 확고함을 북한 측이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함.
 중국(구 중공)대사관을 통한 북한의 접근 동향에 관해서 동 차관은 중국 측의 관련 접근이 없음을 언급함.
 Bird 외상 방한 초청과 관련하여 동 차관은 현재로서는 방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함.

3. OECS(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및 그레나다 3국) 교섭대표단의 1985.1.9. 앤티가 바부다 방문 시
앤티가 바부다 측은 무상원조 요청과 함께 남·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수상은 KAL기 격추 및 아웅산 암살 폭파 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한국 입장을 지지하였음을 강조하고
북한의 호전성과 기만적인 태도를 잘 알고 있으며 카리브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북한의 그레나다
사태 개입 등은 묵과할 수 없음을 역설함.
 수상은 OECS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언명함.
 외상은 북한의 테러행위는 규탄되어야 하며 도미니카 등 주변 국가들과 협의하여 OECS 회의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차관 면담

한국의 대바베이도스 원조(무상원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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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4.6.20. 노동 및 체육상, 체육회장을 면담하고 축구공 336개 및 축구화
360족 등 체육 관련 무상원조를 전달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함.
1. 체육용품 무상원조 시행 경위
 이영호 대통령 특사의 1983.12.11.∼14. 바베이도스 방문 및 동국 체육상 면담 시 양국 간 체육 분야 교류증진을
1072

위해 체육 관련 용품 무상지원을 약속함.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2.21. 신임 대사 부임 시 적당량의 축구공 및 축구화를 전달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함.

2. 농림상 예방 시 바베이도스 측 원조 요청
 Cheltenham 농림상은 한국의 상주 대사관 설치에 따라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농림
수산 분야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한 한국의 원조 가능성을 문의함.

- 사탕수수 운반용 국산 트럭 및 중형 밴 수대
- 어업기술 지도를 위한 한국 어로 전문가 1명 파견
 주바베이도스대사는 상기 요청에 대해 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하고 1984년도 기술협력 사업으로 채소
재배 분야 연수생 1명의 방한 훈련 결정을 통보하고 동 연수생 선발을 요청함.

3. 1984년 후속 무상원조 검토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4.10.17. 다음과 같이 85년 바베이도스에 대한 교육, 체육 및 사회 분야의 후속 무상
원조 시행을 건의함.

- 1983.12월 대통령 특사의 동국 방문 시 체육상 면담, 이에 따른 상기 체육용품 무상원조 및 88 올림픽
홍보 등으로 체육계 인사는 물론 정부 요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고양됨.
- 체육상은 1984.10.15. 공한을 통해 한국이 각종 체육 용품을 추가로 무상원조함으로써 동국의 체육진흥
시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옴.
- 바베이도스가 84년 한국의 무상원조 공여 대상국에서 제외된 사실을 감안하는 한편 차량 등의 지원보다는
체육 용품의 원조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1984.7.6. 바베이도스 올림픽 위원장은 1985.4월 예정된 CARICOM(카리브 연방) 육상경기대회에 대비한
경기장 보수비용 20만 달러 중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Simmons 체육회장 겸 상원의원은 1984.10.17. 기자회견에서 실내경기장 확충을 위해 한국, 미국 및
중국(구 중공)의 원조를 기대한다고 밝힘.

한국의 대바하마 원조(무상원조), 1985

| 85-098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71 / 29 / 1~14(14p)

1. 주미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관민경제협력사절단의 1985.5.29.∼6.1. 바하마 방문 및 Maycock 경제상
면담 시 바하마 측은 10.16.∼22. 바하마에서 개최 예정인 영연방 정상회담에 사용할 10∼15대의
지프 지원을 요청해 옴.
2. 정부는 1985년 바하마가 한국과 단독 수교를 결정한 사실을 고려하여 동 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85∼86년 2년간에 걸쳐 지프 10대를 무상원조 예정임을 10.17. 바하마 측에 통보한바, 바하마 측은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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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주미대사관에 대한 답신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사의를 표함.

한국의 대부탄 원조(무상원조), 1984-85

| 85-0989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1 / 30 / 1~50(50p)

1. 주인도 부탄대사는 1984.2.13. 주인도대사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가 1981년에 원조로 제공한 5대의
지프와 동일한 차종의 지프 5∼6대를 추가로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과거에 원조 받은 5대의 차량은
산림관리사무소에서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추가 차량 지원 시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라고 설명함.
2. 부탄 측 지원요청과 관련하여 주인도대사는 다음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여 부탄 정부의 요청에 따른
1074

동 원조 시행을 건의함.
 부탄은 과거에 유일하게 인도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방글라데시 및 네팔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점차 개방적인 대외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
 국제회의에서도 전반적으로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1983.3월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유리한 발언을 한 바 있음.
 부탄에 대한 원조는 한국의 대비동맹 외교 목적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정부는 1985.11.1. 상기 차량 5대의 부탄 무상지원을 결정하고 부탄 측에 통보함.

한국의 대보츠와나 원조(무상원조), 1984

| 85-0990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협력2과/아프리카2과

MF번호

2015-71 / 31 / 1~25(25p)

주케냐대사는 1984.5.14.∼18. 겸임국 보츠와나 출장 시 Mogwe 외상 및 Chiepe 광물 및 수자원
장관과 면담한바, 보츠와나 측은 동국의 한발 대책에 필요한 양수기 원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정부는 원조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결정함.
1. 주케냐대사의 양수기 원조 시행 건의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전선 6개국 중 유일하게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국의 대 미수교국 관계개선 및

없음.
 보츠와나와의 관계 증진 측면에서 84년 중 10만 달러 상당의 양수기 및 차량 등 무상지원 시행을 건의함.

- 수동 양수기 50대 및 경유엔진 양수기 100대
- 스텔라 차량 10대 및 포니 자동차 부품

2. 주케냐대사는 1984.5월 보츠와나 출장 결과 보고서를 통해 상기 무상원조 시행 건의와 함께 다음
사항을 보고함.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 제의에 대해 보츠와나 측은 한반도 통일이 실현된 이후 공관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답함.
 외상 방한 초청에 대해 10월 총선 일정으로 인해 84년 내 방한이 어려움을 언급함.
 무역협정 가서명과 관련하여 보츠와나 측은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한 관세동맹국들의 양해 및 국내절차 등을
이유로 추후 가서명을 희망함.
 보츠와나 측은 담요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한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한바, 연불 수출 및 투자이행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합작 등 협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투자사절단, 무역사절단 파견 및 1985.7월 보츠와나
국제박람회 참가를 건의함.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동광, 석탄 등 주요 자원개발과 축산물 수출을 통한 외화 수입으로 무역, 경상수지
측면에서 흑자를 실현 중이나 사회간접자본, 제조업의 낙후로 동 분야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및 시장개척 대상국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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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아프리카지역 시장 개척을 위해 긴요한 국가임.
 동국은 1982년 이후 심한 한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81년 이후 한국의 대보츠와나 무상원조가 시행된 바

한국의 대볼리비아 원조(무상원조), 1984-85

| 85-0991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남미과

MF번호

2015-71 / 32 / 1~154(154p)

1. 의약품 원조 및 의료 지원
 주한 볼리비아대사는 1984.5.22.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1983.10월 이후 계속된 동국 북부 지방의 수해
및 남부 지역의 극심한 한발로 인해 각종 전염병이 만연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약품 무상원조를 요청함.
 정부는 1982.10월 출범한 현 볼리비아 정부가 대부분 좌경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에 편승하여 북한이
그간 집요하게 대볼리비아 수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여사한 활동 견제를 위해서는 볼리비아가
1076

심각한 경제 위기와 자연 재해를 겪고 있는 현 시기에 무상원조 제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49,880
달러에 상당하는 의약품 무상 지원을 결정함.
 민족통일 서울시협의회 산하 의료단의 1984.3월 볼리비아 무상의료 지원단 파견 시 무상원조 차원의 5천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별도 지원함.

2. 교육 및 홍보 지원
 1984.12월 2천 달러의 국영 TV 방송국 기재 및 학교 학용품을 무상지원함.

3. 볼리비아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기금 참여 검토
 Araoz 볼리비아 외상은 1985.10.18.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17개국 대사를 초치하고 동국 정부가 de
Cuellar 유엔사무총장에게 한국 등 25개국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볼리비아 경제회복을 위한 1억5천만 달러의
국제기금 조성에 협력을 요청하는 공한을 전달하였음을 설명하고 각국이 이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
 주볼리비아대사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한국이 300∼500만 달러 선에서 긴급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동
계획에 참여함이 좋을 것임을 건의해 옴.

- 북한은 현재 경제협력 제의 등을 통해 볼리비아와의 수교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강화 중으로 경제 위기에
처한 시점에 볼리비아를 지원함은 북한의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임.
- 동 차관은 단기 차관으로 국제 금융기관을 통한 상환 보증 등 위험부담이 없음.
 정부는 IMF 및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반응을 파악하고 Bridge Loan 공여와 관련한 문제점 및 외교적 효과
등을 검토 후 동 기금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한국의 대콜롬비아 원조(무상원조), 1984-85

| 85-099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1 / 33 / 1~31(31p)

1. 주콜롬비아대사는 1984.2.15. 외무부에 다음과 같이 콜롬비아에 대한 무상원조를 건의함.
 1982.8월 Betancur 대통령 취임 이후 신정부는 비동맹 가입, 탈미 독자노선 천명 등 과거와 현저히 다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평화 추구라는 이상주의를 대내외 정책의 기조로 표방함으로써 국내의 게릴라에 대
한 대처 및 대 쿠바관계 설정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보수적인 우익 군부와의 마찰을 초래하고 최근 중국(구 중공) 및 동구권 국가들의 콜롬비아에
대한 진출이 강화되고 있음.
 현 상황에서 주재국의 대쿠바 수교 및 이와 관련한 북한의 활동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83년도
차량 무상원조(앰뷸런스 3대, 소방차 1대 및 경찰 순찰자 15대)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 참전국으로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콜롬비아대사는 1984.5.28. 정부의 무상원조 제공 결정을 통보한바, Betancur 대통령은 8.23. 다음과
같은 감사 서한을 보냄.
 한국 정부의 원조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한국 정부의 배려는 양국 간 오랜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것임.
 콜롬비아 정부가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을 막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현
시점에 경찰차량 등의 지원은 콜롬비아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임.

3. 콜롬비아의 Ocampo 외상 및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1985.2.28. 상기 무상원조 공여식이
있은바, 대통령 비서실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형제국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의를 표하며 금번
원조는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더욱 증진할 것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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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상원조가 대통령실 및 외무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 비추어 84년에도 전년도 수준의

한국의 대중앙아프리카 원조(무상원조), 1984-85

| 85-0993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1 / 34 / 1~76(76p)

1. 1984년 1차 무상원조로 포니 승용차 10대, 봉고 4대(79,586달러) 지원
 중앙아 외무성은 1984.2.17. 공한을 통해 외무성 공용 포니 승용차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Voue To 외상은
2.22. 주중앙아대사 면담 시 동 차량 지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배려를 요청함.
 주중앙아대사는 다음과 같이 동 원조 시행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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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의 주재국에 대한 각종 원조 공약 등 활동 강화 움직임에 대응이 필요함.
- 현재 방기 시내에 포니 승용차가 소량 시판 중임에 따라 동 차량 무상원조를 통해 한국 상품의 선전 및
파급효과를 기대함.
- 특히 주재국 내 영향력이 큰 외상의 요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인의 한국에 대한 친한 입장을 제고할
것임.
 주중앙아대사는 3.12. 외상을 방문하고 한국 정부의 동 차량원조 결정을 통보한바, 동 외상은 자신의 취임
이후 한국 측이 보여 준 제반 우호적 입장에 사의를 표하고, 특히 자신의 요청에 신속히 응답해 준 데 대해
거듭 감사를 표시함.

2. Voue To 외상의 공식 방한(8.27.∼31.) 계기 차량 및 체육용품 추가 무상원조
 정부는 포니 승용차 4대, 미니버스 4대 및 체육용품(98,616달러) 추가 지원을 결정하고 1985년 상반기에 이를
전달하기로 함.
 1985.5.25. 동 무상원조 공여식에서 외상은 한국의 무상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의를 표함.

한국의 대코모로 원조(무상원조),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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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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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모로 Abderemane 대통령은 동국 Kafe 외상의 1985.5.20. 방한 시 전달한 5.17.자 친서를 통해 동국이
최빈국으로 처해 있는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정부는 1983.12월 북한과 단교한 바 있는 코모로에 대한 우호관계 유지 및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85년 중 현금 10만 달러 및 10만 달러 상당의 물자 무상 지원을 결정함.
 정부는 5.29.자 대통령 친서를 통해 상기 무상원조 결정 사실을 통보함.

2. 주프랑스대사는 1986.2.3. 다음과 같이 86년도 코모로에 대한 20만 달러 상당의 어로 장비 무상원조
지원을 건의함.
 코모로는 도서국으로 넓은 어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적인 어업 단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독자적인 어업 현대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에 따라 일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어업
현대화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초보적인 동력화, 간단한 내장 시설 보급 및 어구 장비 제공 등으로도 어업 발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한국이 어업기술 분야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과 연계하여 어업 장비를 제공할
경우 동국 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 수산청 조사단이 1985.11월 코모로를 방문하여 한국 어선의 동국 어장 입어 가능성을 조사한바, 한국의
어업 진출의 견지에서도 어업 장비 제공과 함께 전문가 파견 및 어업 분야 연수생 초청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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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로가 테러리즘을 배격하고 현재 처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용기를 갖고 대처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하며 코모로 정부가 국민의 복리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성원함.
-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은 2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한국의 대도미니카연방 원조(무상원조),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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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관 건립 및 차량 지원
 김영주 특사의 1984.1월 도미니카 방문 시 동국은 청소차 1대, 앰뷸런스 2대 및 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요청해 옴.
 주바베이도스대사의 5.24.∼25. 도미니카 신임장 제정 및 수상 면담 시 정부의 동 무상원조 지원 결정을
통보한바, 동 수상은 사의를 표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함.

1080

- 한국과의 단독 수교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좌경세력 침투 저지를 위한 분명한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 북한이 집요하게 관계 수립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치선전 및 친북한 세력 부식을 위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83년 한국이 무상 지원한 바 있는 포니 승용차의 부속품 지원을 요청함.
 정부는 7월 상기 포니 승용차 부품(1,198달러)을 별도로 추가 지원함.

2. 수해복구 지원금 무상원조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4.11월 카리브 지역 수해에 따른 도미니카의 피해 복구를 위한 3만 달러의 무상원조
지원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도미니카 정부는 재정 사정 악화로 미국, 캐나다 등에 특별지원을 요청할 계획임.
- 단독 수교국으로 유엔 등에서의 도미니카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 및 좌경 야당이 85년 선거
를 앞두고 공세를 강화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현 정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정부는 주바베이도스대사의 건의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12월 2만 달러의 무상지원을 결정함.

-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온 현 Charles 수상의 정치적 입장을 지원함.
- 정부의 신속한 원조 제공은 양국 간 우호관계와 함께 여타 카리브 지역 내의 한국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것임.

3. 도미니카의 1985년도 무상원조 요청
 Charles 수상은 1985.2월 주바베이도스대사 면담 시 다음 내역의 85년 무상지원을 요청함.

- 마을회관 건립 추가 지원금 2만 달러, 차량 4대 및 1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체육용품 지원
 주바베이도스대사는 85년 상반기 도미니카 총선거 이전에 동 무상원조를 적기에 시행함이 현 정부를 측면
지원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건의함.

한국의 대에콰도르 원조(무상원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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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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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에콰도르대사는 1984.2.29. 다음과 같이 84년 중 동국에 대한 25대의 지프차 무상원조 지원을 건의함.
 에콰도르 외무성은 2.10. 공한을 통해 농업연구소에서의 활용을 위한 25대의 지프차 무상지원을 요청함.
 에콰도르는 북한의 중점 침투 대상국으로 학계, 노조, 언론계 내에 상당한 친북 세력이 구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5월 시행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서 좌경 사회주의 후보자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됨.
 상기 대통령 선거 이후 1984.8.10. 신정부 수립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수립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동 무상원조 시행을 통해 북한의 대에콰도르 수교 활동에 대처함이 필요함.
 동 원조 시기는 8월 이후로 추진함이 좋을 것임.

및 페루 3국에 대한 재해 피해 조사단의 1983.8월 보고서를 전달해 오는 한편 에콰도르를 포함한 동
3국에 대한 총 4.25억 달러의 국제적 재정 지원을 권고함.
 1982∼83년 수해로 에콰도르에는 도로, 철도, 교량 등 6.4억 달러 상당의 기간시설 파괴가 발생함.
 에콰도르의 동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1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유엔 사무총장은 1984.2.28. 주유엔대사에 대한 다음 내용의 회람 공한을 통해 남미 볼리비아,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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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엘살바도르 원조(무상원조),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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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4.5월 엘살바도르가 단독 수교국으로 유엔 및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전통적인 우방국가로 북한의 대엘살바도르 관계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한편 6월 출범
예정인 신정부에 대한 우호협력의 표시로 앰뷸런스 2대(18,758달러)를 무상 지원함.
2. 동경 주재 주한 겸임 엘살바도르대사는 1984.10.8. 공한을 통해 동국의 어려운 경제 실정을 설명하면서
의약품 및 앰뷸런스 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Tenorio 외상은 11.30. 주과테말라대사에 대한 공한을
1082

통해 외무성 공용차량으로 활용할 승용차 3대 무상지원을 요청함.
 외무부는 상기 엘살바도르 측의 요청을 고려하여 양국 간의 협력 관계 증진 및 동국의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확보의 견지에서 85년 중 무상원조 지원을 결정하고, 주과테말라대사의 1985.5.31.∼6.4. 동국 출장 시
앰뷸런스 5대 및 스텔라 승용차 3대를 전달하도록 함.
 상기 무상원조 전달 시 Tenorio 외상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최
대한 협조하겠다고 언명함.

한국의 대피지 원조(무상원조),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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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voa 피지 외상은 1985.1.30. 주피지대사를 초치하여 동국의 폭풍피해 복구 작업 현황을 설명하고
전력 복구용 전기기기 및 비상 의약품 지원을 요청함.
 정부는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 및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지원을 고려하여 상기 무상지원을 결정하고 3.12. 동 물자를 전달함.

2. 대우(주)는 피지 태풍피해와 관련하여 동국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피지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1만 달러의 구호금 지원에 대한 외무부의 승인을 요청해온 바, 외무부는 1.25. 동 지원을 승인함.
설탕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음.

3. Tora 농촌개발상은 1985.6월 및 9월 주피지대사를 방문하고 다음 무상지원을 요청함.
 청년 실업자 구제, 도로복구 지원 및 공회당 보수를 위한 약 1만 달러
 학교 건물 보수 및 학용품 구입을 위한 1,5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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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주)는 피지의 제1 수출 산업인 사탕수수 재배를 위한 비료를 독점으로 수출해 왔으며 1월 태풍으로 동국

한국의 대기니 원조(무상원조),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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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세네갈대사는 1984.11.26.∼28. 수교 교섭을 위한 기니 출장 시 4월 외무부 제1차관보의 동국 방문
중에 협의된 바 있는 5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기자재 무상 공여 의사를 재차 전달하고 동 품목 선정을
요청한바, 기니 측은 12.8. 농무상의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원조 제의에 사의를 표하고 다음과 같이
희망 품목을 요청해 옴.
 외무성용 차량 7대 및 농무성용 차량 4대
 양수기 125대, 경운기 100대 등 농기구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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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세네갈대사는 상기 기니 측의 원조 제의 수락은 한국과의 수교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동 원조 시행이 한국과의 수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임에 따라 조속한 원조 시행을 건의해 온바,
외무부는 1985.6월 동 원조 공여를 위해 기니 측과의 협의를 진행함.
 동 무상원조 공여 행사 참석을 위한 정부사절단의 기니 방문 제의에 대해 주세네갈 기니대사관은 6.26. 공한
을 통해 동국 국내 일정 사정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사절단의 기니 방문 연기를 요청해 옴.
 6.27. 주세네갈대사의 기니대사 면담 및 구체적인 연기 요청 사유 문의에 대해 동 대사는 국내적으로 화폐
평가절하 문제 및 경제개발 계획 수립 문제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7월 중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담 및
외상의 소련 방문 일정 등을 거론하고 추후 공여 행사의 시행 가능 시기에 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답변함.

한국의 대과테말라 원조(무상원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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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과테말라대사는 1984년 공관장회의 시 건의 사항 및 3.7. 공문 보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동국에
대한 픽업트럭 10대 무상원조를 건의함.
 과테말라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향후 계속적인 지지 확보가
필요함.
 한국 상품의 수출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국산 차량 지원이 바람직함.
 7월 제헌의회 선거를 계기로 한국의 우호협력의 표시로 동 원조를 시행함으로써 친한 세력의 확충 및 북한의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기대됨.

우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과테말라 국가재건위원회에서 1984.8.8. 거행된 공여식에서 Cerezo 위원장은 한국 정부 및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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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온두라스 원조(무상원조), 1984-85

| 85-100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중미과

MF번호

2015-72 / 6 / 1~98(98p)

1. Larach 주일본 온두라스대사는 1983.12.27. 외무부 미주국장에 대한 서한을 통해 동국 국립농업연구소
에서 농지개혁 지도요원 및 기술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픽업트럭 4대 및 미니버스 1대(45,171달러)
무상원조를 요청해 온바, 정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1984.3.15. 동 무상지원 결정을 동 대사에게
통보함.
 온두라스는 제38차 유엔 총회에서 KAL기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버마 사건 직후 대통령에 대한 조전을 전달해 오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계속 지지해 온 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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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대사의 1983.11.1. 한국에 대한 신임장 제정 시 정부는 온두라스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 방침을 전달하고
품목 및 수량 등을 제시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2. 주과테말라대사는 1984.7월 동국에 출장하여 7.25. 대통령실에서 거행된 동 무상원조 공여식에 참석함.
3. Barnica 온두라스 외상은 1984.8.6.∼9. 방한 시 의전용 차량 등 무상원조를 요청해 온바, 정부는
온두라스의 국제무대에서의 친한적인 입장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 입장 지지 등을 고려하여
동 외상이 요청한 사항 중 다음과 같이 총 109,740달러의 무상 지원을 통보함.
 의전용 승용차 3대
 앰뷸런스 4대 및 마이크로버스 3대
 에어컨 6대

4. 정부는 1985년 온두라스에 앰뷸런스 및 픽업트럭 각 1대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하고 1985.11.27.
주과테말라대사의 동국 출장 시 무상원조 공여식을 거행함.
 Valle 외무차관은 한국 정부의 동 차량 무상원조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계속적인 원조 제공이 양국 간의
우호관계 심화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함.

한국의 대라이베리아 무상원조, 1985

| 85-100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2 / 7 / 1~55(55p)

1. 정부는 1985.2월 라이베리아와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동국 내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한국의 경제발전상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라이베리아 측 요청에 따른 앰뷸런스 2대, 미니버스 8대, 축구공 1,000개 및
경찰용 우의 2,000벌(112,130달러)을 무상원조함.
2. Blamo 대통령실 담당상은 동 무상원조 공여식에서 Dow 대통령을 대리하여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전하고 동 원조가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Dow 대통령은 1985.2.22. 주라이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는 라이베리아에 대한 우호, 친선의 상징으로 라이베리아의 국가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한국 정부의 라이베리아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임.

3. 외무부는 1985.5.28. 라이베리아 경찰청 요청에 따른 워키토키 20대를 무상 지원함.
4. 라이베리아측은 1985년 중 다음과 같이 추가 무상지원을 요청함.
 Forh 주한 라이베리아대사는 1.7. 외무부차관 면담 시 동국 외무성 및 상무성 용으로 국산 고급 차량 무상지원
및 라이베리아 소장 외교관 2~3명에 대한 방한 연수 시행을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9월 외교관 1명에 대한
방한 연수를 승인함.
 Eastman 외상은 1.29. 주라이베리아대사를 초치하여 Dow 대통령의 지시임을 전제로 청소년체육부 사업에
대한 물자 및 청사 건축 공사 지원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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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아대사에게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각별한 배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함.

한국의 대모리타니 원조(무상원조), 1983-84

| 85-1003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2 / 8 / 1~66(66p)

1. 정부는 1984년 모리타니에 트럭 2대 및 의약품(91,012달러)을 무상원조함.
 모리타니 외무성은 1983.12.15. 주모리타니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주재국이 수년간 계속된 한발로 인해 84년
약 11만 톤의 식량 부족 사태가 예상됨을 설명하고 우방국 및 국제기구에 대한 원조 요청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식량 무상원조를 요청함.
 정부는 무상원조는 국산 기자재 공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이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산 트럭 2대(71,054달러) 및 의약품 8종(19,958달러) 등 총 91,012달러의 무상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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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결정함.
 Sidya 식량처장은 1985.1.23. 상기 무상원조 공여식에서 1981년 이래 한국 정부의 계속된 무상원조에 사의를
표하고, 85년에도 한발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원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2. 정부는 1984년 모리타니에 수재의연금 5,000달러를 추가로 무상 지원함.
 주모리타니대사는 9.22. 내륙 Atar 지역 수재로 인해 가옥 2,000여 채의 붕괴 및 1만여 명 이상의 수재민
발생 피해 구호를 위한 의연금 무상지원을 건의해 온바, 외무부는 5,000달러의 수재의연금을 모리타니
정부에 전달함.

한국의 대모리타니 원조(무상원조), 1985

| 85-100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5-72 / 9 / 1~44(44p)

1. 주모리타니대사는 1985.1월 수년간 계속되어 온 한발로 식량 위기에 처해 있는 주재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우방 각국 및 국제기구에 원조를 요청 중임을 보고하고 1985년 중 10만~2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제공을 건의함.
2. 신임장 제정을 위해 방한한 Youssouf 주한대사(도쿄 상주)는 1985.2.22. 외무부차관 면담 시 한국
정부의 식량 원조를 요청하는 공한을 전달하고 정부의 관련 지원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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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리터형 중형 급수차 4대 및 동 부품(155,300달러)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비 5,000달러 현금 지원
 선박기관 및 수산양식 분야 기술연수생 각 1명 방한 연수

4. Deh 모리타니 한해대책위원장은 1985.10.27. 상기 급수차량 무상원조 공여식에서 한국 정부의 원조에
사의를 표하고 동 무상원조는 남·남 협력을 상징하는 것임을 강조함.
5. 대한적십자사는 1985.3월 민간 부문의 경제지원 사업으로 분유 30,360캔을 무상 지원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정부는 1985년 중 다음과 같이 모리타니에 대한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지원을 결정함.

한국의 대네팔 원조(무상원조), 1984

| 85-100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2 / 10 / 1~51(51p)

1. 네팔 외무성은 1984.2.1. 공한을 통해 동국 잠업 지원을 위해 한국이 1972년 이후 무상으로 지원해 온
누에씨 350 상자를 1985년 중 3회에 걸쳐 분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네팔이 누에씨를
잠업시험장과 농촌에 배포하여 잠업사업 기반 확충에 활용 중임을 감안하여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2. 주네팔대사는 1984.8월 다음과 같이 네팔에 대한 약 30,000달러의 잠업기계 무상원조를 건의한바,
정부는 29,895달러의 동 기계 지원, 잠업 전문가 3명 파견 및 네팔 잠업 훈련생 1명 방한 초청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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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이래 추진 중인 잠업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기계부품 추가 지원이 필요함.
 북한은 버마 사태 이후 네팔에서 실추된 외교적 지위 만회를 위하여 매스게임 코치 파견, 교육사절단 방문, 외교부
부부장 방문 등 활동을 강화 중이므로 북한의 여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동 원조 시행이 바람직함.

3. 주네팔대사는 1984.8.22. 유엔 개발기술협력국 산하 룸비니 개발위원회 Basu 조정관 및 동 위원회
네팔 측 책임자가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왔음을 보고하고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함.
 과거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의 제의로 설치된 동 위원회에 한국이 수년 전 50,000달러를 개발기금으로 지원한
이래 원조 제공이 중단되고 있음.
 동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한국이 1백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함.
 최근 수년 동안 주한 겸임 네팔대사 및 동 위원회 측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문공부 관계자 및 불교계
대표들을 면담하고 지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회답을 받지 못함.

한국의 대니제르 원조(무상원조), 1985

| 85-100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2 / 11 / 1~25(25p)

1. 주니제르대사는 1985.7.2. 니제르에 약 20만 달러 규모의 지하수 개발을 위한 무상원조를 다음과
같이 건의함.
 Algabid 수상 및 Tounkara 수자원 및 환경 장관은 1985.6월 면담 시 동국 최대의 정책사업인 수자원 개발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동 개발 및 수리사업에 한국의 무상지원을 요청해 옴.
 상기 요청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미국, 프랑스, 서독 등 서방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대규모 원조사업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하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본국 정부와 협의 후 가능한

조 사업에 한국의 지원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85년 중 약 20만 달러 규모의 지하수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원조를 건의함.
 니제르 수자원 및 환경성이 송부해 온 지하수 개발 단위 사업별 상세 경비 내역에 의하면 펌프 설치에 11,892달러,
우물 굴착에 14,775달러가 각각 소요됨.

2. 주니제르대사는 1985.10.8. 다음과 같이 상기 무상지원을 재차 건의함.
 북한대사의 9.26. 쿤체 대통령 면담 시 북한 측은 니아메이 국립대학 법과대학 건물 신축공사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북한 측의 제안은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니제르가 한국 입장을 지지하고 9.9절
행사 방북 초청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과의 우호관계 견제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상기 1항 한발 구호 사업비 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국산 수송차량, 기자재 등의 지원을 재차 건의함.

3. 한국·아프리카 친선연맹은 1985.7월 반창고 등 의약품을 Moudi 보건상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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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함.
 한국의 상주공관 개설을 계기로 동국 수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 고위 인사들이 니제르의 한발방지 원

한국의 대파나마 원조(무상원조), 1984

| 85-1007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2 / 12 / 1~66(66p)

1. 주파나마대사는 1984.3.20. 다음과 같이 83년도 수준인 2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시행을 건의함.
 파나마는 중남미 상업, 금융의 중심지로 역내 정치, 경제상의 위치가 크게 향상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은
파나마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대파나마 진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바, 파나마는 그간
한국과의 단독 수교를 유지하면서 각종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지지하고 있음.
 향후 북한의 대파나마 진출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무대에서 파나마의 계속적인 지지 확보를 위하여

1092

전년도 수준인 2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공여가 긴요함.
 농·목축 관련 국제박람회가 1985.3월 파나마에서 개최될 예정으로서 동 전시회에는 중남미 각국의 다수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전시회에 국산 트랙터 및 경운기를 전시한 후에 농·목축성에 기증하면 국산
농기구의 홍보와 함께 농기구 수출시장 개척 및 합작투자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일본은 84년 중 일본-파나마 기술연구소에 900만 달러, 국립 암연구소에 300만 달러, 텔레비전 교육방송에
500만 달러 등 총 1,700만 달러의 기자재, 기술훈련, 전문가 파견 등의 원조 사업을 시행 예정임.

2. 정부는 1984.7월 다음과 같이 206,252달러의 무상원조 품목을 결정하고 파나마 정부에 통보함.
 경운기 10대, 트랙터 7대 등 농기구 11종
 의약품 및 의료기기 47종
 체육용품 22종

한국의 대파푸아뉴기니 원조(무상원조), 1984

| 85-100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2 / 13 / 1~10(10p)

1.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4.2.13. 주재국 내 Rabaul 지역 화산 폭발 위험 및 폭발 시 예상되는
이재민구호, 복구사업에 대비하여 양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인도적 견지에서 2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지원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3.15. 의약품 9종(19,295달러)을 무상원조함.
2.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4.3.22. 주재국의 화산 폭발 위험성 등 특수사정 및 여타 외국공관의 지원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과 별도로 공관장 판단하에 사용이 가능한 지원금
 주재국 지역별 소규모의 개발계획 지원 요청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소액 지원으로 홍보 효과가
기대됨.
 각종 자선단체에 행사에 대한 수시 지원으로 친한 세력 저변을 확대함.
 한국의 경제협력, 투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진출의 기반을 조성함.
 당지 외국 공관들은 여사한 자금을 활용한 각종 단체에 대한 현물 또는 현금 지원을 통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3. 상기 2항 건의에 대해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관장 판단하에 사용할 수 있는 무상원조 자금
지원은 어려움을 통보함.
 무상원조는 국산 기자재 공여를 원칙으로 함.
 현금지원은 난민구호금, 수해의연금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시행 중으로 지원 시에도 원조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동 지원 규모를 결정함.
 필요한 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수시로 건의하면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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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달러의 별도 배정을 건의함.

한국의 대팔레스타인 원조(무상원조), 1983-84

| 85-1009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5-72 / 14 / 1~34(34p)

1. 정부는 대아랍권 외교 강화 및 대팔레스타인 관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총 100만 달러의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1981년 이래 매년 30만 달러를 팔레스타인 대학생 장학기금으로 무상 지원해 온바,
1983.2월 주유엔대사를 통해 미국 뉴저지 소재 아랍장학재단(Student Aid International)에 30만 달러를
전달함.
2. 주일대사는 일본 주재 아랍제국 대사관 공동 주최로 1983.3.24. 개최될 예정인 팔레스타인 난민구호를
1094

위한 자선바자회에 기증할 물품 지원을 건의해 온바, 정부는 아랍제국과의 기존 유대관계 심화 및 PLO
와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자개류, 수공예품, 인삼제품 및 보석류 등 4,900달러의 물품을 지원함.
 동 바자회에는 일본 주재 15개 아랍국가,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및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외교단이 참가
한바, 주일대사관은 상기 정부 기증 물품 및 부인회 기증 품목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44만 엔, 입장권 판매대금
5만 엔을 아랍부인회에 전달함.
 정부 지원 물품 중 판매되지 않은 품목은 5.20. 개최 예정인 아시아 지역 회원국 불우아동 지원을 위한 아시아
지역 부인회 자선바자회에 출품할 예정임.

3. 정부는 1984.3월 팔레스타인 대학생 장학금 잔액 10만 달러를 아랍장학재단에 전달함.
 Qutub 아랍장학재단 회장은 1.29. 주쿠웨이트대사를 방문하고 동 기금 잔액 10만 달러를 30만 달러로 증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바,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당초 기금 잔액만을 지원함.

한국의 대페루 자전거 지원, 1984-85

| 85-1010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2 / 15 / 1~69(69p)

1. 주페루대사는 1984.2월 다음과 같이 동국 대통령 영부인의 사회사업 및 국민협력운동 지원을 위한
2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지원을 건의함에 따라 정부는 동 일부 지원을 시행함.
 북한은 최근 페루 정부, 여당에 대한 접근과 병행하여 85년 총선거에서 집권이 유력시되는 야당 대통령후보를
비롯한 중진 인사들의 방북 초청, 고위사절단 파견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그간 한국의 대페루 무상원조 지원이 북한의 활동에 대처하고 한국의 홍보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해 온
사실을 감안하여 84년에도 20만 달러 상당의 국산 기자재 무상원조를 건의함.

각별한 사의를 표함.
3. 유엔 사무총장은 1984.2.28. 주유엔대사에 대한 회람 공한 및 첨부된 1982∼83년간의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에서 발생한 재해 보고서를 통해 페루에 대한 1.8억 달러의 지원 필요성 등 동 3국에
대해 총 4.25억 달러의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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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무상원조에 대해 Belaunde 대통령 영부인은 1984.12.15.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배려에

한국의 대스리랑카 원조(무상원조), 1984

| 85-101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서남아과

MF번호

2015-72 / 16 / 1~11(11p)

1. 정부는 1984년 스리랑카에 직업훈련소 설치 기금 10만 달러 및 기계, 공구류(20,294달러)를 무상원조함.
2. 주스리랑카대사는 1984.12.7. 보고를 통해 12.10. 예정된 대통령 특사의 동국 방문 및 외상 면담 시
스리랑카 측이 군수품 원조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이 좋을 것임을 건의함.
 군수품 원조는 인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이 인도-스리랑카 사태에
1096

개입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는 입장에서 외상의 발언을 청취하는 선에서 국한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양국 간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고려하여 스리랑카가 어려운 실정에 당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 무관심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비군수 품목을 대상으로 원조 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함이 좋을
것임.
 스리랑카는 자체 예산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업체로부터 일부 군 장비 수입을 검토 중인바, 동 구입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1984.12. 대통령 특사의 스리랑카 방문 시 양국 간 경제협력 관련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프레마다스 수상은 대우와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의 성공 및 새마을운동 관련 교류 증대를 희망함.
 하미드 외상은 양국 기업 간의 협력 추진을 희망하고 이를 위한 통상해운상의 85년 중 방한을 제의함.
 디싸나야케 국토개발상 면담 시 마하벨리 배수로 공사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한국의 용역 제공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동 장관의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기여에 대해 사의를 전달하는 한편 개발 분야 협력
강화방안 협의를 위한 85년 중 방한을 초청함.
 콜롬보 경제개발처장 주최 오찬 및 합작투자 증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함.

한국의 대세네갈 원조(무상원조), 1984-85

| 85-101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2 / 17 / 1~93(93p)

1. 주세네갈대사는 1984.1.21. 다음과 같이 83년 한발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주재국에 대해
5만 달러 상당의 양곡 무상원조를 건의함.
 한국 대통령의 세네갈 공식 방문 이후 세네갈에서의 한국의 지위 및 북한에 대한 우위는 확고하게 확보되었
으나 북한은 외교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2월 이후 세네갈에 파견하여
원조 및 협력 등을 제의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최근 네덜란드가 120만 달러, 서독이 20만 달러, 알제리가 40만 달러, 인도네시아가 1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각각 원조하였음을 고려하는 한편 주재국이 한국에 대하여 금년분 원조로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고 있음을

2. 정부는 상기 주세네갈대사의 건의 및 1984.7.9.∼12. 동국 Diouf 대통령의 공식 방한 시 세네갈 측의
지원 요청을 감안하여 동국에 대한 종합적인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무상원조 시행을
결정하고 84년 중 세네갈 정부에 전달함.
 Diouf 대통령 방한 시 세네갈 측의 지원 요청 사항

- 한발 극복 등을 위한 특별 무상원조
- 현재 군수품 조달을 프랑스 및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급선 다변화의 일환으로 한국으로
부터의 M16 소총, 배낭, 담요, 군화, 텐트 등 군수품의 일부 수입, 일부 원조를 희망함.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 내역

- 식량원조 기금 5만 달러
- 배낭, 모포 및 군화 4,000여 명 분량 등 299,862달러 상당의 군용장비 지원
- 스텔라, 로얄프린스, 봉고 차량 각 2대(각 생산업체의 무상 기증)
- 특별지원금 3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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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5만 달러의 조기 원조 시행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대스와질랜드 원조(무상원조), 1985

| 85-101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2 / 18 / 1~67(67p)

1. 외무부는 1985년 스와질랜드에 30,000달러 상당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무상원조를 제공함.
 주케냐대사는 1985.7월 북한의 스와질랜드 접근 활동에 대한 대처 및 한국과의 단독 수교국으로서의 기존
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무상원조를 건의함.
 외무부는 상기 주케냐대사의 건의 및 8월 정부 비동맹교섭사절단의 동국 방문 시 스와질랜드 측의 요청을
감안하여 3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무상원조를 결정함.
 Phiwokhakhe 스와질랜드 보건상은 1986.4.23. 상기 무상원조 전달식에서 의약품 및 의료시설 부족으로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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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동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함.

2. 정부 파견의사 이익환에 대한 파견근무 연장 문제
 동인은 보츠와나 주재 정부파견의사로 근무해 오던 중 현지인 의사와의 불화로 인해 1976.11.30. 동국
정부로부터 계약 연장 불허 조치를 통보받고 스와질랜드로 전임됨.
 상기인은 스와질랜드 근무 중 여타 한국 정부 파견의사 및 교민들과의 불화, 관할 공관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외무부는 1984.12.7. 동인에 대해 타 지역 전출 결정을 통보함.
 동인은 외무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Bhekimpi 수상 등 스와질랜드 정부 요로를 상대로 구명운동을 계속하여
Bhekimpi 수상은 1984.12.5. 한국 대통령에 대한 서한을 통해 동인의 계약 연장을 요청함.
 외무부는 1985.1.28. 대통령의 동 수상에 대한 답신을 통해 검토 결과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통보할 것임을
회신하고, 1월 주케냐대사관 직원을 파견하여 스와질랜드 측에 한국 정부의 의료단 파견 및 운영 방침에
따른 동인에 대한 전임의 불가피성과 향후 정부의 계속적인 의료지원 및 기술협력을 통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노력을 설명함.
 상기 정부의 설명에 대해 Bhekimpi 수상은 3.20. 대통령 앞 전문을 통해 85년 말까지만이라도 이익환의
근무를 연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 온바, 정부는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85년 말까지 동인에
대한 근무 기간 연장을 승인함.

한국의 대부르키나파소 원조(무상원조),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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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부르키나파소대사는 1985년 중 다음과 같이 무상원조 지원을 건의함.
 Sankara 대통령은 1985.3.18. 면담 시 최근 한국의 군복 지원 결정에 대한 사의와 함께 양국 간의 우호 관계에
만족을 표명함.
 Toe 총무처장관은 5.24. 면담 시 1983.9월 박찬긍 특사의 동국 방문 중 자신과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억장치가 부착된 사무용 전동타자기 10대 및 TV 방송장치 원조를 요청하고 금번 요청이 5.22. 각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한바, 동국 고위층의 거듭되는 지원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대응보다는

1간이 진료소 설치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동 사업에 대한 각국의 지원을 요청한바, 한국이 생산 가능한 1만
달러 상당의 의료기기, 의약품 원조를 건의함.

2. 외무부는 Sankara 대통령이 요청한 군복 지원, 현안 중인 양수기 지원 문제 및 상기 건의에 대해
1985.11월 다음과 같이 검토함.
 부르키나파소는 Sankara 대통령의 1985.9.3.∼8. 북한 방문 이후 친북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동국은 북한의 사주에 따라 한국 정부 파견 태권도 사범을 군사기밀 첩보 수집 활동을 이유로 근거도 없이
추방할 움직임을 보이고 진상 조사를 구실로 한국 대사의 아그레망 신청에 대한 동의를 지연하고 있는바, 동
현안 문제 해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의료품 무상원조 등을 신속히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3. 1985년 중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무상원조 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부르키나파소대사는 11.10. 어린이날 행사에 10만 세파프랑의 기부금을 전달한바, 가족발전부장관은 11.27.
감사 서한을 송부함.
 외무부는 축구공, 축구화, 유니폼, 배구공, 배구 네트 등 300여 점의 체육용품을 12.20. 주부르키나대사관으로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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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대체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원조를 시행할 것을 건의함.
 보건장관은 9.20. 동국 주재 각국 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를 초치하여 의료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1부락

한국의 대OAU 원조(무상원조),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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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년 특별지원금 2,000달러 무상지원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3.3.31. 6월 제19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OAU 측 요청
에 따라 동 회의 기간 중 사용을 위한 승용차 50대 무상지원을 건의함.
 OAU 신임 사무총장은 6.23. 주에티오피아대사 면담 시 동 기구 본부 내 의료시설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X-ray 설비 등을 위한 125,000달러의 무상지원 가능성을 문의함.
 OAU 측은 7월 상기 의료장비와 함께 구급차, 복사기 등 회의용 설비 및 행정용 차량 무상 지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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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바,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의료실 확장 공사 지원에 대해서는 동 기구 건물이 에티오피아 정부 소유임에
따라 지원이 어려움을 OAU 측에 전달하고 동 기구의 중요성, 향후 대OAU와의 효과적인 교섭을 위해 구급차
1대 및 행정용 차량 14대 지원을 건의함.
 외무부는 상기 무상원조 요청을 검토 후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10.31. 예년 수준의 Onu 사무총장에
대한 특별지원금 2,000달러를 전달함.

2. 1984년 차량 2대 및 특별지원금 3,000달러 무상지원
 Onu OAU 사무총장은 1984.4.10. 주에티오피아대사 면담 시 1983년 이래 요청해 온 의료실 설치 지원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구급차 등 차량 2대 무상지원을 요청한바,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20차 OAU
정상회의 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동 회의 개최 이전 차량 2대 지원을 건의함.
 외무부는 11월 구급차 및 봉고 차량 각 1대(총 18,870달러) 무상지원 결정을 동 기구에 통보하고 Onu 사무총장에
대한 특별지원금 3,000달러를 11.30. 전달함.
 1985.5.30. 동 차량 2대에 대한 전달식이 개최됨.

한국의 대ARCEDEM(아프리카 공업디자인 및
제작센타) 원조(무상원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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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 소재한 아프리카 공업디자인 및 제작센터(ARCEDEM)는 1984.2월 재무장관에
대한 서한을 통해 1984년 중 4개의 작업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기계 설비 또는 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요청함.
1. 동 센터 현황(주케냐대사 보고)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의 후원 및 1977.11월 제4차 아프리카 제국 상공장관
회의 결의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간의 기계 고안 및 제작에 관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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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월 21개 회원국으로 정식으로 발족함.
 1984.6월 현재 23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가 약속한 기여금 800만 달러, 유엔개발계획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UNDP) 지원금 43만 달러 및 여타 회원국 기금으로 운영 중으로 케냐, 수단, 라이베리아, 베냉, 부룬디 5개국이
이사국임.

2. 한국에 대한 지원요청 경위
 동 센터 이사회는 1984.2월 동 센터의 84년 사업목표인 4개 작업실 설치를 위해 한국 등 원조제공이 가능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 요청을 결정함.
 케냐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구 중공), 캐나다 및 북한에 대해 공작기계설비 지원을 요청함.

3. 외무부의 검토결과
 동 센터는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잠비아, 탄자니아 등 미수교국 9개국이 회원국인
점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 미수교국 관계개선을 위해 지원함이 바람직함.
 북한은 일정 수준의 지원에 응할 것으로 예상됨.
 요청 품목 중 한국이 생산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챠드 원조국회의, 제2차. Geneva, 198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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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차 차드 원조국회의에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를 파견함.
1. 회의 개요
 1985.12.4.∼6. 제네바 개최
 주제네바대표부 김광동 참사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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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등 16개국 및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 10개의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UNDP(유엔개발계획) 주관으로 차드 측이 준비한 각 분야별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총 245백
만 달러에 달하는 차드에 대한 향후 3년간의 개발지원계획 수립을 목표로 함.
 제네바 개최 1982년 제1차 동 원조국회의 이후의 차드의 경제개발계획 성과,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원 방안을 협의함.

2. 한국의 참가 경위
 IBRD/IMF(국제통화기금) 총회 참석차 1985.10월 방한한 Yodoyman 차드 기획부장관은 동 원조국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단 파견을 요청함.
 주카메룬대사는 1985.11.22. 특사 자격으로 카메룬을 방문한 Lassou 차드 외상을 예방한바, 동 외상은 한국의
원조에 사의를 표하고 동 원조국회의에 한국의 참석을 요청함.
 정부는 차드가 1985년 비동맹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한 바 있으며, 차드 측의 참석 요청을
고려하여 정부대표 파견을 결정하는 한편 동국의 한발피해 등 경제난을 감안하여 1986년도 무상원조
지원 대상국에 차드를 포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3. 회의 결과
 프랑스, 스위스, EC(구주공동체), 쿠웨이트, IBRD,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대표의 차드의 경제개발계획
성과 및 현 차드 경제현황에 대한 평가가 발표됨.
 참가국들은 원조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다음 분야에 대한 원조 및 지원 계획을 발표함.

- 미국: 농업, 도로운송 및 교육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무상원조
- 프랑스: 농업, 도로, 기술 원조
- EC: 식량 자급자족, 사막화현상의 확장 방지 대책, 보건 분야 지원
- 기타 스위스, 이탈리아, 이집트, 사우디 등의 지원 계획 발표

대코모로 원조공여국 회의, 제2차. Paris,
1985.1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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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fe 코모로 외상은 1985.8.9.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10.16.∼18. 파리 개최 제2차 코모로 원조공여국
회의에 양국 간 유대관계 강화의 견지에서 한국 대표단의 동 회의 참석을 초청함.
 동 외상은 동 회의에서 1984.7월 개최된 1차 회의 시 결정된 코모로 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
의제에 따라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함.

- 1983∼86년간의 중간계획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 제1차 회의 시 논의된 재원조달 목표 및 실현 현황 점검
- 원조 조달을 위한 협력 및 진전 전망

 외무부장관은 1985.8.29. 답신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의 확대와 강화를 희망하고 동 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임을 통보함.
 정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부 대표단 파견을 결정함.

- 코모로는 북한의 랑군 암살폭파사건과 관련하여 1982.12.3. 북한과 단교를 결정한 단독 수교국으로
정부는 동국 수도 모로니에서 개최된 제1차 원조공여국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국의 어업연수생
1명 방한 연수와 함께 차량 2대, 교통 및 통신 분야 국산 기자재 및 체육용품 등 26만 달러를 무상 지원
한 바 있음.
- Kafe 외상의 1985.5월 방한 시 20만 달러 규모의 국산 기자재 원조를 약속함.

3. 코모로 정부는 1985.9.6. 공한을 통해 상기 회의 개최의 무기 연기를 통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정부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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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원조국 회의, 제3차. Paris, 1985.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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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1985.11.19.∼20. 파리 개최
 주프랑스대사관 박창일 참사관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원조국 8개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및 한국, 브라질, 네덜란드, 스페인 등 옵서버 4개국이 참석함.
 동 회의에서 가나 정부의 경제재건 사업계획 설명에 대한 각국의 동 검토 및 지원 공약이 발표될 예정으로
1104

국제금융기관의 3억 달러 지원, 각국의 3억 달러 지원 등 총 6억 달러의 지원 서약이 예상됨.

2. 한국의 참가 경위
 Botchwey 가나 재무경제기획상은 1985.10.23. 주프랑스대사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동 회의
참석을 초청함.
 동 재무경제기획상은 10.29. 가나 주재 외교단을 초치하여 각국의 동 회의 참석 및 원조 서약을 요청함.
 정부는 가나와의 관계 증진을 고려하여 1, 2차 회의 시와 같이 옵서버 파견을 결정하는 한편, 한국이 여타
선진국들과 같이 다자간 협력회의에서 원조를 공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적절히 표명하도록 함.

- 1982년 이래 가나에 대한 한국의 7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사업내용 설명
- 남남협력 정신에 입각한 지원 및 협력관계 확대 희망, 기술협력의 계속적인 확대 및 민간 부문의 협력
적극 권장

3. 회의 결과
 당초 IBRD가 권고한 5억 달러 지원을 상회하는 총 5억 1천만 달러의 원조가 서약된바, 세계은행은 양자원조
2억 1천만 달러, 다자원조 3억 달러 이상의 서약 결과를 발표함.
 각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 공약 현황

- 캐나다 700만 캐나다 달러, 프랑스 1억 프랑의 상업차관, 미국 18.3백만 달러, 영국 3천만 달러, 서독은
38.8백만 마르크 수준 유지 노력, 일본은 가나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요청 접수 후 검토 예정
-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3,800만 달러, IBRD 2억 달러, UNDP(유엔개발계획) 885.4만 달러, EEC
(구주경제공동체) 6,800만 달러

모리셔스 원조국 회의, Paris, 1985.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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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참가 경위
 Jugnauth 모리셔스 수상은 1985.3.1. 주케냐대사에게 한국 정부대표의 동 회의 참석 초청서한을 송부함.

- WB(세계은행) 주관으로 개최 예정인 동 회의 관련 원조계획 설명 및 회의 참가 요청을 위해 3월 중
정부대표단을 한국에 파견 예정임.
- Ghurburrun 경제기획개발상이 인솔하는 동 대표단 방한 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장관 면담을
희망함.
 Gayan 외상은 3.18.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회의 참가 초청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재정 원조, 전대차관 200만 달러, 합작투자 등 한국 기업의 모리셔스 진출 장려,
200만 달러 상당의 예인선 1척 지원, 200만 달러 상당의 수송 장비 및 100만 달러 상당의 시멘트 하역
시설 건설 지원
 이에 대해 외무부는 그간의 모리셔스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 실적을 감안하여 모리셔스 대표단 접수 대신 동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모리셔스 측과 협의하도록 결정하고 4.23. 정부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
예정임을 회신함.

2. 정부 대표단에 대한 훈령
 모리셔스의 구조개편 계획을 비롯한 경제 정세 파악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

- Jugnauth 수상의 1984.8월 방한 이후 양국 관계 강화에 만족 표명
- 남남협력 차원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희망 및 가능한 협력 관계 지속 의지 전달

3. 회의 결과
 1985.5.13.∼15. 파리 개최
 주프랑스대사관 권인혁 공사가 정부대표로 참가
 참가 각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약 2억 달러의 원조 제공을 약속
 한국은 정부의 제3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원조 실적과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모리셔스에 대한 기술 공여,
수송 장비 및 부두 하역시설 관련 현물지원 계획, 민간기업의 동국에 대한 진출 장려 입장을 발표함.
 Lutchmeenaraidoo 모리셔스 재무상은 6.17. 정부 대표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의 협력 증진 희망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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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함.

아프리카 긴급상황회의, Geneva, 1985.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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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참가 경위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은 1985.2.23. 외무부장관 앞 전문을 통해 최근 아프리카지역의 극심한 기근사태
구호를 위한 동 긴급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석을 초청함.
 동 회의에서는 1984년 이래 범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구호활동의 종합 평가 및 각국의
추가 지원 문제가 토의될 예정으로 외무부는 한국의 적극적인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 부각 및 대유엔, 비동맹
외교 강화의 견지에서 대표단 파견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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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기본 입장 및 훈령
 아프리카 지역 한발에 따른 극심한 기근사태 구호를 위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의 구호활동과
함께 긴급 원조를 시행함.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제국의 중장기적 자조,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함.
 한국의 기본 입장 및 구호활동을 소개하여 적극적인 대아프리카 협력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1982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시 제창한 바 있는 남남협력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부각함.
 구호 대상국에 앙골라, 기니, 잠비아,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등 미수교국을 포함하여 정부의 인도적 구호
입장을 전달하고 관계 개선에 활용함.
 기근 피해 상황, 각국의 구호활동, 회의 내용 등을 파악함.

3. 회의 결과
 1985.3.11.∼15. 제네바에서 개최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 참석
 동 회의에는 135개국 대표가 참석하여 1.5억 인구의 20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구호 방안을 협의한바, 당초
목표한 16억 달러 지원 규모를 상회하는 원조 계획이 결정됨.
 특히 미국은 10억 달러 부담을 공약하고 이탈리아는 9억 달러 상당의 공여를 약속함.
 정부대표는 기조연설 등을 통해 상기 정부의 기본 입장 및 제반 구호활동을 설명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구호 및 향후 대책 강구 필요성을 강조함.
 정부는 1985.4월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케냐 및 잠비아에서 속개된 후속 국별 회의에 주재 및 관할 대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하여 한국의 원조 및 협력 현황과 계획을 설명함.

국제상사(주)의 서호주 알미늄 제련공장 건설
사업 합작 투자,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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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상사의 사업 추진 경위
 (주)국제상사는 1982.6월 45%의 자본 참여를 조건으로 서호주 정부와 총 공사비 9억 달러, 연 생산 22만 톤
규모의 제련소 건설을 위한 합의의정서를 교환하고 1984.8월 후속 합작투자 기본계약서를 체결함.
 Burke 서호주 수상은 1984.12월 공식방한 시 1985.3월중 호주 연방정부의 승인 및 4월 시공을 목표로 상공부 및
국제상사와 동 건을 협의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및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함.

2. 국제그룹 파산 이후 동 사업에 대한 양국 정부 입장
극동건설 등 여타 한국 기업이 동 사업계획을 인수하여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서호주 정부는 자본, 경험의 측면에서 극동건설의 사업승계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한국중공업,
현대 등 대기업의 공동참여 및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 또는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함.
 Parker 서호주 광업에너지장관은 동 건 협의차 1985.4월 방한하여 사업 추진 문제를 협의함.

3. 서호주 정부의 사업추진 무기한 연기 결정
 정부는 삼성, 현대, 한국중공업 등의 참여를 통한 동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모색한바, 동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냄.

- 삼성 및 현대는 45%에 달하는 지분 참여 비율이 과다하다는 입장임.
- 전반적인 수출 부진, 국내 여신규제 등의 경제상황 악화 및 세계 알루미늄 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우려함.
 서호주 정부는 1985.4.22. 현대가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식 발표하고, Financial Review
지는 6.24. Burke 수상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동 사업을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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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2월 국제그룹의 파산 및 주력기업 매각결정에 따라, 정부는 대외신용도 유지 및 통상진흥의 측면에서

재일본 동포의 중공자동차 학원 합작 설립,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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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5.8.1. 중국(구 중공) 내 자동차운전교습학원 합작설립을 허가함.
1. 재일교포 오판술은 일본 하마마쓰 시에서 자동차운전교습학원을 경영 중 1985.2월부터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과 중국 내 자동차운전교습학원 합작설립 문제를 협의함.
 중국 진출 실현 시 국산 자동차 수출을 계획하던 동인은 4월 방한하여 현대자동차 측과도 동 수출 문제를
1108

협의함.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천진 등에 동 학원 설립 문제 협의를 위한 2주일간의 중국 방문 허가를 5.27. 주요코하마
총영사관에 신청함.

2. 정부는 1985.8.1. 다음과 같은 중국과의 합작투자 및 교역 지침과 동인의 중국 방문 및 학원 합작설립은
해외교포를 통한 중국 진출의 기회가 될 것임을 고려하여 동 방문을 허가하는 한편, 합작사업 실현
시 한국산 자동차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을 요청함.
 한국 국민의 중국과의 합작사업 선례는 없으나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필요 사항을 등록하고 수출보험이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함.
 입국 2주 전에 관할 공관에 허가를 신청, 본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중국 방문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3. 주요코하마총영사는 1985.7.10. 동인과의 면담 후 다음과 같이 건의함.
 교습학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산 교습용 차량의 중국 수출을 위한 정부의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함.
 동인이 경영 중인 일본 내 학원에 종사하는 재일동포들의 후속 중국 방문 허가는 본부 허가 없이 현지에서
포괄적으로 처리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4. 동인은 1985.11.20.∼27. 중국 방문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외화 사정 등으로 당초 계획한 천진에
동 학원 설립이 문제가 있을 경우 북경에 설립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임을 보고함.

동양종합기술건설(주)의 중앙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사업 합작투자,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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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작투자 경위
 중앙아는 매년 60만 캐럿 상당의 중급 품질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동 생산량의 50%가 밀반출되고 있는
바, 프랑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일본 등의 외국 민간회사들이 투자함.
 한국의 매년 다이아몬드 수요량은 장신구용으로 약 1만 캐럿, 공업용으로 약 5만 캐럿으로 추산되며 매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바, 동양종합기술건설(주)는 1983.4월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에 투자계획서 제출을
통해 다이아몬드 채광 및 가공이 한국 민간기업의 중앙아 자원개발 진출에 유력한 분야로서 다이아몬드
공급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임에 따라 동 사업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주중앙아대사관은 1983.4.19.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과 함께 정부의 지원을 건의함.

- 중앙아 정부는 해외자본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투자법과 광산법상
외국인 투자 및 합작에 대한 제한이나 불이익의 위험이 없는바, 양국 간 최초의 합작사업 추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실현 시 한국의 대중앙아 인력진출 및 실질 협력관계 증진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이 바람직함.
- 공관 차원에서 중앙아 고위층 접촉 강화를 통한 계약 주선, 계약절차 관련 편의 제공 및 협조, 관련
시장동향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외무부는 4.28. 재무부 등 관계 부처에 아프리카 진출 장려 차원에서 주중앙아대사의 건의를 검토하여 의견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함.

3. 합작투자 합의서 서명
 동양종합기술건설(주)의 남덕현 사장은 1984.5.29. 중앙아를 방문하고, 동양, 벨기에 SODICA 및 CND(중앙아
국영다이아몬드) 3자 간에 다음 내용의 합작투자 합의서에 서명함.

- 동양 및 벨기에 SODICA사는 CND사의 주식 25%(37,868,175세파프랑)를 각각 인수함.
- CND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증자 결의를 거쳐 동양 측은 1985.6월말 이전 주식 1,250주(32,500,000
세파프랑)를 추가 매입함.
- 동양 측은 민간 대주주 자격으로 CND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SODICA는 CND 이익금이 자본금의 15%
미만일 경우 경영권 관련 조항을 개정할 수 있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중앙아대사의 검토 의견 및 정부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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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휘지 합작투자,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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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지대사는 1983.11월 한국은행에 대해 동국 진출 한국기업 대영종합개발(주), 대화식품
(주) 및 동양석판(주)의 해외투자허가를 요청함.
1. 대영종합개발은 1982년 피지의 Prominence International Fijian Ltd.의 합작회사인 Fi-Ko Engineering
Co.,Ltd.를 설립하고 1983.4.11. 경제계획개발성으로부터 생선 통조림 합작회사 설립 허가를 득하여
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1월 해외투자허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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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12.7. 동 허가 신청을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를 추후 통보할 예정임을 회신함.

2. 대영종합, 대화식품 및 동양식품 등 3개 회사는 1984.6월 피지 Vonu Industries Ltd.와 합작으로 다음과
같이 Vo-Ko라는 고등어 통조림 공장을 설립 추진 중으로 동 합작회사의 설립 실현 시 한국의 석판 등
원자재 수출 및 한국 기술 인력의 송출 등 경제 진출 효과가 기대되며 국위 선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허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함.
 Vo-Ko사는 총 자본금 50만 달러 규모로 한국 측 3개사가 60%, Vonu사가 40%를 각각 출자 예정임.
 피지 당국은 Vo-Ko사가 당지 최초의 생선 통조림 공장 설립이라는 점에서 통조림 생산 시 외국산 고등어
통조림의 수입금지 조치 및 금융지원 등의 특혜를 약속함.

대룩셈부르크 합작투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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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Poos 부수상 겸 외상은 1985.5.5.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효성그룹이
추진 중인 타이어 steel cord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경우 동국이 합작 투자
하여 한국에서 동일한 품목을 생산 중인 TAK(Trefil Arbed Korea)사의 정상운영이 위태롭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동 설립 허가 연기 등 한국 정부의 호의적인 고려를 요청함.
1. 한·룩셈부르크 합작 TAK(Trefil Arbed Korea)사 현황
 1977.9월 한·벨기에 상공장관 회담 시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고려제강과 TA사가 각각 500만 달러를 출자하여

2. 효성그룹의 제2공장 설립 계획과 관련한 TAK사 입장
 Poos 부수상 겸 외상의 요청과 병행하여 TAK사의 부사장은 1985.9.12. 주벨기에대사를 방문하고 최근 steel
cord 품목의 수요 감소로 동사의 월간 생산 능력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량도 생산량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종 업체에 대한 추가 건설 허가는 양국 합작공장의 운영을 위태롭게
할 것임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각별한 고려를 희망함.
 동 부사장은 양국 간 합작공장 설립 계약 당시 한국 측이 국내 추가 수요가 발생할 시점까지 동종 업체의
공장 건설을 인가하지 않겠다고 언질한 점을 지적하고 한국 측의 약속 이행을 요청함.

3. 정부 입장
 외무부장관은 1985.6.26. Poos 부수상 겸 외상 앞 답신을 통해 관계부처에 룩셈부르크 측의 요청 및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동 건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회신함.
 상공부는 7.4. 관계 법령상 정부의 개입 여지는 없으나 기존 TAK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 품목의
적절한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효성그룹의 공장 가동 시기를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1988년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IMF/IBRD 총회 참석차 방한한 Poos 부수상 겸 외상은 10.5. 외무부장관 대리 면담 시 동 제2공장 설립허가
연기를 재차 요청한바, 외무부장관 대리는 상기 상공부 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호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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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사를 설립하여 1979.10월 부산에 생산 공장이 준공됨.
 연 18,000톤을 생산, 1982년부터 흑자를 기록하여 1984년에 250만 달러의 흑자를 실현함.

대필리핀 합작투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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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는 1984.10.16. 한국과의 합작투자가 유망시되는 1차 산품에 대한 합작투자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의 검토와 함께 필요시 조사단을 파견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수산청 요청에 따른 수산 분야 합작사업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별도 보고함.
1.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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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도 831,000m/t의 수확량이 추산되며 그 중 265,000m/t(71,550천 달러)의 수출이 가능한바, 한국과의 합작
시 비료 및 기계, 관개시설 장비 공급이 가능함.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수송비 절감 및 7,200만 달러의 수입선 변경 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
차원에서 필리핀 정부는 제반 정책적 지원 검토를 고려 중임.

2. 대두
 필리핀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 경작 품목이며 한국으로서는 연 1,900만 달러의 수입품목으로 합작생산을
통한 수입이 가능함.

3. 새우
 1982년 총 37,849m/t을 어획하여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량이 증대될 전망임.
 소자본 투자를 통한 냉동, 가공업 진출 또는 양식업 합작, 직접투자가 가능함.

4. 버섯
 현재 필리핀의 식용 버섯 생산은 소량에 불과하나 세계시장의 수요 증가 및 연 20만 t의 부족 현상을 감안할 때
버섯 재배를 위한 기후, 자연 입지조건이 적합하므로 합작투자를 통한 재배 및 수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수산 분야
 심각한 외환위기에 봉착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 중으로 수산 분야는 투자 우선순위 계획에
포함됨.
 합작투자 비율은 1984.12.31. 이후 40%만 허용함.
 현재와 같은 외환위기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후 과실송금이 보장됨.
 수산 전문가의 현지 파견을 통한 타당성 조사 실시가 바람직함.

대홍콩 투자진출 방안,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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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총영사는 1985.1.28. 한국의 국력을 상징할 수 있고 향후 중국(구 중공) 진출을 위한
종합 센터로 기능할 수 있는 3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코리아센터 확보 등 향후 대홍콩 활동
강화대책 검토를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홍콩의 장래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 홍콩을 통한 한-중국 교류 추세 등
제반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 공관의 지위 확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 및 확대, 대홍콩 투자 강화 및

2.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1985.3월 다음과 같은 대책(안)을 수립함.
 홍콩의 장래 지위와 관련한 협정 타결 가능성 및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에 따라 홍콩, 마카오를 거점으로
한 중국과의 관계개선 기반 확충이 필요함.
 다음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광대한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의 홍콩을
거점으로 한 투자 강화, 경제 진출 활동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홍콩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97년 이후 50년간 홍콩 내 외국투자 및 경제이익 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문제 해결의 선례로서 장래 홍콩의 정치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4개 현대화 계획 달성을 위해 대외 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홍콩을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
의 창구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됨.
 홍콩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한국의 기존 이익을 유지, 확대하며 대중국 진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북한에 대한 우위 확보를 도모함.
 주홍콩총영사의 건의에 따라 현재 한국의 주요 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코리아센터를 신규로 구입 또는 건립하여
대중국 진출의 종합센터로 활용함.
 중국의 심천 인접지역인 신계지에 일정 지역을 매입하여 활용함.
 마카오를 통한 중국 진출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마카오에 무역관 또는 주홍콩무역관 분소를 설치함.
 홍콩 사정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단을 파견하여 동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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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의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

제8차 및 제9차 상수도 사업을 위한 ADB(아세아
개발은행) 차관 도입,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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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부는 1984.12.21. 외무부에 대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1984년 추진대상 사업인 제8차 상수도
사업(6,700만 달러), 동 제9차 사업(2,700만 달러)의 차관 협약 및 사업 협약 서명 체결 권한이 주필리핀
대사에게 위임되었음을 통보하고 주필리핀대사로 하여금 ADB 측과 교섭 후 연내에 동 협약들을 체
결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재무부는 ADB 측에 동 서명권 위임에 관한 사전 통보 등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하였으며,
1114

1984.12.27. 추가 통보를 통해 제9차 상수도사업은 국내 절차 지연으로 연내 협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제8차 협약만 연내에 체결하고 제9차 협약은 1985년 초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재무부장관 위임장 2부, 인천시장, 목포시장, 광명시장, 부천시장 위임장 각 1부를 외무부에
송부함.

경인지역 천연가스 공급망 건설을 위한 ADB
(아세아개발은행) 차관 도입,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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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부는 1984.11.3. 외무부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와 ADB 간의 경인지역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차관 계약 및 보증 협약이 10.1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30. 대통령 재가를 득하였음을 통보
하고, ADB와의 계약 서명 체결 권한과 재무부장관 및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다음 위임장을 주필리핀
대사에게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재무부장관은 외자도입법 및 관계 시행령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ADB와의 경인지역 가스
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보증협약 및 기술협력 협정의 협상 및 체결 권한을 주필리핀대사에게 위임함.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ADB와의 경인지역 가스 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차관계약에 대한 협상 및 체결 권한을

2. 주필리핀대사는 1984.12.3. ADB 측과 동 차관계약 및 보증협약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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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에게 위임함.

대아르헨티나 차관 공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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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아르헨티나대사는 1985.1.18. 공한을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117.25만 달러의 추가 차관
지원을 요청한바, 정부는 4.1.자로 100.5만 달러의 차관지원 계획을 결정함.
1.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 공한 요지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와의 1차 협상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각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116

42억 달러의 차관 도입 협상을 진행 중임.
 현재 한국 금융기관들의 600만 달러를 포함한 전 세계 27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9.175억 달러의 차관지원
승인을 득한바, 한국외환은행의 100.5만 달러, 한일은행의 16.75만 달러 추가 차관 공여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2. 정부의 관련 검토 결과
 외무부는 1983.12.10. 아르헨티나 민간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수교 목적의 대아르헨티나 관계 증진 활동을
강화 중이며 아르헨티나도 최근 대한반도 정책을 재검토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남미지역 내 정치, 경제
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북한의 활동 강화에 대처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동국에
대한 이민 확대 등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동 추가 차관 공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84.1.19. 재무부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요청함.
 재무부는 1984.1.23. 한국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유예국가에 대한 신규 차관 공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해당 대상국가의 외환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상환기일 연장만 승인하도록 하는 방침에 따라 현재 아르헨티나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은행 및 한일은행에 대해 채무상환 기일 연장 조치만 승인하였으며 추가
차관공여 승인은 어려움을 1차 회신함.
 IMF는 2.26. 재무부장관에게 아르헨티나와의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의 추가 차관 공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한바, 재무부는 4.1. 외무부에 한국의 IMF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국제 금융기관
들과의 협력관계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5만 달러(한국외환은행 837.500만 달러,
한일은행 167.500만 달러)의 추가지원 승인을 회신함.
 정부는 4.6.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상기 추가 공여지원 계획과 함께 동 차관의 최종적인 지원 여부는 IMF
조사단의 아르헨티나 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이후 결정될 것임을 통보함.

대콜롬비아 전대차관 공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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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철도청장이 300만 달러 규모의 전대차관 제공을 요청하여온데 대하여, 정부는 지급
보증 등의 조건으로 호의적인 검토 결과를 회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콜롬비아대사는 1984.6.28. Duarte 주재국 철도청장이 철도용 자재 구입을 위한 WB(세계은행)와의
차관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도입선을 새로이 물색 중으로 한국이 호의적인 조건으로
3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동 차관을 활용하여 한국산 철도용 자재를 구입하겠
 동 청장은 타국에 대해서도 전대차관 제공 가능성을 타진 중이나 경쟁력 등 한국의 제공 조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차관 제공 시 동국 중앙은행이 지불보증 예정임을 언급함.

2. 외무부는 1984.7.12. 한국수출입은행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함.
 중앙은행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콜롬비아의 신용 있는 금융기관이 300만 달러 규모의 전대차관 공여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로 검토 예정임.
 차주 은행은 콜롬비아의 상위급 금융기관으로 1,0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현행 차관제공
조건은 금리 연 10%, 상환 기간은 2년∼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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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제의함.

대도미니카공화국 전대차관 공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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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미니카대사는 주재국 국영전기공사가 100만 달러의 전대차관 제공을 요청하여 왔음을 보
고한바, 정부는 대외채권 보전상 동 공여가 어려움을 회신함.
1. 주도미니카대사는 1984.7.12. 주재국 외무성이 7.9. 공한을 통해 동국의 수력전기 발전시설 개발에
필요한 한국산 기자재 구입 및 용역 활용을 조건으로 국영전기공사에 대한 100만 달러의 차관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하고, 한국산 기자재 구입 조건을 감안하여 검토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118

2. 외무부는 1984.8.16. 재무부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함.
 도미니카는 대외채무와 관련하여 1983.9월 6억 달러 상당의 상환연기를 신청한 국가임.
 동국의 외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공여는 대외채권 보전상 곤란함.

대감비아 전대차관 공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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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가 500만 달러의 단기차관 제공을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한바, 정부는 융자조건에 부합
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차관공여 검토가 가능함을 회신함.
1. 주세네갈대사는 1983.10.20. 겸임국 감비아 외상이 동국의 긴급한 외환사정으로 우방국과 단기차관
도입을 교섭 중임을 설명하고 한국중앙은행의 500만 달러 단기차관 제공을 요청하는 한편 다음 주 초
감비아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에 직접 차관 도입 교섭 전문을 보낼 것이라 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체결되면 감비아 화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프랑스의 프랑화와 연계되어 태환성을 지니게 되어 외채 상환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인바, 상업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를 건의함.

2. 외무부는 1984.11.2. 재무부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함.
 한국은행은 국제상업은행과 같은 여신 기능이 없음에 따라 직접 차관 공여는 어려우며 여사한 차관공여
전례도 없음.
 다만 감비아의 적격 차주은행으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적격 품목의 수입을 목적으로 다음 융자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차관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200만 달러 범위 내의 전대차관공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대상국: 신용 있는 개발도상국
- 대상 은행: 순자산 1천만 달러 이상의 신용 있는 금융기관
- 선수금 률: 수출 계약금액의 15% 이상
- 금리: 연 10% 이상
- 약정수수료: 연 0.5%
- 융자 기간: 품목, 수출가액에 따라 5년 이내
- 융자 비율: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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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비아의 상환 능력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장래에 Senegambia 연방 통화협정이

대자메이카 전대차관 공여,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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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1979.1.19. 자메이카 정부에 500만 달러의 전대차관 제공 승인 이후 1985.8.10.
상환연기 협정을 체결함.
1. 주자메이카대사는 1982.8.21. 외무부에 자메이카 중앙은행이 1979년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한 500만
달러 전대차관 협정이 9.10. 만료됨에 따라 소진되지 않은 240만 달러의 지출을 위해 동 협정 만료기
일을 12.31.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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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메이카는 한국과의 통상 증대를 위하여 전대차관을 활용한 원자재 수입을 추진 중이며 동국 사정으로
당초 협정 만기일까지 소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계속 사용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양국 간 관계 증진의 차원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동 협정을 연장하도록 건의함.

2. 주자메이카대사는 1983.1.14. 주재국 중앙은행 산하기관인 수출신용보험공사 사장이 동 전대차관 미소
진분 약 130만 달러를 만료 시한인3.1. 이전 소진 예정이며 향후 500만 달러의 추가 전대차관 제공을
요청해 왔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동 사장은 한국의 차관 제공이 자메이카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언급하고 추가 차관 지원을 요청함.
 한국의 자메이카에 대한 수출이 동 차관에 힘입어 목표액 600만 달러를 상회한바, 계속적인 수출신장 달성을
위해 동 추가 차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함.

3. 외무부는 1983.2.25. 주자메이카대사에게 한국수출입은행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함.
 자메이카의 국제수지 및 외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전대차관 추가공여는 어려움.
 기 공여한 전대차관의 적기 상환 여부와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의 동국에 대한 신용평가 추이에
따라 채권보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지원을 호의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4. 한국수출입은행은 자메이카 중앙은행과 1985.8.10. 양국 간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1985.3.10. 시한으로 상환이 예정된 연체원금 2,023,201.02달러의 상환을 1987.3.10.부터 5년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협정을 체결함.

대잠비아 전대차관 공여,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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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1983.6.30. 잠비아 Grindlays 은행의 모포공장 건설을 위한 전대차관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동국이 미수교국인 점을 고려하여 외무부의 입장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정치
적인 고려보다 상환 능력 등 경제적, 상업적인 차원에서 동 건을 검토하여 결정함이 좋을 것임을
회신함.
1. 외무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1983.7.28. 대잠비아 전대차관 관련 입장 문의에 대해 8.5. 및 11.17.
 잠비아는 미수교국으로 정부는 동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차관공여 등
경제관계를 유지함은 바람직함.
 그러나 잠비아 측의 요청이 한국과의 수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상업적 차원에서 동국의 신용도, 상환능력 및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함이
좋을 것임.
 Grindlays 은행의 동 차관 제공 요청을 제의한 인사는 대우상사와 모포 합작공장 건설, 차량 수입 등의 사업을
협의 중으로 1983.2월 방한한 바 있음.

2. 외무부는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1984.3.30.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차관 지원은 잠비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미수교 상태에서 고액의 차관
지원은 잠비아의 경제적 현실, 상환능력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후 결정함이 좋을 것임을 통보함.
 대우상사는 잠비아와 150만 달러 규모의 모포공장 건설을 추진 중으로 대우상사는 동 차관의 공여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바, 정부는 대우상사의 잠비아 진출이 양국 간 최초의 경제교류라는 점에 관심을 갖고
가능한 협조 방안을 검토함.
 동 차관 공여가 한국 수출시장의 개척과 대잠비아 외교관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나 동국이 구조적으로 국제수지 적자 국가이며 대외지급 연체의 만성화로 채권보전상의
문제가 우려됨.
 Grindlays 은행도 최근 동국의 경제상황 및 외환사정에 따라 채무 상환에 필요한 외화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대우상사와의 합작 사업을 위한 차관도입 추진을 중단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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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회신함.

해외건설업체의 중공 인력 고용정책,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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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양 등 한국 건설 회사들의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에서의 현지 인력
수급을 위한 중국(구 중공) 근로자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1984.10.25. 다음과 같이 중국 인력 고용지침을 수립함.
1. 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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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력 고용문제는 경제적인 실리 위주의 바탕에서 검토되어야 함.
 중국 인력 고용으로 인한 재해, 노사관계, 계약 불이행 및 파업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현지 중국대사관으로
부터 사전에 계약 이행 보증 및 국제상공회의소 규칙에 따른 중재를 통한 해결에 동의한다는 문서보증을
받아야 함.
 향후 동 인력 고용문제는 본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며 매 사안별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추진함.

2. 충족 요건
 중국 인력 고용의 불가피성 확인

- 제3국 인력으로의 대체 가능성 검토
 미수교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대책 방안 강구

- 중국 정부 및 현지 중국대사관의 사전 승인 여부 확인
- 발주처에 중국 인력의 고용 및 협조사항을 통보, 분쟁 발생 시 발주국 정부의 협조 교섭
 노무관리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

- 고용계약서 명기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제3국 회사를 매개로 한 계약의 경우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보증 요구
- 재해 발생 시 한국 기업의 책임 및 보상의무 면제를 위한 포괄적인 보험 가입
- 제3국 근로자의 고용 상한선(30%) 준수
 건설기술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

- 중국 인력 고용에 따른 수주 경쟁력, 수익성 검토
- 공사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명확한 확인
 보안상 대책

- 한국 근로자와의 개별 접촉이 없도록 공동작업, 혼숙, 복지시설 공동사용 방지 대책 강구
- 불순 인력 잠입 가능성에 대비
- 한국 근로자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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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및 카타르 진출 덕산
건설(주)의 부도에 따른 공사중단 및 인수추진
문제, 1983-84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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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산건설(주)은 1980.2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및 카타르에서 총 5,325만 달러 규모의 건설공사를
시행해 온바, 1983.5.7. 동사의 부도사태로 다음 건설 사업 시행에 차질이 야기됨.
 UAE 내 7.04백만 달러 규모의 아부다비 고궁 보수공사, 18.04백만 달러 규모의 알라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카타르 내 13백만 달러 규모의 호텔 건설, 11.58백만 달러 규모의 형무소 건설, 3.39백만 달러 규모의 여자
초등학교 건설공사 등

2.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83.5.19. 주UAE 및 카타르대사관에 대해 시공 중단, 현장 임직원, 근로자들의
지시함.
 주UAE대사는 5.28.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부도사태 이후 공사자금 지원중단 및 임금체불 우려에 따른 임직원
및 근로자들의 동요가 계속적인 공사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함.

- 동 방문 시 93명의 한국인 임직원 및 근로자 전원을 소집하여 과거 태화건설의 부도사태 전례를 언급
하면서 합심하여 조속한 완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완공 시 타 업체로의 재취업이 가능하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독려함.
- 동 공사 완공 시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선으로 우선적인 재취업이 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건의함.

3. 동 부도사태 이후 UAE 공사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나 카타르에서는 1983.8월 일부 근로자들의
작업 거부사태가 발생하여 대사관의 설득으로 수습이 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자 주카타르대사는 8.18.
현 상태로는 주재국 내 공사 계속이 어려울 것임에 따라 관계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건의함.
4. 정부는 1983.8.19. 카타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작업 거부사태 등 동요, 건설자금 지원 중단이
계속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외교적인 문제 발생, 근로자 억류 및 향후 한국 건설업체에 대한 불리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하기로 함.
 재정이 건실한 업체 선정을 통한 대리 시공
 주거래은행(상업은행)의 지원 및 관리를 통한 공사 이행
 해외건설협회 등이 주관하는 특별사업단을 구성하여 자금, 기술 및 인력 지원을 통한 공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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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기자재의 손상 또는 망실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도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한·불가리아 건설협력, 1983

| 85-1039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5-73 / 1 / 1~49(49p)

불가리아와의 1983년 중 건설 협력 및 신발 생산 공장 투자 추진 현황임.
1. 이라크 건설사업 협력
 주바그다드총영사의 1983.2.1. 불가리아대사 면담 시 동인은 현대건설과 브라질 기업의 이라크 남부 철도공사
입찰에 관심을 표하고 한·불가리아 양국 간 여사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 건설회사 간의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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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함.
 정부는 양국 기업의 이라크 건설사업 공동 협력은 한국 기업의 대이라크 진출 강화 및 동구권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임에 따라 협의 대상 기업 선정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함.
 주바그다드총영사의 5.17. 및 5.26. 불가리아대사 면담 시 동 대사는 불가리아 회사가 기존 건설공사 시행에도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동 협력에 관해 정부에도 건의한
사항임을 언급하면서 불가리아 측 자금 지불 사정이 호전될 경우 동 문제를 재차 협의할 것을 제의함.

2. 신발 생산 공장 합작투자
 대한무역공사(KOTRA) 사장은 1983.5.7.∼11. 불가리아 Plovdiv 춘계박람회 참석 기회에 불가리아 경공업장관을
면담하고 불가리아 내 신발 생산 합작공장 설립 문제를 협의함.
 불가리아 측은 한국으로부터 100만 족의 반제품 상태의 스포츠화를 수입하여 현지 합작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 후 소련 등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제안하고 6월 중 양국 기술자들의 상호 교환파견 및 9월 중 불가리아에서
상기 신발류 수입 및 합작공장설립 의정서 서명을 희망함.
 KOTRA는 동 건 후속 협의를 위하여 6.7.∼10. 파리지사 직원 및 국제상사 관계자들을 불가리아에 파견하여
경공업장관 예방 및 현지 Mladost 신발회사와 동 건 추진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 검토 보고서를 제출함.

- 불가리아 측은 84년 중 연간 90만 족의 스포츠화 생산 공장 합작 설립을 희망하고 국제상사 측에 대해
1983.7.30. 이전에 소요 기자재 명세 및 견적서 제출을 요청함.
- 상기 견적서 검토 후 불가리아 기술자 방한을 추진하며 결제방법 및 자금지원 문제는 1983.9월 불가리아
추계박람회 기회에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함.
- 불가리아가 미수교국인 점을 감안하여 수출거래 결제 방식 관련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불가리아
측이 단기공급 차관 또는 장기차관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대중공 건설 진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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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동성 강문시 비행장 건설사업
 주싱가포르대사는 1985.2.8. 중국 강문 시장 측이 동 시의 비행장 건설에 한국 건설업자의 참여를 희망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 설계, 자본투자를 위한 한국 관계자의 중국(구 중공) 입국을 제안해 왔음을 보고하고, 동
제안이 제3자의 전언인 점, 비행장 건설 계획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의 문제는 있으나 중국에
대한 건설 진출 추진의 견지에서 순수 민간 베이스 협력을 조건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함.
 정부는 2.28. 한국 건설업체 관계자의 중국 방문에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으며 발주처, 자금지원 문제, 계약조건
및 한국 인력의 중국 입국 조건 등 관련 상세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유원건설(주)은 1985.2.15. 광동성 심천시의 3,900만 달러 규모의 호텔 건설사업 수주 협의를 목적으로 동사
관계자 5명의 중국 입국 허가를 요청한바, 정부는 중국 건설시장 진출 장려의 견지에서 주홍콩총영사관과의
사전, 사후 협의 및 방중 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동 입국을 허가함.
 유원건설(주)은 중국 입국사증 발급 지연으로 3.7. 홍콩에서 중국 측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동사를 시공업자로
지명하는 합작회사 설립 의향서에 서명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함.

3. 복건성 수력발전댐 건설사업
 주필리핀대사는 1985.10.16. 발전량 1,400MW 규모로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으로 건설 예정인 동 사업
입찰에 한국 업체의 참여를 건의함.
 정부는 중국과의 미수교 상태에서 한국 업체의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중국 건설시장 개척 및 비정치
교류증진의 차원에서 제3국 업체와의 합작 consortium 형태로의 참가, 전문가의 중국 방문을 통한 사전 조사
방안 등을 검토함.
 10.31.자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는 한국이 동 건설공사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IBRD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도함.
 주필리핀대사는 한국 업체와의 합작을 희망한 바 있는 필리핀 CLMC 그룹이 11.6. 필리핀 업체와 consortium
설립에 합의하였음을 보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심천시 호텔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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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비아대사는 1985.10.31. 현재 리비아에는 삼성, 대우, 현대, 한양, 동아 등 5개 한국 건설
업체가 진출해 있고 총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6%가 증가한 10,596백만 달러로 건설 업체별
진출 현황 및 추가 수주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함.
1. 삼성(24개 공사, 853백만 달러)
 Hun 지역에 6천만 달러 규모의 탄약고 공사 수주를 추진 중이며 동 지역 유력 인사와의 기존 유대 관계를
1126

활용한 단독 입찰이 유력시됨.
 동 지역 군사령부의 의뢰를 받아 하계 휴양시설 수주 가능성을 검토 중임.
 Sirte 지역에 1,326천 달러 규모의 사료공장 진입로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대우(99개 공사, 5,182백만 달러)
 Khoms 해군기지에 7천만 달러 규모의 900세대 주택공사 수주를 검토 중임.
 트리폴리 주택공사 현장에서 기능공 약 200명에 의해 식사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단농성 사태가 발생한바,
공관원 및 대우 본부 직원의 설득으로 수습됨.
 Hun 지역에 숙소, 도로포장 및 호텔 건설 등 2,600만 달러 규모의 공사 수주를 추진 중임.
 현재 동 지역에서 공사 중인 삼성과의 경쟁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하면 성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

3. 현대(6개 공사, 1,102백만 달러)
 미수라타 제철단지 공사 자금배정과 관련하여 카다피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그간 중단된 2억3천만 달러의
L/C 신규 개설 등을 통해 미수금을 해결하고 차후 공사 재개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4. 한양(18개 공사, 162백만 달러)
 10.9. Sirte 석유회사 발주 9,230천 달러 규모의 숙소 건설공사의 도급허가를 득함.

5. 동아(1개 공사, 3,297백만 달러)
 진행 중인 사업 외의 추가 수주는 없음.

동양고속(주)의 태국 Bangkok 대중교통청
(BMTA) 버스 및 터미널 건설 사업참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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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5년 태국 방콕대중교통청(BMTA) 발주 3.7억 달러 규모의 버스 구입, 터미널 및
정비공장 건설공사 국제입찰과 관련하여 동양고속(주)이 1.6억 달러 부분의 사업 입찰에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동 사업 추진을 지원한바, 주태국대사의 관련 보고 및 정부의 조치 사항임.
1. 동 입찰이 1985.1.25. 실시되어 한국과의 합작 consortium을 구성한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 6개국 기업이 참여한바, 주태국대사는 동 입찰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Srinilta

2. 주태국대사는 Samak 체신상을 1985.3.15. 및 5.24. 면담하여 상기 입찰과 관련한 태국 정부의 호의적
배려를 요청하고 교통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한바, 동 장관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영국
회사에 낙찰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실무적인 1차 검토 결과로서 한국 consortium이 제시한 방안이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3. 주태국대사는 Kosol 상무상을 1985.6.24. 면담하고 관련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바, 동 장관은 최근 영국
무역상과의 협의 시 영국 측은 낙찰될 경우 태국산 농산품의 현금 구매 후 필요 기자재 현금판매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 측 제안이 채택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함.
4. 주태국대사는 Pichate BMTA 청장을 1985.8.13. 면담하고 한국 제안을 설명한바, 동 청장은 영국 측
제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많으며, 제2위로 선정된 한국 consortium과의 구체적인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의 초청 시 대중교통 운영 현황 및 엔진 생산시설 시찰을 위한 방한을 희망함.
5. 태국 각의는 1985.10.15. 제안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영국 Leyland사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함.
6. Pichate 청장은 정부의 초청으로 1985.10.14.∼18. 방한하여 교통부장관 예방, 동양고속 및 대우자동차
방문, 지방시찰 일정 등을 가진바, 10.31. 주태국대사 면담 시 방한 중 한국 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영국 회사가 입찰에서 완전히 탈락함에 따라 한국 consortium과의 구체적인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임을 언급하고 동양고속 사장 등 관계 인사들의 태국 방문을 요청함.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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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성 도로운수국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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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은 1985년 미국 알래스카 주 Seward 시에 공사비 30.8백만 달러 규모의 형무소 건설
계획을 추진한바, Seward 시 의회는 9.23. 삼환기업과의 동 공사 계약 체결을 의결함.
1. 공사 개요
 Seward 시가 발주한 Spring Creek Correctional Center(형무소) 건설공사로 계약 체결 시 미국에서의 한국
1128

단일기업 진출로는 최대 규모임.
 1987.7.20. 준공을 목표로 함.

2. 진출 경위
 삼환기업은 1985.9.5. 동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1위로 선정되었으나 2위 응찰 업체인 Hoffman사가 삼환기업의
시공능력 및 현지인력 고용문제를 여론화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함.
 정부는 9.16. 주앵커리지총영사관에 알래스카와의 경협 증진 차원에서 한국 업체의 동 공사 진출지원을 위한
주정부와의 교섭을 지시함.
 주앵커리지총영사관은 공사 감독기관인 주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삼환기업이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로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시공 시 경영만 담당할 것임에 따라 현지인력 고용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함.
 주정부는 9.18. Seward 시에 대해 삼환기업이 시공 능력을 가진 적격 회사라는 공식 입장을 통보함.

3. 시 의회의 의결 및 전망
 Seward 시 의회는 1985.9.23. 상기 주정부 의견에 따라 삼환기업과 공사계약 체결을 가결함.
 경쟁업체인 Hoffman사는 상기 시의회 의결에 대해 이의 소송을 제기함.
 시의회는 11.25. 동 공사계약 체결 의결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삼환기업이 현지 인력 채용과 현지 지방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주민들은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고용증대 등의 혜택을 수혜할 것임에 따라
삼환기업의 알래스카 진출을 환영하며 투자를 지원할 계획임을 확인함.
 경쟁업체의 이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삼환기업의 시공 능력 적격성을 인정하고 시 의회가 지원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동 공사 계약체결 및 시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동남아 진출 서일종합건설(주) 의 부도에 따른
공사추진 및 인수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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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의 1983.9.15. 영동개발진흥(주)에 대한 약 1,200억 원의 불법어음 유통 사고에 따라
영동개발 계열회사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4개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
중인 서일종합건설(주)의 부도 사태가 발생하여 동 해외공사 시행이 중단될 위험에 처하였으며,
정부는 동 사태가 향후 한국 건설회사의 해외건설 진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
공사 완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함.
1. 상기 4개국 주재 공관에 대한 지시(1983.9.28. 및 9.30.)
발주처에 설명함.
 조흥은행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임금, 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로 한바, 계약상 보증
금, 유보금의 몰수 등 제반 문제 발생을 방지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함.
 공사의 계속적인 정상 시공을 추진하며 근로자들의 동요가 없도록 필요 조치를 취함.
 주재국의 관련 언론 동향, 발주처의 반응, 건설현장 사정을 보고하고 현지 사정과 관련한 대책 등을 보고함.

2. 시공업체 변경 및 지정해제 조치(1984.6.7.)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공사 시행 업체를 쌍용종합건설(주)로 변경함.
 싱가포르, 브루나이 및 말레이시아 공사는 현재 시공 중인 공사 완공 시까지만 서일종합건설(주)이 담당하고
완공 이후에는 지정을 해제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시공 회사의 부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조흥은행의 책임하에 공사가 하자 없이 수행되도록 조치 예정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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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비서실은 1984.2.21. 기술혁신 정책 수행의 일관성 및 종합성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심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지시함.
 목적

-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책 수립
-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 각 부처 간의 협조체제 구축
1130

 구성

-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 차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관계 기관장으로
구성
 기능

- 관계 부처, 산업계, 과학기술계의 실무 대표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기술 향상 도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례 및 지원 대책 논의
- 기술의 중복 도입 지양
- 기술 관련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2. 기술혁신심의회는 1984.4.27. 제1차 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함.
 대덕연구단지 건설 추진(안) 보고 접수
 기술혁신심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심의 의결

3. 기술혁신심의회는 1984년 중 5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기술협력 규정 개정, 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방안, 산업기술 수준 평가 추진 계획 등 13개 안건을 심의함.
4. 1985.3.19. 과기처는 1984.12월 기술혁신심의회에서의 대통령 지시 사항임을 전제로, 국외 사업발주
및 물품구입 계약 시 기술전수와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당 계약서에 기술전수와 기술자
교육훈련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국내 기술 전수 방안을 관련 부처에 통보함.

대외 기술공여 계획,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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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년도 정부대외기술공여계획 수립
 과학기술처는 1984.10.19. 외무부, 건설부, 보사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1985년도 정부대외기술공여
계획 조정안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잠정 결정함.

- 훈련생 초청 320명, 전문가 파견 35명 등
 외무부는 12.24. 외무부 소관 대외 기술공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 훈련생 초청 45명, 전문가 파견 6명, OAS 기술협력 사업 등
- 파푸아뉴기니, 자메이카, 튀니지, OAS 등 대상
같음.

- 국별, 분야별 인원 배정 우선순위 설정
- 훈련생 초청 580명, 전문가 파견 55명, 개발사업 1개

2. 개도국 외교관 훈련과정 개설 검토
 외무부 경제국은 1985.3.29. 대외 기술공여 사업의 정규과정으로 개도국 외교관 훈련과정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주재 공관들의 의견을 문의함.

- 목적: 비동맹 외교 활동 지원, 친한 인사 확보, 미수교국 관계 개선
- 과정 내용: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외교관을 대상으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2~3개월간 훈련 교육 실시
 이에 대해 외교안보연구원은 5.9. 원어 강의가 가능한 강사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강의실 부족 및 교재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1986년도 훈련과정 개설이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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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2.1. 과기처는 1985년도 정부대외기술공여계획을 해외협력위원회에 상정, 확정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한·벨기에 과학기술협력,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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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벨기에대사는 1983.2.4. 벨기에 북부 지역인 플랜더스 지방정부의 제의에 따라 벨기에 AGRIV사를
통해 15개 분야의 농업협력을 추진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상공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의견 조회 후, 7.23. 한국 업체의 참여 의사가 없음을 주벨기에
대사에게 통보함.

2. 주벨기에대사는 1983.6.23. 한·벨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3차 산업혁명 기술협력위원회
1132

창설 및 기업 간 협력 등을 벨기에 정부에 제안하였는바, 이에 대해 플랜더스 지방정부가 12개 연구
기관 및 유수 기업을 추천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10월 관계 부처를 통해 추천 받은 관심 업체 명단을 벨기에 측에 송부함.
 해외협력위원회는 11월 비금속 광물 이용, 내병성 및 생산성 향상 관련 유전자 조정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안
을 제시하였으며, 1984.1월에는 양측 간 기술협력 계획안이 상호 교환됨.

3. 벨기에 측의 업체 선정 오류 및 조치 지연으로 기술협력 계획에 진전이 없음에 따라, 해외협력위원회는
1984.4.7. 자동차 안전 시스템 등 분야에 대한 벨기에 측 업체의 재선정 등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이에 대해, 플랜더스 지방 정부는 농업기술연구소, 한국 인삼 및 연초 관련 기술 등 분야의 기술협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한·벨기에 창원 직업훈련원 운영, 19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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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76.9월 벨기에 정부와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벨기에로부터
400만 달러를 지원받아 1980년까지 선반, 밀링, 용접 등 각종 기계공을 연간 760명 양성함.
2. 1976년에 체결된 당초 협정은 1980년 종료 예정이었고, 벨기에 정부도 한국의 신속한 발전으로
더 이상의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 측의 연장 희망에 따라 1981.9월 한국 상공부장
관의 벨기에 방문을 계기로 1985년까지 1차 기간 연장되었고, 1984.8월 벨기에 개발협력성 장관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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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을 계기로 1990년까지 다시 2차 기간 연장됨.

한·가봉 공예기술협력,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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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가봉 정부는 1983.2월 가봉 문화예술성 장관 방한 시 공예 분야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2차에 걸친 조사단 및 사절단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 방안에 합의함.
 양측의 합의 내용

- 전문가 파견과 민간 합작투자를 연계하여 추진
- 한국 정부는 도자기 및 목공예 전문가를 가봉 공예학교의 교수 요원으로 파견
- 가봉은 한국에 가봉 유학생과 훈련생을 파견
1134

2. 1983~85년 합의 내용의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음.
 도자기 전문가(경희대 강수화 교수) 등 2인을 가봉 공예학교에 교수 요원으로 파견(84.5월)
 한국산 실습 기자재 구입 지원(미화 4만6천 달러 상당)
 가봉 공예학교 교사 4명이 한국 정수직업훈련원에서 연수(84.9월)
 가봉 유학생 9명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연수(84.6월)

한·헝가리 건설기술협력,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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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근무 헝가리 인사 방한 추진
 UNIDO 주관으로 1984.9.24.∼28. 오스트리아 개최 건설기자재 산업협의 준비회의에 참석한 안경모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장은 헝가리와의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함.

- UNIDO의 Csorba 건자재 산업부장(헝가리인)은 한국 기술자의 헝가리 파견, 훈련, 양국간 기술제휴 및
기술합작 가능성을 제의함.
- UNIDO는 동 기구 예산 지원으로 한국 건설기술자 2명의 미국,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에 1개월 간 파견
시찰 계획을 제의함.
한국 기업의 동구권 기자재 구입 증가 추세와 관련한 직거래 방안 모색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11.30. 동인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동인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발송함.
 동 방한 경비 부담문제와 관련하여 Csorba 부장은 UNIDO가 한국 측에 지원 예정인 기술고문 자금 사용을
희망한바, 동인의 직책 이동에 따른 UNIDO 측의 입장을 존중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5.5.7. UNIDO
자금으로의 방한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 지음.

2. 한국 건설기술자 2명의 헝가리 파견 시찰
 UNIDO 측의 제안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자 2명은 동 3개국 방문 시찰의 일환으로 1985.12.7.∼24.
헝가리를 방문한바, 양국 간 건설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방문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 헝가리는 미수교국으로 현재까지 한국과의 경제, 기술협력 관계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 동-서 화해
추이에 따라 경제 분야에 있어서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추구하며 한국과의 경제, 기술 분야 협력을
희망함.
- 한국의 축적된 해외건설 경험, 경영 능력, 현대화된 기술수준 및 헝가리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건설기술,
저렴한 기자재 가격 등이 결합될 경우 해외 건설시장에서 높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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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는 Csorba 산업부장의 방한은 동구권과의 비정치 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관계 개선 및 최근 중동지역에서

말레이지아의 Look East 정책에 따른 한·
말레이지아 교육·기술협력, 1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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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은 1981.12월 자국의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 종래는 영국 등
서구지역에 말레이시아 유학생을 대거 보내 왔으나, 앞으로는 일본과 한국에도 보낼 계획임을 밝힘.
 동 수상은 서양 사회는 말레이시아와 가치관이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므로, 앞으로는 동양으로 눈을
돌려(Look East), 급속한 경제발전 경험이 있는 일본과 한국에 유학함으로써 급속한 발전의 원동력인 국민의
근로윤리와 근면성을 익히는 한편, 절도 있는 생활방식과 부모 선배를 존경하는 습성 등을 배우도록 하는 데
Look East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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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협조 희망과 관련, 1982~85년 기간 중 한국어 교관 파견, 유학생 초청,
한국문화 소개 자료 지원, 건설 분야 협력 확대 사업 등 교육, 기술 분야의 상호 협력을 적극 추진함.

한·파키스탄 과학기술협력,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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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은 1983.1월 파키스탄이 소련의 기술과 재정 지원으로 건설 중인 카라치 소재
파키스탄 제철소를 방문하고, 동 제철소의 향후 생산 및 운영에 관해 조언한바, 파키스탄 측은 한국 측의
지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함.
2. 박태준 포철 회장은 1984.1월 파키스탄 제철소의 준공식에 참석하였으며, 파키스탄 제철소 사장은
포항제철 견학차 수차 방한하는 등 한국과 파키스탄은 제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
113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파키스탄 철강산업 협력, 1983-85

| 85-1053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4 / 1 / 1~49(49p)

1. 파키스탄 정부는 신설될 파키스탄 과학기술연구원(ISTP)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의 KAIST를 모델로
삼았으며, 1983.9월 한국의 임관 KAIST 원장을 파키스탄으로 초청, 한국의 경험을 청취하는 등 한국의
기술과 경험 전수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함.
2. 1985.5월 지아 파키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파키스탄 정부는 4월 기술협력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였으며, 이에 앞서 1984.11월에는 최형섭 전 KAIST 원장이 파키스탄 정부초청을 받고 파키스탄
1138

과학기술연구원(ISTP) 관련 회의에 참석함.
3. 1983~85년 기간 중 한국은 파키스탄에 대해 시범농장 개발 지원,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 과학기술
전문가 파견 등 분야에서 기술 및 원조를 제공함.

한·잠비아 의료협력, 1984-85

| 85-1054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4 / 2 / 1~136(136p)

1. 정부는 1984~85년 기간 중 미수교국인 잠비아와의 관계개선의 일환으로 의료 협력(한국 의사 파견)
제공을 잠비아 측과 교섭함.
 동 교섭은 주로 주케냐대사관과 당시 한국인 여의사 1명이 근무 중이었던 잠비아 대학병원 간에 진행됨.

2. 동 협력 사업 교섭 진척 과정에서 보사부장관의 잠비아 보건장관 한국 방문 초청까지 추진된 바 있으나,
북한에 대한 고려 등 잠비아 측 사정으로 인해 성사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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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지아 기술협력 실무자 회담, 제2차.
서울, 1985.7.18-19

| 85-105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4 / 3 / 1~230(230p)

1. 말레이시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지원 사업 협의를 위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기술협력 실무자
회의가 1985.7.18.-20. 서울에서 개최됨.
 정부는 1981.12월 마하티르 수상의 동방정책 추진 이래, 1983.8월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등을 통해 동 정책을
적극 지원해 온바, 말레이시아 측은 1987~89년간 지원 사항 협의를 위해 금번 2차 실무자 회의를 요청함.
 한국 측에서 외무부 경제국장 등 5명, 말레이시아 측에서 Sarji 공공서비스성 부총국장 등 3명의 대표가 참석함.

1140

2. 제2차 기술협력 실무자 회담에서는 산업기술 훈련, 학술기술 교육, 중견공무원 훈련 등에 관해
양측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바,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산업기술 협력

- 매년 20명 기술훈련생 접수
- 매년 9월 한국어 교사 1명 7개월간 파견
 학술기술 교육

- 매년 공과 학위 10명, 의과 학위 2명, 전문대 과정 10명 유학 접수
 말레이시아 중견 공무원 매년 2회 30명 훈련과정 접수
 양국 공무원 훈련기관 간 훈련 요원 교육 등

국제개발정책 연찬회, 제8-9차. 서울, 1985

| 85-105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4 / 4 / 1~368(368p)

1.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무역과 개발전략에 관한 제8차 정책 연찬회(Forum on Trade and
Development Policies)를 1985.6.11.~20. 서울에서 개최함.
 동 회의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역량과 개발경험을 아주 및 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 고위 경제관리 및 학자
들에게 소개하고 상호이해 기반을 다짐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교역 증대, 기술 이전, 자원 협력 등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한국의 개발정책 자문과 플랜트 수출 증대 등 파급 효과도 거두기 위한 것임.
 동 연찬회에는 중남미 13개국과 아세안 5개국에서 26명의 고위 경제관리 및 중진 언론인이 재외공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되어 참석함.

아주 10개국, 아프리카 및 중남미 5개국에서 26명의 고위 관리가 참석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KDI는 동 회의에 이어 1985.9.17.~26. 공업화와 농촌개발에 관한 제9차 정책 연찬회를 개최한바,

1141

이라크 기술연수생 접수, 1985

| 85-105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5-74 / 5 / 1~175(175p)

1. 정부는 1983.5월 한·이라크 무역과학기술협정에 따라 1984.6월 개최된 제1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의 합의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1985년도 이라크 기술자 초청 훈련 사업을 1985.9.~10월 시행함.
2. 기술 훈련 사업의 시행 분야는 다음과 같음.
 금융 무역 분야(무역진흥공사)
 의료 분야(서울대 병원)
1142

 건설 기술
 농업용수 관리

대리비아 의료요원 파견, 1985

| 85-105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5-74 / 6 / 1~35(35p)

리비아 보건성장관 방한, 의료요원 파견 등 1985년 중 한국과 리비아 간 의료 협력에 관한 내용임.
1. 리비아 보건성장관 방한 초청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대표는 1985.1.9. 보건사회부차관에게 Langi 리비아 보건성장관이 85년 1/4분기
방한 예정임을 알리고, 한국 의료인력의 파견 및 대우가 건설 중인 병원에 대한 운영지원 등을 요청함.
 보건사회부는 1.15. 리비아와의 의료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리비아 보건성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을 리비아 측과

2. 리비아 의료 요원 보조금 삭감 문제
 보사부는 1985.3.7. 외무부에 리비아에 진출한 의료요원에 대한 보조금의 계속 지원 필요성에 대해 문의한바,
주리비아대사관은 정부 보조 수령 의료요원들의 보수 수준이 리비아 내 다른 한국인 의료요원의 평균 수준
보다 높으므로 보조금 철회가 가능하다고 회신함.
 보사부는 3.16. 정부 보조 수령 의료요원 4명에 대한 보조금을 85년 말까지만 지급하기로 결정함.

3.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합의 내용
 리비아 외교장관 방한 계기에 1985.7.30.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리비아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간호보조원
등 의료요원의 리비아 진출에 합의함.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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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리비아 보건성은 2.5. 장관의 방한 일정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를 희망함.

대파푸아뉴기니 의사파견, 1985

| 85-105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74 / 7 / 1~32(32p)

1. 1985.6.5.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4.7월 파견된 정부 파견의가 열악한 근무 여건(질병, 치안 불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다고 보고하고 계약 해지 허가를 외무부에 건의함.
 당초 1986.7월까지 근무 계약

2. 외무부는 1985.6.21. 계약 해지를 허가함.
1144

3. 파푸아뉴기니 보건부는 1985.7월 주파푸아뉴기니대사에 대해 후임 파견 문제와 관련, 중도 귀국한 정부
파견의 조기 귀국 원인은 개인적 사정 외에도 동 의사의 전문의 자격에 대한 파푸아뉴기니 Medical
Board의 자격 불인정 및 영어 소통 능력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고 영어 소통 능력을 갖춘 내과
전문의를 후임으로 파견할 것을 희망함.

김성진 과학기술처장관 서구 및 중국 순방,
1985.8.30-9.17

| 85-106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4 / 8 / 1~394(394p)

1. 김성진 과학기술처장관은 1985.9.3. 파리에서 Curien 프랑스 연구기술성장관과 제1차 한·프랑스
과학기술장관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는 1983.12.8.~11. 방한한 Fabius 프랑스 연구공업상과 이정오 과기처장관 간에 12.11. 체결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및 1985.4.8. Curien 프랑스 연구공업상 방한 시 합의한 사항에 근거한바, 당초
1984.9.27.~10.3. 파리에서 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양측 사정으로 연기, 재추진하여 성사됨.
 회의 개최 결과 9.5. 양국은 다음 내용의 합의의사록을 채택함.

2. 김 장관은 1985.9.5. 스웨덴을 방문한 후, 이어서 9.7.~12. 독일을 방문, Riesenhuber 독일 연구기술성
장관과 한·독일 과학기술장관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는 기술협력에 관한 소수 국가에의 지나친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첨단기술 이전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과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9.10. 양국 장관은 다음 내용의 합의의사록을 채택함.

- 과학기술협력 협정 조기 체결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조기 체결
- 양국 정부의 협력 사업 지원

3. 동 장관은 귀국길에 1985.9.14.~17.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함.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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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에 만족
- 호혜적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 계속
- 양국 산업계에 의한 연구 성과 활용 지원
- 차기 회의 86년도 개최 합의

과학기술협력조사단 중남미 순방, 1985.10.2011.11

| 85-106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4 / 9 / 1~163(163p)

1. 과학기술처는 1985.10.18.~11.9. 대외 기술공여 개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과기처 연구개발 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력 조사단을 최초로 중남미에 파견함.
 동 조사단은 과기처 및 외무부, 농촌진흥청, KAIST, 동력자원연구소에서 임명된 단원으로 구성됨.

2. 동 조사단은 브라질(1985.10.21.~25.), 페루(10.28.~31.), 파나마(11.1.~6.)를 각각 방문하여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합의의정서에 서명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대상에 관한 정보와 관련 자료 수집 및
1146

부문별 전문가 교류에 합의함.
 특히, 우리와 과학경제기술 수준이 유사한 브라질과는 향후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

- 1986년도 중 과기처장관의 상호 방문을 추진키로 합의

Kazagui, Jean Claude 중앙아프리카 과학기술
연구담당 특보 방한, 1985.6.10-14

| 85-106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4 / 10 / 1~179(179p)

1.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4.10.17. 중앙아·북한 친선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Kazagui 중앙아 과학기술
특보(장관급)를 면담, 동인의 방한 희망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을 건의함.
 외무부는 1985.3.14. 과학기술처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발송한바, 6.10.~14. 방한함.
 중앙아프리카는 친서방 비동맹 중립 노선으로 유엔 총회에서 83년 KAL기 격추 사건 및 아웅산 테러 사건 등과
관련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옴.

2. Kazagui 특보는 방한 기간 중 과기처장관 및 외무부장관 예방, KAIST 및 삼성전자 시찰, 땅굴 시찰 등
인사로 유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동인은 과기처장관 예방 시 다음 내용의 메모랜덤을 수교함.

- 농업연구, 건설, 대체에너지 연구,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제안
- 과학서적, 연고보고, 논문 등 과학 관련 문서의 상호 교환
- 차량 2대, 복사기 1대, 전동타자기 1대, 등사기 1대, 녹화TV 1대, 철제 서류함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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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가진바, 외무부는 방한 초청을 통해 동 특보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케 함으로써 친한

독일 과학·기술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5

| 85-106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5-74 / 11 / 1~19(19p)

1. 주한독일대사관은 독일 연구기술성 Haunschild 사무차관이 이정오 전 과학기술처장관의 초청으로
한·독 과학기술협력 확대 및 양국 과학기술 장관의 교환방문에 관한 협의를 위해 1985.3.23.~27.
방한 예정임을 알려 옴.
 동 차관은 과기처장관, 상공부차관 예방 및 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연구소, KAIST, 한국전력공사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1148

- 3.25. 과기처장관 예방 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필요성에 합의하고 독일 측에서 초안을 마련,
우리 측에 송부키로 함.

2. 동 차관은 방한 기간 중 주로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의 상호 협력 증진에 관심을 보임.

Daffe, Balla Moussa 세네갈 과학 기술상 방한,
1985.4.19-25

| 85-106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4 / 12 / 1~96(96p)

1. Daffe 세네갈 과학기술장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초청에 따라 1985.4.19.~24. 방한함.
 동인은 1984.10월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한국 측 사정으로 연기된 후 1985.4월 재차 방한을 희망, 성사됨.

2. 동 장관은 방한 기간 중 KAIST, KIET, 동력자원연구소, 농업진흥청, 삼성전자 방문 및 외무부장관 및
과기처장관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짐.
 KAIST, KIET 등 연구기관 방문 시 Daffe 장관은 양국 연구기관 간 정보교환 협력 제의 및 농업 등 관심 분야
기술이전 협조 요청에 대해 우리 측은 기술이전을 위한 연수생 초청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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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공업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3

| 85-1065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74 / 13 / 1~89(89p)

1. Turgut 터키 공업기술장관이 1983.5.9.~13. 상공부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함.
 터키는 1980.9월 군사정부 수립 이후 치안 회복 및 정치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
이었으며,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에 큰 관심을 보임.

2. 동 장관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부총리, 상공부장관, 과기처장관 예방 및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국중
공업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1150

 정부 대표단 8명, 민간 기업대표 14명 등 총 22명 수행
 동 대표단 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양국 간 이해 증진 및 협력 분위기 고조 계기 마련
- 제철, 원자력 분야에 대한 대터키 기술이전 등 협력 가능 분야 모색
- 한·터키 민간경협위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
- 양국 업계 간 직접 접촉을 통하여 구체적 상담이 추진됨.

남극 자원개발, 1983-85

| 85-1066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4 / 14 / 1~36(36p)

1. 주뉴질랜드대사는 1983.5.2. 뉴질랜드 외무성 남극연구소장으로부터 파악한 남극조약 당사국 회의
일정 등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한국도 남극 관련 회의 참석 및 탐사 참여에 실적을 올려 남극 개발
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2. 주일대사는 1983.7.23.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 독일 본에서 개최된 남극조약 당사국 중 14개국이
참가한 남극 광물자원 개발회의에서 광물 자원 개발 허가 및 인가권을 가지게 될 개발위원회 구성 및

3. 주칠레대사는 1985.3.26. 칠레 외무성 특수정무국장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남극조약 당사국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남극 대륙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크며, 남극조약 당사국들이 석유 개발 및 분배에 관한 연구를 시작함.
 남극조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자원 개발 방법 등이 토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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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방법이 논의되었으나 참가국 간 이견이 노정되었다고 보고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제6차. 서울,
1985.11.20-21

| 85-106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4 / 15 / 1~102(102p)

1. 제6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Korea-Australia Joint Committee for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가
1985.11.20.~21. 서울에서 개최됨.
 개최 경위

- 1985.7월 주한 호주대사관은 동력자원부에 제6차 자원협력위원회를 9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바,
동자부는 수석대표의 일정상 이유로 11월 개최를 희망함.
 회의 대표
1152

- 한국 측에서 이봉서 동자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동자부, 상공부, 외무부 대표, 뉴질랜드 측에서 Fitzgerald
무역성 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무역성, 통산성,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
 주요 협의사항

- 양국 간 자원 교역, 자원 합작 개발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호주 측은 광양 제2 제철소 건설계획에 큰 관심
을 보임.

2. 정부 대표에 대한 훈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자원교역 증진 방안을 협의하되, 자원의 경제적, 안정적 확보에 중점
 호주의 수입규제에 대해 지적
 한국의 제철소 및 발전소 증설 계획 설명
 호주 진출 자원 합작개발 사업 지원 방안 협의
 원료 광물의 합작개발 가능성 타진 및 자원개발 분야 기술협력 협의

3. 호주 측 수석대표는 방한 기간 중 외무부 제2차관보, 한국전력 사장, 포항제철 사장, 상공부 제1차관보,
해외협력위 기획단장 등을 면담하고, 광양제철소, 삼천포화력발전소 등을 시찰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제7차. Jakarta,
1985.12.16-17

| 85-106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4 / 16 / 1~206(206p)

1. 제7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가 1985.12.16.-17. 자카르타에서 개최됨.
 개최 경위

- 1985.6.14. 동력자원부는 KODECO의 마두라 유전 원유 생산 개시 기념식에 즈음한 9월경 제7차 한·
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외무부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함.
- 양국 간 일정 상충 등으로 개최 시기 결정이 지연되다가, 9월 초에 9.25.~28. 개최로 일정이 합의되어
9.11. 대통령 재가로 한국 측 정부대표를 임명하였으나, 한국 측은 국내 사정으로 회의를 12월로 연기
하고 9월에 개최되는 마두라 유전 기념식에는 동자부 차관을 파견할 것을 제의함.
- 한국 측에서 최동규 동자부장관, 인도네시아 측에서 Soebroto 광업에너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
구성
 주요 합의사항

- LNG 가격의 합리적 조정
- 유연탄의 안정적 공급
- 마두라 가스전 개발 촉진
- 동, 연, 아연 등의 합작개발 추진
- 에너지 자원 분야 기술협력 실시

2. 자원협력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양국은 1986년 초 기술훈련에 관한 협력을 추진함.
 1986.2월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제시한 훈련생 초청, 전문가 파견, 공동 연구 등 기술협력사업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광업에너지성이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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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단

이봉서 동력자원차관 일본 방문, 1985

| 85-106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4 / 17 / 1~82(82p)

1. 일본 외무성은 아주지역의 대다수 국가가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 비추어(에너지 자급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정도), 이들 국가들 간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경제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을
협의키 위한 에너지 심포지엄을 1985.2.21.-22. 동경에서 개최함.
2. 동 회의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의 장·차관급 대표, 기업인(미국), ADB 총재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은 당초 최동규 동자부장관이 참석 예정이었으나 최종 순간에 이봉서 차관
1154

으로 교체됨.
3.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참석자들은 아·태 지역이 경제발전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
공감함.
 참석자들은 아·태 지역의 에너지 개발 및 교역에 관한 협력 포럼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실천 방안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함.

Mohamed Maher ABAZA 이집트 전기에너지성
장관 방한, 1985.4.4-9

| 85-107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4 / 18 / 1~169(169p)

1. Abaza 이집트 전기에너지성 장관이 최동규 동력자원부장관 초청으로 1985.4.4.-9. 방한함.
 방한 경위

- 1984.5.4. 동자부는 이집트 전력성 발주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입찰을 추진 중인 한국중공업의 요청
및 양국 간 에너지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이집트 전기에너지성 장관을 방한 초청할 것을 희망하고,
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발송함.
- 양측 사정으로 방한이 지연되다가 12.28. 동자부는 주카이로총영사에게 방한 초청이 여전히 유효하며
장관 일행의 방한 경비는 한국중공업이 부담할 것임을 확인함.
- Abasa 장관은 부인 및 전기에너지성 차관, 원자력발전청장, 전기청 차장 등을 대동하고 방한함.
- 방한 중,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동자부장관, 과기처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삼성전자 및 원자력 발전소,
한국전력 등 시찰, 한국중공업 및 한국기계 사장 면담
- 한국전력공사와 이집트 전력청, 원자력발전청 간에 에너지협력협약에 관한 양해각서가 서명됨.

2. 후속조치로서 1985.6.17. 한국중공업 사장이 이집트를 방문하고, 이집트 전력청, 원자력 발전청과
에너지 협력 협약에 정식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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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방한 결과

세네갈 자원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85

| 85-107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5 / 1 / 1~95(95p)

1. 세네갈의 철광산개발회사(MIFERSO)의 Diallo 사장이 1984.11월 및 1985.3월 2차에 걸쳐 방한함.
 동 사장은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의 개인 고문을 겸하고 있는바, 한국에 대해 동사의 철광산 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및 지원을 타진키 위해 방한함.

2. Diallo 사장은 1984.11월 1차 방한 시 외무부 제2차관보, 동자부 자원개발국장을 면담하고, 포항제철을
시찰함.
1156

 동 사장의 광산 개발에 대한 차관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정부 차원의 차관 공여는 어려움을 설명함.

3. Diallo 사장은 1985.3월 2차 방한 시, 디우프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를 휴대하였으며, 이와
관련 대통령 예방이 주선됨.

자원 정세보고, 1984

| 85-1072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5 / 2 / 1~117(117p)

1. 1984년 중 주요 자원 부국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쿠웨이트의 자원
동향에 관한 관련 공관의 보고 내용임.
2. 동 자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유가 인상 전망
 원유 매장량

 농산물 수출입 현황
 철강 및 우라늄 생산량
 전력 생산 및 수출 현황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 수출 통계
 자원 관련 주재국 정부의 주요 시책 등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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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산업 제반 동향
 철강 수출입 현황

한·프랑스 간의 평택 LNG 인수기지 합작건설,
1984-85

| 85-1073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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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프랑스대사는 1984.3.22. 평택 LNG 인수기지 건설 참여 프랑스 회사의 재정 상태와 관련, 프랑스
무역성 한국과장의 언급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한국가스공사가 1982.11.15. 평택 LNG 인수기지(Receiving Station) 건설을 위해 계약한 UIE.TGZ사가 모기업
AMREP 그룹의 나이지리아 정변으로 인한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UIE.TGZ의 대외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님.

1158

2. AMREP 그룹의 재무구조 악화로 파산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1984.5월 외무부는 동자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 대해.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한국 측의 피해 방지를 위한 개입과 지원을 요청함.
 최동규 동자부장관은 6.1. Fabius 프랑스 산업기술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지원을 요청함.

3. 프랑스 상사법원은 1984.7.2. 해저유전개발업체인 브이그(Bouygues)사가 파산한 UIE.TGZ사를
인수토록 결정함.
4. 외무부는 1984.8.8. 및 8.11. 최동규 동자부장관의 Cresson 대외무역부장관 앞 서한 및 진의종 국무총리
명의의 프랑스 Fabius 수상 앞 친서를 각각 발송하여 브이그사의 운영권 승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
도록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요청함.

대과테말라 석유개발사업 참여, 1985

| 85-107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5 / 4 / 1~15(15p)

1. 과테말라 에너지 광업성은 1985.1월 과테말라 석유 개발 사업에 한국 업체의 참여를 주과테말라대사관
및 주한 과테말라대사관을 통해 요청함.
2. 이에 대해, 3.12. 동력자원부는 동 건 검토 결과,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저조하며, 태평양 연안에의
항구 부재로 과다한 원유 수송비가 예상되어, 한국 측 참여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외무부에 회신한바, 이러한 취지를 주과테말라대사관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통보함.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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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1984

| 85-1075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75 / 5 / 1~10(10p)

1.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외무부 지시로 1984.1.23.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를 접촉하고 ARUN LNG
플랜트의 연산 200만 톤 규모의 TRAIN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현황과 한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 타진함.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며, 자국 기업과 합작
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1160

2.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이임 인사차 1984.3.15. Suharto 대통령을 예방한바, 동 대통령은 한국이 LNG
도입 확대를 희망하면 한국이 수송용 선박을 건조하고 수송 업무도 담당하는 방안을 제의함.
3.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4.11.17.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함께 Suharto 대통령을 예방한바, 동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 LNG 공급 계약분에 대해 수송 선박을 잘 준비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급 확대를 원할 경우 한국 측이 수송을 희망하면 고려 가능하며 추가 도입을 위해서는
제7 TRAIN 건설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멕시코산 원유 도입, 1985

| 85-107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5 / 6 / 1~57(57p)

1. 주멕시코대사관은 북한이 멕시코산 원유 도입을 구실로 PEMEX(멕시코석유공사)와 접촉하려 하며,
멕시코 측은 한국이 멕시코산 원유 도입을 중단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다고 보고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나, 한국 정유사들은 멕시코산 원유 가격이 타 도입선과 비교하여
배럴당 1달러 가량이 비싼 관계로 도입을 중단하였음을 우선 참고로 통보함.

2. 주멕시코대사관은 1985.5.8. 북한 대외무역부 부국장 등이 PEMEX와 접촉하고 멕시코산 원유 도입을
제안하였고, 멕시코 측도 취소불능 신용장 개설 조건하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멕시코산

3. 외무부는 북한의 여사한 움직임을 고려하여 국내 정유사들이 가급적 멕시코산 원유를 도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1985.5.30. 국내 정유 업계가 멕시코산 원유 도입을 결정하고 도입 물량 감축 및 수출항,
유종 등에 관해 PEMEX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함.
4. 국내 정유사들은 1985.6.5. PEMEX와 1985년 7천 B/D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주멕시코대사는 동일 합
의 내용을 PEMEX 부총재에게 통보함.
5. 호남정유(주)는 1985.10월 멕시코산 원유 선적 계획을 PEMEX에 타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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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의 정책 도입 및 국내 정유사들의 PEMEX 접촉을 건의함.

Alaska(미국) 산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1985

| 85-107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북미과

MF번호

2015-75 / 8 / 1~52(52p)

1. Sheffield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1985.10.17.~29. 방한하여 알래스카 주정부 한국 사무소 개설 행사에
참석함.
2. 동 주지사는 체한 중 국무총리 예방, 동자부장관 면담, 상공부장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한국에 대한
알래스카산 가스, 원유 및 석탄의 수출을 희망함.
1162

3. 동 주지사는 방한 후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에 대한 알래스카산 원유 및 가스 수출 가능성을 적극
모색함.

베네수엘라 원유도입, 1983

| 85-1078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5 / 9 / 1~14(14p)

1.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2.12.30. 중단된 베네수엘라산 원유 도입 재개를 다음과 같이 건의함.
 한국은 제2차 원유파동을 계기로 원유 수입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1980~81년간 베네수엘라산 원유 5천~1만
B/D를 도입하였으나,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질이 좋지 못해 도입사인 경인에너지 측의 도입 거부로 1982.3월
도입이 중단됨.
 베네수엘라 정부는 한국의 대베네수엘라 군수품 수출로 인해 자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증대하자, 한국 측에
대해 원유 수입 재개를 희망해 옴.
 양국 관계를 고려, 경인에너지가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서라도 원유 도입을 재개해 줄 것을 건의함.

동력자원부는 1985.9.5. 베네수엘라 원유의 품질(중질유, 고유황, 금속성)로 인한 정유 경비, 장거리
수송비용, 국내 석유소비 감소 등 경제적 수익 측면에서 재도입은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베네수엘라대사의 건의에 따라, 외무부는 원유 도입 재개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163

Ali KHALIFA Al Sabah 쿠웨이트 석유장관 방한,
1985

| 85-107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5 / 10 / 1~58(58p)

1. 비공식 방한
 Khalifa 쿠웨이트 석유장관 겸 재무장관이 동인의 희망에 따라 1985.1.12.~13. 비공식 방한함.

- 동 장관은 체한 중 동자부장관 주최 오찬 및 유공사장 주최 만찬이 있었으나, 동 방한이 비공식이었으
므로 특별한 사항은 협의되지 않음.
 Khalifa 장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과 중국(구 중공)을 공식 방문함.

1164

- 중국 방문 시 중국의 유전개발 참여 문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 협의
- 일본 방문 시 수상, 외상, 황태자, 유류 관련 고위 인사 면담

2. 공식 방한 계획
 Khalifa 장관은 1985.10.15. 주쿠웨이트대사에게 11월 중 공식 방한을 희망함.
 이에 대해, 정부는 11.25.부터 2~3일간 방한을 제의함.

Beteta, Ramon 멕시코 석유공사(PEMEX) 총재
방한, 1985.11.2-4

| 85-108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5 / 11 / 1~24(24p)

1. 주멕시코대사는 1985.10.7. Ramon Beteta 멕시코 석유공사(PEMEX) 총재의 요청으로 동인을 면담한바,
동 총재는 한·멕시코 관계 긴밀화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로 11월 초 방한할 계획이라고 통보하면서
동력자원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면담 주선을 요청함.
 방한 목적은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통상증진 방한 협의 및 호남정유 측과 원유 공급 감소문제 협의임.

2. 방한 준비를 위한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동력자원부는 1985.10.23. 원유 도입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
정유사의 상업적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Beteta 총재는 1985.11.2.~4. 간 방한하여, 동력자원부장관 및 외무부장관과 면담함.

1165

한·독일 원자력협력, 1985

| 85-108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5 / 12 / 1~26(26p)

1. 한국전력은 1985.3.4. 독일 NUKEM사와 18톤의 중수(Heavy Water) 공급 계약을 체결함.
 이와 관련, 주한 독일대사는 NUKEM사가 4.27.까지 7톤의 중수를 한국 측에 공급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한국
정부가 동 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바, 정부는 동 안전조치를 확인함.

2. Kohl 독일 수상은 1985.5월 국무총리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경수로 형 핵연료 가공 공장 건설 입찰에
참가한 독일 기업에 대한 한국 측의 호의적 고려를 요청함.
1166

 동 서신에 대해, 정부는 입찰 선정의 가장 큰 고려 사항은 기술이전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발송함.

터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참여, 1983

| 85-1082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75 / 13 / 1~20(20p)

1. 주터키대사는 1983.10.17. Ilkel 터키 동력성장관 예방 후, 터키 Akkuyu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에
공동 입찰한 한국중공업·캐나다 AECL사의 입찰 내용이 최근 터키 정부 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요지의 면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Ilkel 장관은 한·카 공동입찰 조건 자체는 탈락 수준이나 리비아에서의 한국기업의 공사 내용 및 실적과
관련하여 정부 내 지지 세력이 커짐으로써 한국 회사의 입찰 내용을 재검토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한국 측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터키 측도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1167

KWU, 미국 GE에게 의향서를 발급하였음을 보고함.
3. 주터키대사는 1983.11.4. 터키 동력성장관이 한국중공업·AECL이 Akkuyu 원전 1호기 건설 공사
(총 공사비: 11억 5천만 달러)를 수주하였음을 발표하였으며, 동 낙찰의 배경에는 1982.12월 방한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한 Evren 터키 대통령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함.
 KWU사는 2호기, GE사는 3호기 건설 수주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터키대사는 1983.11.3. 터키 정부가 Akkuyu 원전 건설 관련, 한국중공업·캐나다 AECL, 독일

한·프랑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3차.
Paris, 1985.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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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한·프랑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가 1985.6.17.~18. 파리에서 개최됨.
2. 한국 측은 권원기 과기처 원자력 상임위원, 프랑스 측은 Ouvrieu 원자력청 국제협력실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가함.
3.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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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기술요원 훈련 협의
 핵연료 기술분야 공동연구 개발 협의
 실험실습 장비 무상 도입 협의

4. 회의 결과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1981.4월 발효된 한·프랑스 원자력협정을 1985년 중 폐기할 것을 고려하되 폐기 여부를 1985.9월 개최 예정
인 한·불 과학장관 회의 이전에 결정
 프랑스 측은 1985~86년 중 한국 훈련생 8명 초청
 고속 증식로에 관한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1985년 말까지 작성
 프랑스에서 도입한 원전 9, 10호기는 한국의 법령에 의거 건설·운영하며, 프랑스 측은 원전 안전 관련 전문가
자문을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함.
 한국에너지연구소의 대덕 핵연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프랑스 측은 공동연구 방안을 1985.7월
중순까지 제출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
제9차. 서울, 19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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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5 / 15 / 1~115(115p)

제9차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Korea-U.S.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and Other Energy Technologies)가 1985.5.24.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연혁
 동 회의는 1977.7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84년까지 8차에 걸쳐 양국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함.

2. 회의 개요
동자부, 외무부, 한국에너지연구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직원이 대표로 참가
 미국 측에서 Richard Kennedy 국무부대사를 수석대표로, Alan Sessoms 국무부 원자력기술 및 안전조치과장
등이 대표로 참가
 회의의 주요 의제

- 원자력 안전규제 요원 훈련
- 공동 상설위 재평가
- 핵연료의 조사후 시험
- 핵물질의 측정 및 계량 통제 기술 확립
- 원자력 요원 양성 방안 공동연구
 한국 대표단 훈령

- NPT(핵무기비확산조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각종 안전보장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
- 제9차 준비회의에서 미측이 제의한 준비회의와 본회의 분리 개최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연속해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 표명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가입국은 NPT에 가입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미측에 요청
- 핵폐기물 관리 문제에 관해 West Valley 실증 사업 참여, 핵 연료봉 병합기술 등 관련 미국에 협조 자세
표명
- 한국 원자력 요원 연수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미측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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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에서 조경목 과학기술처차관을 수석대표, 이병휘 과기처 원자력위원을 교체수석으로 하고 과기처,

PBNC(태평양 연안국 원자력회의) 제5차. 서울,
1985.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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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차 태평양 연안국 원자력회의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가 1985.5.19.~23.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연혁 및 개요
 동 회의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학술연구 논문 발표 및 토의를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학술회의로서,
1976년 미국 호놀룰루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격년제로 일본 동경(1978), 멕시코 아카폴코(1981), 캐나다 밴쿠버
1170

(1983)에서 개최됨.

- 1985년은 서울에서, 1987년은 중국(구 중공)에서 개최 예정
 특기 사항

- 중국과 대만(구 자유중국)의 경우, 국호, 국기 및 국가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 주제 발표 시 대만은 Taiwan Power Company로, 중국은 Chinese Nuclear Society로 표기
 회의 참가자

- 한국 인사 약 200명, 외국 인사 약 300명
- 정부, 연구 기관, 대학 및 산업계 인사

2. 회의 주요 의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관한 의견 교환
 fuel cycle 종료 문제
 중소 규모 원자로
 원자력 발전소 관리 유지

서해 및 동지나해 어장 확장 문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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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청은 1985.2.4. 황해 및 동지나해 어로 조업 자제선을 현 자제선에서 약 10마일 서쪽으로 조정하는 데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79년에 일·중국(구 중공) 어업협정 개정에 즈음하여 외무부의 요청으로 조업 자제선을 일·중 어업협정선에서
약 50마일 동쪽으로 설정 시행하고 있으나, 어민들로부터 일·중 어업협정선 20~30마일 동쪽선으로 환원
해 달라는 건의가 있음.
 현 조업 자제선에서 10마일 정도 서쪽으로 조정하여 어업 생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연근해 어족 자원 감소 및 장비 현대화로 현 조업자제선 이동 필요
 현 조업 자제선을 10마일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나 일·중 협정상 일부 어족보호
구역과 중첩 가능성 상존
 어민 이익 보호를 위해 어장을 확장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마일 이내에서 자제선을 서쪽
으로 이동
 중국에 사전 통보, 어로 지도 실시, 최소한의 언론 보도

3. 외무부는 1985.10.11. 주홍콩총영사에 자제선 이동 사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음 요지로 중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한국이 설정한 한국 어선의 조업 자제선은 양측 간의 조업 분규를 사전 방지할 목적으로 공해상에 자발적으로
설정한 것임.
 어족자원 보호와 해난구조 등 어업 협력 문제를 중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

4. 외무부는 1985.10.24. 수산청에 대해 중국 정부에 대한 통보가 완료되었으므로 조업자제선 이동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함.
5. 수산청은 1985.10.29. 서해 및 동지나해 어장을 10마일 서쪽으로 확장 조정하는 내용을 고시하고,
어장 확장 및 어로지도 계획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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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8.17.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함.

한·브라질 어업협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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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5.2월 한국 어선의 조업 수역 확대, 입어 기간 연장, 면세유류 공급 확대를 위해 브라질
정부와 교섭하는 방안을 검토함.
2. 이와 관련, 주브라질대사는 1985.3.5. 한국 어선을 용선한 주체는 브라질 회사이므로, 대방사 및 홍영
(한국 어선사) 측이 요청하는 시기에 브라질 측에 양국 간 협의를 공식 제기할 것을 건의함.
 외무부는 브라질이 현재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식 제기를 연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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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어업협력, 19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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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콜롬비아대사는 1979.7.25. 외무부에 콜롬비아 경제개발장관이 다음 분야에서 한국과의 어업 협력을
적극 희망하였다고 하고 면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콜롬비아 측은 다음의 수산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콜롬비아는 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수산자원
개발 및 그에 부수되는 제반 시설 건설 추진 불가하므로 한국의 진출을 강력히 요청함.

 코스타리카와의 어업 협력은 에콰도르를 연결하는 어장 확보 효과도 있으므로 조사선 파견을 건의함.

2. 수산청은 1979.8.7. 예산 사정상 1980년에 조사선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통보함.
3. 정부는 동 지역의 수산자원 조사를 위한 1,500톤급 어업 조사선 파견을 제안하였으나, 콜롬비아 측은
1979.12.22. 대형 조사선을 접수치 않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므로 한국 측이 소형 선박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함.
4. 본 문건은 79~85년간 한·콜롬비아 간 다음과 같은 어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록함.
 콜롬비아 어업진출 대책(1983.3월)
 새우 트롤 어선 콜롬비아 수역 조업 문제
 나이지리아 교민 경영 원양어업 회사 진출 문제
 나이지리아 교민 경영 원양어업 회사 나포 사건(198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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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회사 설립에 의한 공동 조업
- 냉동창고 등 기지에 필요한 시설 건설
- 어선 수리
- 어선 건조

한·코모로 어업협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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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1985.5.20.~23. 코모로의 Said Kafe 외상의 방한을 계기로 동국에 대한 어선 출어 가능성을
검토함.
2. 주프랑스대사(코모로 겸임)는 1985.9.3.~8. 코모로에 출장, 동국의 입어 정책 등에 관해 조사, 보고함.
 아직 코모로는 외국 어선에 대한 입어 허가를 한 적이 없고, 입어 정책도 확립되지 않음.
 입어 조건은 교섭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장 조사 및 구체 협의를 위해 조사단 파견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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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관련, 수산청 및 한국원양어업협회 직원으로 구성된 어장 조사단이 1985.11.23.~26. 코모로에
파견되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단은 코모로는 항구 부두시설이 미비하여 한국 어선이
이용하기는 적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함.

한·도미니카공화국 어업협력,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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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도미니카 대사는 1984.6.2. 외무부에 최근 영국 회사의 어족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미니카
국경지역에 풍부한 어족자원이 있으며, 국경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수입세 및 소득세 등 제반
혜택이 부여되므로 동국에 대한 어업 진출과, 이에 앞서 사전 조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건의함.
2. 동 건의에 따라, 수산청은 1984.8.6.~11. 주수리남대사관 수산관, 한성기업 및 대림수산 직원으로
 어장성 조사
 진출 가능 분야 선정
 처리가공 및 항구시설 등 환경 조사
 투자 여건

3. 전문가 조사단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항구는 기본시설이 전무하여 당장 이용 불가(대규모 투자 요구됨)
 새우 양식 합작은 기초 조사도 미흡한 상태로, 향후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
 기업성 여부 상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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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전문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한·이디오피아 어업협력,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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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티오피아 농업성 대외협력국장은 1983.12.5. 주에티오피아대사관 관계관을 초치, 홍해 연안의
근해 어업개발에 한국 측의 참여를 요청함.
 에티오피아 농업성은 어업개발 계획서(총 17매의 영문 보고서)를 제시
 동 계획서에 따르면, 홍해 연안은 대륙붕의 발달로 각종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공해가 전혀 없고,
현지 어민들은 원시적 조업에 의존하므로, 개발 가능성이 크지만 기후 조건이 고온다습하므로 냉동 시설은
완벽해야 될 것임.
1176

2. 외무부는 1984.1월 동 보고서를 수산청에 전달하고, 한국 업체의 에티오피아 어업 진출에 관한 검토를
요청함.
3. 수산청은 1984.12월 에티오피아 연안 개발에 대한 검토 결과, 어장성 및 사업성에 있어 전망이 불투
명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한·가봉 어업협력, 1983-85

| 85-1092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5 / 23 / 1~66(66p)

1. 외무부는 1984.9.6. 주가봉대사관에 한·가봉 어업협력 추진에 참고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
보고를 지시함.
 가봉의 대외 수산 정책
 가봉 영해 내 외국 어선 입어 현황
 외국 어선에 대한 입어 허가 조건
 가봉과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현황

2. 주가봉대사는 1984.9.8. 다음 요지로 보고함.
 가봉은 어떤 외국과도 일반적인 어업협정을 체결한 바 없음.
 대외 수산정책은 원칙적으로 개방적이나, 어획자원 보호에도 관심이 큼.
 주로 프랑스인들이 현지 법인을 설립, 운영하며 어로 형태는 트롤잡이, 새우잡이, 주낙잡이로 구분됨.
 프랑스 계열인 SOMACOM 및 AMERGER는 100톤급 어선 16척을 운용하며, 한국 선원 120여 명을 고용 중임.
 참치가 매우 풍부하나, 가봉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먹지 않고 통조림 된 것만을 먹으며, 중국과 일본 등으로
부터 참치 통조림을 수입하고 있음.
 외국 어선은 현지 법인 설립과 함께 육상 시설(냉동시설, 사무실 등)을 구비해야 하며, 주식의 10%를 가봉
정부에 헌납해야 함.
 INTER BURGO는 현재 가봉에서 시험조업 중이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1984.9월중에 현지 합작회사 설립
을 적극 추진 중임.

- 동사는 앙골라에서도 조업 중이며, 어획량의 50프로를 앙골라 정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조업
선박의 연료를 무상으로 보급 받고 있는바, 동 방식을 가봉 측에 제안하였으나, 가봉 측은 합작회사
설립을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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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봉 연안의 어장성
 현재 가봉 영해 내에서 조업 중인 INTER BURGO 회사 소속 어선의 조업 성과

한·가이아나 어업협력, 1977-1983

| 85-1093 |

생산연도

1977~198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75 / 24 / 1~355(355p)

1. 외무부는 1979.1.24. 1979년도 프랑스령 가이아나 수역 임시조치 공고에 의거, 한국 새우 트롤 어선
의 동 수역 내 조업허가 신청서를 EC 당국에 제출, 조업허가서를 발급받도록 주벨기에대사관에 지시
함.
 조업 허가 기간: 1979.1.1.~12.31.
 어획 할당량: 26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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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최대출어 척수: 18척
 조업일수: 3,775일
 한국 어선 회사: 고려원양, 구일산업, 동수, 수개공, 유니코, 대창, 한진

2. 수산청은 1979.2.28. 대창수산 소속 어선에 대한 조업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을 외무부에 알리고,
동 사실을 주벨기에대사 및 주수리남대사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3. 주벨기에대사는 1980.3.12. EC 수산총국이 발급한 1980년도 한국 어선에 대한 프랑스령 가이아나
수역 새우어업 허가서를 외무부에 송부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허가서를 주수리남대사관에 송부,
한국 어선에게 적시에 전달되어 1980.4.1.부터 조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함.
4. 수산청은 1980.10.18.~22. 1981년도 프랑스령 가이아나 새우 어획 쿼터 증대를 위해 민간 교섭단을 EC에
파견함. (1981년도 요구사항: 어획량 350톤, 조업척수: 1일 25척)
 한진농산 사장 이재곤
 한국수산개발공사 서기운

5. 한국 새우어선은 1980년도까지 조업하였으나, 1981년 EC의 어획물 양육 조건부 허가서 발급 조치에
따라 입어가 중단됨.
6. 주수리남대사는 1983.4.28.~5.1. 프랑스령 가이아나에 출장, 현지 정세 파악 및 한국 새우 트롤 어업의
재진출 가능성을 타진함.
 주수리남대사는 재진출을 위하여 EC 당국과의 교섭 및 EC 회원국과의 합작을 통한 입어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건의함.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어선 위반 조업문제,
1983-85

| 85-1094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75 / 25 / 1~203(203p)

1. 일본 수산청은 1983.5.25. 주일대사관에 한국 저인망 어선 약 40척이 일본 이키시마 서방의 저인망
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어 연안 어민의 불만이 크므로 동 수역에 한국 지도선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수산청에 필요 행정 지도 조치를 요청함.

2. 수산청은 1984.1.6. 한국 어선 4~5척이 조업 중인 134 해구에서 1.4. 일본 어선 10여 척이 한국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수산청에 이를 통보, 시정해 줄 것을 외무부에

3. 외무부는 1985.2.8. 수산청에 대해 최근 한국 어선의 일본 영해 및 전관수역 침범, 조업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 해상보안부가 특별 단속 계획 중이므로 한국 어선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요청함.
4. 한·일 수산청장 회의가 1985.9.18. 서울에서 개최되어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함.
 서일본 수역 조업 질서 상호 협조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규제 준수 상호 협조
 국제포경위원회에서의 긴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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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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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수역 공동진출 문제 검토, 1985

| 85-109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75 / 26 / 1~28(28p)

1. 주호주대사는 1985.5.30. 소련의 키리바시 입어권 획득 교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소련은 최근 키리바시에 대한 입어권 획득 교섭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 호주 및 미국은 남태평양 도서
제국에 대한 소련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키리바시에 대해 대소 어업협정 체결을 단념토록
하고, 그 대신 동 지역 어업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입어료를 내고 진출하고 원조를 package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양국 정부는 동 방안에 참여 가능한 국가로 한국, 뉴질랜드, 일본을 상정하고 한국 측의 참여를 기대함.
1180

2. 이에 대해 수산청은 1985.6.14.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한국은 키리바시와 1980.12월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동 협정에 따라 매년 입어 조건에 관한 부속약정을 체결
하여 입어하고 있으며, 현 방식으로 현지 진출 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섭 결정하므로 비교적 합리적 수준에서
입어료가 결정됨.
 호주와 미국이 검토 중인 키리바시에 대한 공동입어료 납부 시, 한국 민간업계가 부담할 수 없는 과도한
인상이 우려되고, 입어료 이외 package 원조금이 진출 업체 부담으로 전가되어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경우
대다수 업체가 동국 수역 출어를 기피하게 되어 사실상 어장 상실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우려됨.
 소련의 키리바시 수역 진출 저지는 바람직하나, 호주와 미국이 고려하는 공동입어료 지불 및 package 원조
방식 참여는 한국 어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됨.

3. 이와 관련, 외무부는 정치적 관점에서도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남태평양 지역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수산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1985.6.21. 주호주대사에게 다음
입장을 호주측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관계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동 수역에 입어하고 있는 한국 업체의 조업 규모 등 영세성에 비추어 공동 입어
방식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한·라이베리아 어업 합작투자, 1984

| 85-1096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5 / 27 / 1~16(16p)

1.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84.1.11. 외무부에 대해 한국 업체 금진상사(사장 정진준)가 라이베리아의
ZEEKO 회사와 합작으로 수산회사 설립을 추진 중인바,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2. 수산청은 1984.1.31. 외무부의 의견 조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함.
 금진물산(주)은 사업계약서를 라이베리아 ZEEKO 회사에 송부하여 계약 체결을 추진 중임.
 라이베리아 정부의 입어보장 서류를 수산청에 제출 완료
 동사는 현재 어장에 투입할 어선 6척 물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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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84.4월 라이베리아 수산 현황 자료 및 관계 규정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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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란드 어업협력, 1985

| 85-109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5 / 28 / 1~110(110p)

1. 1985.1.25. 주뉴질랜드대사는 4월 중 양국 수산당국 간 어획 쿼터 확보 및 어업협력 증진을 위한 한·
뉴질랜드 어업실무자회담 개최를 건의함에 따라 양국 간 협의를 거쳐 5.29.~30.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동 회담이 개최됨.
2. 정부는 1985.5.17. 동 회담에 참가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함.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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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외무부 자원협력과장(수석대표), 김상수 수산청 국제협력과장(대표) 등 5명
 훈령

- 83/84년, 84/85어기 한국 측 조업 결과 설명
- 85/86어기 국별 쿼터 배정에 과거 소진율 등을 감안, 국별, 해역별 쿼터 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
- 84/85어기 추가 쿼터 배정 가능성 타진, 85/86어기에는 증량 배정되도록 교섭
- 85/86어기 입어료는 동결 요청

3. 동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83/84, 84/85어기 조업 결과 설명(조업선의 해구별 쿼터량 및 소진율을 일본 어선과 비교 분석)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85/86어기 쿼터 증량 요청에 대해 뉴질랜드 측은 한국 측 입장을 면밀히 검토키로
약속
 84/85어기 오징어 조업 추가 쿼터 배정 요청에 대해 적극적 고려 약속
 뉴측은 85/86어기 입어료 인상 가능성 표명, 한국 측은 동결 입장 표명

4. 본 문서철에는 한·호주 어업회담(1985.6.3.~4. 캔버라), 한·파푸아뉴기니 어업회담(1985.6.6.~7,
포트모르즈비)의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한·수리남 어업협력, 1985

| 85-109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5 / 29 / 1~91(91p)

1. 주수리남대사는 1985.2.20. 주재국에 진출한 세우, 우진, 영진 등 3개사가 SAIL의 저어가 정책에 반발
하여 SUSAFI로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데 대해 수리남 농수산부장관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바, 수리남
정부가 SAIL을 인수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SUSAFI 이동을 재고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2. 주수리남대사는 1985.3.3. 외부부에 수리남 정부가 한국 3사의 SUSAFI 이동은 수리남 정부가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동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저어가 문제 시정 및 한국 업체의 새우

3. SAIL의 manager인 VAN DIJK가 1985. 3.26.~31. 방한함.
 동인은 한국 측의 N. Y. GREENSHEET 가격에 의한 새우 도입 요구에 대하여 NORTHERN BRAZIL N. Y.
GREENSHEET 가격의 90 % 선 구입을 주장함.
 동인은 한국 출어사들과 SAIL과 한국 출어사와의 가공계약서 작성 문제(그간 관행에 따른 가공 형태를 문서화),
새우 시장 개척(한국 측이 50프로 새우 판매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 협의), 한국 출어사의
부채 조기 해결 문제 등 협의

4. Prado 수리남 농림수산 차관보가 1985.4.8.~12. 수산청 초청으로 방한함.
 수산청장 면담, 저어가, 훈련생 파견, 입어료 등 현안 문제 협의
 한국원양어업협회, 국립수산물검사소, 국립수산진흥원, 한국어업기술훈련소, 대림냉동 공장 방문
 한국 출어사들과 새우 가격 인상, 부채 없는 출어사에 대한 새우 판매권 인정, 한국 출어사 부채 청산 계획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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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권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함.

한·미국 어업협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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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5 / 30 / 1~143(143p)

1. 정부는 1985년 2차 어획 쿼터 증량 관련, 1985.1.22. 주미대사관에 다음과 같이 지시함.
 1985년 최초 쿼터 43,412톤으로는 필요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한국 출어선의 연계 조업이 곤란하므로 2차
쿼터는 1984년 최초 쿼터 수준이 되도록 교섭
 2차 쿼터는 조업 실태에 맞게 어종별 할당 비율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교섭

2. 정부는 미국의 2차 어획 쿼터 할당에 대비하여 대미 쿼터 교섭단을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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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기간: 1985.3.27.~ 4.4. (워싱턴 DC)
 교섭단 구성: 이종휘 수산청 차장, 황정연 한국원양어업협회장, 업계 대표 3인
 목적: 1985년도 2차 어획 쿼터 할당 교섭, 한·미 공동 어업 추진 협의
 주요 활동: 미 국무부 및 수산청 방문, Stevens, Murkowski, Gorton 상원의원 예방
 협의 내용

- 한국 측은 2차 쿼터로 GOA 해역 명태쿼터 1만 톤을 포함 7만 톤 할당을 요청

3. 정부는 1985.6.4. 주미대사에게 BSA 수역 대구 쿼터 비율이 5% 수준이 되도록 6천 톤 추가할당을
요구할 것을 지시함.
4. 정부는 대미 어획 쿼터 확보 교섭을 위하여 수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섭단을 파견함.
 파견 기간: 1985.12.1.~6. (워싱턴 DC)
 구성: 강영식 수산청장, 황정연 원양어업협회장
 주요 활동: Douglas 미 수산청 차장, Wolfe 미 국무부 대사, Breaux 미 하원 어업위원장 면담, 주미대사 주최
리셉션 참석(미 의회 보좌관 등 100여 명 참석)
 주요 협의 내용

- 1986년도 어획 쿼터로 30만 톤 요청
- 1986년도 어로 공동사업 협의
- 미측의 배려로 1985년도 어획 쿼터 잔량 2,900톤 전량을 한국에 추가 할당받아 1985년 쿼터가 총
250,219톤이 됨.

한국 대호원양실업의 자이르 Tanganyika 호수
어로협력사업 참여,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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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호원양실업(일명 대호수산)의 함명수 회장은 자이르 탕가니카 호수 지역에서의 어업 사업에 참여키
위한 사전 현지 답사차 1983.4.3.~10. 자이르를 방문함.
 대호원양은 자이르의 FITRACO사와 탕가니카 호수에서의 어로 협력에 합의함.

2. 대호원양의 조사단 3명이 1983.7.20.~10.17. 탕가니카 어로 협력사업에 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함.
3. 대호원양 김문찬 사장 일행은 자이르 FITRACO 측과 계약 체결을 위해 1984.5.6.~12. 자이르를 방문함.

주장하면서 계약 해약을 통고함(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대호원양 측에 전가).
 이에 대해 대호원양 측은 사업 실패가 FITRACO 측의 투자 기피 및 경영 부실에 기인한다고 주장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4. FITRACO 측은 1985.6.5. 대호원양이 계약서상의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여 본 사업이 실패했다고

1185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19차. 서울,
1985.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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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제19차 정기 연차회의가 1985.1.28.~30.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 국별 위원

- 이종휘 수산청 차장,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이봉래 수산진흥심의회 위원
 일본 측 국별 위원

- 사이토 다츠오 수산청 차장, 아리마 다츠오 외무성 아세아국 심의관, 오카야스 마고토 농용지개발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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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자원 전문가 회의 별도 개최(1985.1.24.~26. 부산)

- 한국 측 수석대표 정갑래 수산청 연근해 과장

2. 동 회의에 임하는 한국 측 기본 입장
 한·일 어업협정 체결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회의임을 감안, 양국의 대립되는 어업상의 이익을 조화시켜
원만한 우호협력 관계에 기여토록 상호 이해, 협력을 도모함.
 한국 어선의 일본 근해 조업의 증가로 인한 종래 수세적 입장의 회의 의제 및 운영을 지양함.

3. 동 회의 주요 협의 사항
 양측은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토의하고, 어선 간의 해상 사고 취급 방침 및 기타 한·일 어업 협정
수행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함.

한·일본 어업실무자 회의. 서울, 1985.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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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일 어업 실무자 회의가 1985.7.30.~31. 서울에서 개최됨.
 협의 사항

-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 문제
- 한·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제8항 준수 문제
 양국 수석대표: 이희수 수산청 생산국장, 와시노 히로시 일본 수산청 진흥부장

2. 회의 결과
- 일본 측은 조업 실적(연 조업척수: 3,412척, 어획량: 5,679톤) 및 조치 사항(자율규제 조치를 위한
농림수산대신 고시개정) 설명
- 한국 측은 제주도 주변 수역은 한국의 주요 어장이며, 특히 황해, 동지나해의 자원 감소로 인한 어업경영
악화로 어업 척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제주도 주변수역 문제도 어업조정상 어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이해를 촉구
 북해도 주변 수역 조업

- 한국 측은 조업 실적(조업척수: 15척, 어획량: 28,303톤) 및 조치 사항(지도선 파견 1척, 감독관 파견 3회,
공동자원 조사를 위한 통계자료 일본 측에 기 송부) 설명
- 한국 측은 일본해 어장에 한국 감독관 파견은 예산 및 인력 사정상 어려운 문제임을 설명
- 일본 측은 북태평양 오징어 자원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측이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
- 한국 측은 공해상에서의 어선 조업 자제는 곤란함을 지적하고, 동 수역에서의 조업 규제는 자원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양국 공동자원 조사 실시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표명
 합의 의사록 제8항 준수 문제

- 양측은 위반 어선 및 처분 결과를 각각 상호 설명
- 양측은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민간단체 간 협의가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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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주변 수역 조업

강영식 수산청장 중남미 순방, 1985.6.9-23

| 85-110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6 / 4 / 1~65(65p)

1. 정부는 1985.6.9.~23. 중남미 지역에 어업협력 교섭단을 파견함.
 출장자: 강영식 수산청장,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
 출장지: 아르헨티나, 수리남, 브라질

2. 국별 주요 협의 사항
 아르헨티나 (내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대외무역부장관, 공업부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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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이민 정착지 확정
- 이주민 시민권 조기 취득 문제
- 현지 법인 자본금 비율 문제
- 기자재 면세수입을 위한 법령 제정 문제
- 시민권 취득 이전 승선 허가 문제
- 해기사 자격 인정 문제
- 이민 정착지 및 공장 부지 시찰
 수리남 (상공부장관, 농축수산부 차관, SAIL(새우가공 회사) 사장 면담)

- 어업 협력(기술협력 포함) 협의
- 통계 수수료 인하 문제
- 새우자원 공동조사 문제
- 어업 기지 시찰
 브라질

- Belem 어업 기지 시찰 (한국 새우 트롤 어선 29척 조업)
- 한국 선원들의 사기 진작

폴리네시아(프랑스령) 어업·수산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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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해외영토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Alain Ohrel 총독이 수산청장의 초청으로 1983.6.8.~13
방한함.
 초청 목적

- 한·불 어업협정 부속 의사록에 의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의 어업 협력 협의
 교섭 사항

 방한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수산청장,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예방
- 한국어업기술 훈련소, 부산공동어시장, 대림수산 냉동 공장, 울산 현대조선소 시찰
 협의 결과

- 한국 측은 1984년도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연수생 1~2명 초청
- 한국 측은 차기 어업협정 갱신 교섭 시, 입어료 지불방법 변경을 요청

2. 프랑스 해외영토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Gaston Flosse 자치정부 수반이 수산청장 초청으로
1985.4.22.~5.1. 방한함.
 초청 목적

- 80여 척의 한국 어선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어장에서 조업 중인바, 장기적인 어장 확보 및 한국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과 기지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조 증진
방한 주요 일정

- 수산청장, 농수산부장관, 체육부장관, 외무부장관 예방 및 현대종합상사, 오양수산, 현대자동차, 현대
중공업, 경희대학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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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선의 파페에테 항 기지 이용에 따른 제반 조건 확인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가용 냉동창고 시설의 활용에 따른 문제
- 현지 수산 가공업(참치 통조림 공장)에의 원료 공급 가능성 타진

일본·소련 어업관계,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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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소련 어업협정이 1984.12.7. 아베 외상과 파브로프 주일 소련대사 간에 동경에서 체결됨.
1. 배경
 그간의 협정은 일본 어선이 소련 200해리 수역 내 조업을 위한‘일·소 어업협정’및 소련 어선이 일본 200
해리 수역 내 조업을 위한‘소·일 어업협정’
으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금번 협정은 이를 단일화함.
 일·소 양국은 그간 유효기간 1년의 어업협정을 매년 체결, 운용해 온바, 일본 측은 유효 기간을 연장한
1190

협정의 체결을 소측에 제의하였고, 소련 측이 1984.9월 이를 수락함에 따라 교섭 과정을 거쳐 1984.11.12. 양측이
합의함.

2. 협정의 주요 내용
 협정은 1987.12.31.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일자 6개월 전까지 일방 체약국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 추가 유효함.
 당해 연도의 어획 할당량, 어종, 조업 구역 등 구체적 조건을 매년 개최되는 일·소 어업위원회에서 결정함.
 상대국 어선의 나포 또는 억류 시 즉시 상호 통보하며,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선원을 적당한 담보 또는
기타의 보증이 제공된 후 즉시 석방함.

한·브라질 임업협력, 1983-85

| 85-1106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6 / 7 /1~49((49p)

1. 주브라질대사는 1983.3.16. 브라질 산림개발원 원장을 면담한 후, 브라질 북부 아마존 지역 Tucrui
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 지역의 산림 제거(원목 벌채 및 원목 구입) 사업이 수익성이 예상되므로
한국 관련 업체의 참여(입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산림청은 1983.3.31. 원목 벌채에 관심 있는 한국 업체를 물색하여 통보하겠으나, 일부 원목 수종은
재질 및 용도 측면에서 수입할 만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고, 해당 원목 수종이 브라질

3. 산림청은 1985.8.26. 현 시점에서는 국내외 시장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브라질 산림개발 합작 투자에
당장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업체는 없는 실정이나, 향후 브라질 산림개방 및 목재가공 합작 진출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 검토 계획임을 통보함.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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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출 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망함.

대콜롬비아 농업진출, 1983

| 85-1107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6 / 8 / 1~62(62p)

1. 주콜롬비아대사는 1983.1.29. 콜롬비아 목축상 및 농촌진흥청장과 면담 후, 콜롬비아에 농업조사단
파견을 외무부에 건의함.
 콜롬비아에의 인력 진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농 진출이 유망시되는바, 정부 차원의 진출보다는
민간 기업의 진출이 유리함.
 진출 가능성 검토를 위해 토질 조사 등을 위한 기술조사단을 3주간 파견 희망

1192

2. 이에 대해, 농수산부는 예산 사정상 조사단 파견은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주콜롬비아대사는
1983.3.11. 동 건을 해외협력위에서 검토해 줄 것을 재건의함.
 콜롬비아에의 농업 진출 문제를 인력 진출의 차원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기 건의한 농업기술 조사단을 파견

3. 주콜롬비아대사는 1983.5.2. 해외협력위 측이 요청한 콜롬비아 영농 여건, 토지대 등 소요 투자비,
재배 작물의 판로, 현지 기업농 개발 사례, 진출 방법 등에 관한 자료 조사를 보고함.
 대상 지역: 카리브 연안 지역
 재배 작물: 사탕수수, 면화, 과일
 재배 작물 판로: 내수용 (잉여분은 해외 수출)
 기업농 진출에 관한 주재국 법령: 재배 작물의 대외 수출 촉진 장려금 지급
 외국 기업농 개방 사례: 일본, 네덜란드, 서독 및 레바논 기 진출

4. 농촌진흥청은 1983.7.10.~26. 농업기술 현지조사단을 콜롬비아에 파견함.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V.1
1985.1-5

| 85-110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15-76 / 9 / 1~251(251p)

1.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5.1.15. 외무부에 대해 코스타리카에의 농업 및 어업 인력 진출(이민)을 위한
정밀 조사단 파견을 건의함.
2. 해외협력위는 1985.2.27.~3.7. 농업이민 조사단을 코스타리카에 파견함.
 조사단 구성: 최성락 해외개발공사 이주사업부장 등 4인
 주요 업무: 5세대 이주를 목표로 Cartago 지역에 10~15 헥타르 농토를 물색 조사
1193
 규모: 채소. 원예 농가 5세대
 정착 방법: 한국 측이 선정한 농토에 집단 영농단지 조성
 사업비 부담: 영농장비, 도항비 및 1년 생계비 한국 정부 보조, 토지구입비, 주택비 일부 코스타리카 정부
보조, 토지·주택비 일부, 영농비 이주 농민 부담
 후속 조치: 협정 체결

4. 양국은 Monge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방한(85.5.19.~23.) 계기에 농업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체결함.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구티에레스 외상 간에 5.23. 외무부에서 서명됨.
 주요 내용

- 한국 농민 5세대의 대코스타리카 송출 추진
- 한국 측이 선정한 토지에 한국 농민의 영농단지 조성
- 코스타리카는 토지 구입비 5만 달러 보조 및 주택비 50% 융자
- 한국은 그 외의 비용 부담
- 토지 소유권은 일정 기간 경과 후 한국 농민에게 귀속
- 5년 거주 후 귀국 또는 계속 거주 여부 결정
- 코스타리카는 이사물품, 장비,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자유 송금 보장
- 코스타리카는 최혜국민 및 내국민 대우 부여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정부는 1985.5월 코스타리카와 농업협력협정 체결 및 5세대 이민 추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V.2
1985.6-12

| 85-110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15-76 / 10 / 1~274(274p)

1. 코스타리카 정부는 1985.9.28. Monge 대통령 방한(85.5.17.~23.) 시 합의된 ‘한·코스타리카 농업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따라 추진되어 온 양국 간 농업협력 사업(한국 농민 5세대 이주 정착)의 코스타리카
측 부담분에 관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보함.
 당초 합의 내용

- 토지 구입: 코스타리카 측이 5만 불 제공
- 주택 확보: 코스타리카측이 대지 및 주택 소요경비 중 50% 장기저리 융자
1194

 코스타리카 측 신방침

- 토지 구입: 한국 농민 부담으로 구입
- 주택 확보: 택지는 한국 농민 부담으로 구입, 주택 건립 자금 일부는 코스타리카 측 융자로 충당

2. 정부는 1985.10.2. 관계 부처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대응키로 합의함.
 코스타리카 측의 수정 제안은 당초 합의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본 사업이 당초 양국 간의 경제 협력적
차원에서 시작된 것임을 감안, 추가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

3. 정부는 1985.10.17.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추가 부담분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함.
 추가 부담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은 불가함.
 토지 구입비로 5세대 농민 1년 생계비 및 도항비 54,000달러를 우선 활용
 주택 확보를 위해 이주자 예비비 45,600달러를 우선 활용

한·중앙아프리카 농업협력, 1983-84

| 85-1110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6 / 11 / 1~31(31p)

1.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3.4.19. 한국의 중소 건설 기술용역 업체인 동양종합기술건설(주)이 현지
회사와 합작하여 건설업, 다이아몬드 채광, 농장건설 분야에 진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바, 동 사업을
대아프리카 진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2.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재무부

 건설부

- 중앙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는 국가로서 연간 건설 발주액이 정부, 민간
총괄하여 약 200만 불에 불과하고, 후속 공사 발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동양종합건설기술(주)
은 용역 면허만을 소유하고 있어 동사가 건설용역 부문만 참여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뿐더러,
현지 합작사도 기술, 재정 면에서 곤란을 받고 있는 업체인바, 금번 진출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음.
 농수산부

- 국내 기업의 해외 농업 진출은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해외 합작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은 국내 반입 시 특혜를 줄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의 농업 분야 합작 투자는 당해
국가의 빈번한 정책 변경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3. 한편, 1984.2.16. 동양종합기술건설의 남덕현 부사장은 Gombadi 중앙아프리카 농업상과 농업기술용역
무상 제공 및 농업 개방에 관한 각서를 서명, 교환함.
 동양 측은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동양 측 부담으로 전문 조사단을 파견함.
 중앙아 정부는 한국 전문 조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
 양측은 동 각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인 합의서를 체결키로 함.

119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중앙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므로 합작 진출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농장 부지 무상사용, 채광권
허용, 개발수입허가 등)에 대한 현지 정부의 방침을 확인하는 교섭이 선행되어야 함.

한·도미니카연방 임업협력, 1983

| 85-1111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6 / 12 / 1~45(45p)

1. Charles 도미니카연방 수상이 정부 초청으로 1983.5.14.~17. 방한하였으며, 대통령은 5.16. 동국에
대한 가능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외무부에 지시함.
2. 이에 따라, 외무부는 동 수상을 수행한 실무자들과 접촉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요청 사항을 파악하였
으며, 국무총리는 5.17. 동 수상에게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한 원조 방침을 전달함.
1196

 포니 픽업트럭 약 8~10대 제공
 목재가구 공장 합작 또는 전액 투자 진출 권유
 한국 업체의 목재 분야 진출 가능성을 타진키 위한 현지 조사단 파견
 원양어업 분야 연수생 초청 교육

3. 외무부는 1983.5월 상기 요청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관계 부처에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요청 사항 중 목재가구 공장 합작에 대한 관련 부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상공부는 6월 도미니카연방에 관심 있는 한국 가구류 수출업체 등에 진출 희망 여부를 조사한바, 현지 시장
성 및 진출 여건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합동조사단 참여 의사를 표시한 업체가 없다고 회신함.
 산림청은 6월 상공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관민합동조사단의 구성이 곤란하므로, 산림청 목재가공 과장을
11.17. 도미니카연방에 파견, 현지 산림개발 가능성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가봉 Kango 지역(Komo강 유역) 미곡생산농장
개발사업 참여, 1984-85

| 85-111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6 / 13 / 1~202(202p)

1. 한·가봉 혼성위원회 합의 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업진흥공사 농업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조사단이
1984.7.18.~8.16. 가봉을 방문함.
 조사단 구성: 농업진흥공사 과장 등 4인
 방문 결과

- Kango 지역(Komo 강 유역)을 미곡 생산농장 후보지로 선정
- 개발 방법은 turn-key base로 추진
- 자금 조달은 가봉 정부 60% 부담, 한국 측 융자 30%, 한국 정부 무상원조 10%로 충당하기로 합의

타당성 조사비용 중 40%를 부담할 용의를 표명함.
3. 정부는 1984.12.3.~6. 가봉에 경협조사단을 파견하여, 미곡 생산농장 개발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함.
 가봉 측은 1985년도 타당성 조사비용 중 9만 달러를 확보하였다고 한국 측에 통보
 한국 측은 필요 자금 전액이 사전 확보 시에만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

4. 외무부는 1985.12.4. 주가봉대사에게 가봉 측이 1986년도 예산에 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예산의 배
정 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한바, 주가봉대사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가봉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1984. 9.22. 개최된 한·가봉 확대 각료회의에서 한국 측은 한·가봉 농업협력

1197

한·가나 새마을 농장 지원, 1985

| 85-111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6 / 14 / 1~27(27p)

1. 주가나대사는 1985.9.20. 한·가나 새마을농장에 파견 근무 중인 농업진흥청 소속 오윤진 박사의
파견 연장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한·가나 새마을농장은 1983.8월 한국 정부가 20만 달러 상당의 농기구를 지원하여 설립한 대가나 협력
사업으로서, 한국의 국위 선양 및 양국 간 실질 관계 증진에 기여함.
 1985.10.28. 개원 예정인 농업연수원(Ghana-Korea Agricultural Training School)은 가나 10개 도에서 2명씩
20명을 매기 1개월 과정으로 선발, 훈련할 계획이며, 따라서 초기 운영 단계에서 벼 재배 전문가인 오윤진
1198

박사의 파견 연장이 불가결함.
 오 박사는 가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시로 기술 지도를 요청받고 있으며, 특히 가나 정부는 농업개발 정책상
동인의 기여를 크게 평가함.
 가나 외무성은 오 박사의 파견 연장을 요청하는 공한을 주가나대사관에 전달함.

2. 가나 일간지는 1985.11.14. 새마을농장과 농업연수원 관련 기사를 게재함.

아주임업(주)의 인도네시아 산림합작회사와의
분규 문제, 1980-85

| 85-1114 |

생산연도

1980~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6 / 15 / 1~333(333p)

1. 아주임업(주)은 해외산림 개발을 목적으로 1977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115,000헥타르의 임지를
확보하고 원목을 개발해 온바, 1977.8.31.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Ahju-Balapan Timber)의 인도네시아 측
당사자(P. T. Balayan Jaya)는 1979.12.5. 주주총회 시 다음과 같은 부당한 주장을 제기함.
 사내 각 부서에 인도네시아인 차장을 둘 것
 이윤 배당 비율을 재검토할 것
 모든 수표는 합작선과 공동 서명 발행할 것
1199

3.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1.1.14. 동 건 진행 상황이 아주임업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관계 기관의 부당한 처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함.
 인도네시아 관계 기관들의 조치는 양국 정부 간에 체결한 기술 및 경제 관계 협정의 정신과 조항에 위배
 인도네시아 정부에 동 건에 대한 공식 견해를 정식 문의 예정

4.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81.1.17.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관계관을 불러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주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 하여금 인도네시아 외무성 관계관을 접촉, 인도네시아
정부 측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을 지시함.
5.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1982.4.27. 아주임업과 인도네시아 합작선 간의 분규에 관하여 아주임업 측의
승소를 판결함.
6. 정부는 1983.7월 한·인도네시아 산림청장 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이 신합작선 알선 등 행정적
지원 및 협력을 해 주도록 요청함.
7.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4.8.23. 인도네시아 산림청장이 8.14. 구합작선 측이 산림 개발권 및 주식
지분 이양에 동의하였으며, 신합작선으로 교체되었음을 공식 통보하였다고 보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아주임업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1980.8.21. 이를 기각함.

한·뉴질란드 간의 치즈공장 합작투자,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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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동남아과

MF번호

2015-76 / 16 / 1~84(84p)

1. 주한 뉴질랜드대사는 1983.8.11. 외무부 아주국장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치즈 공장 합작투자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치즈 공장 합작투자 문제에 관한 교섭이 7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1982.4월 뉴질랜드 측이 최종안을 농수산부에
전달하였으나, 아직 회답이 없는바, 한국 측의 조속한 회신을 기대함.

2. 농수산부 실무자 2명은 1983.10.10.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뉴 연례 농업 실무회의에서
1200

치즈 공장 합작투자에 관해 실무 협의함.
3. 1984.9.3.~4. 서울에서 개최된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의에서 뉴질랜드 Moore 장관은 뉴질랜드가
한국과의 치즈 공장 합작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함.
4.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은 1984.10.26. 뉴질랜드 상공부 부차관 앞 서한을 통해 뉴질랜드산 치즈 수입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치즈 가공 합작투자는 1985.7월 이후 개방됨.
 천연 치즈 수입은 1985년 하반기에 합작투자 업체 및 기타 업체에 동일 조건으로 허용됨.
 한국 정부는 1개의 천연 치즈 수입기관을 지정함.
 세부 사항은 1984.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뉴질랜드 농업관계 회의에서 협의 예정임.

5. 1984.11월 개최된 한·뉴질랜드 낙농 실무자회의에서 양측은 치즈 공장 합작투자 문제에 관해 협의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임.
 원료 치즈 수입량: 뉴질랜드 측은 할당을 요구, 한국 측은 할당은 곤란하며 추후 결정을 검토
 원료 치즈 수입허용 비율: 뉴질랜드 측은 80%, 한국 측은 50% 희망
 원료 치즈 수입권: 뉴질랜드 측은 합작투자 업체에 국한, 한국 측은 모든 국내 치즈 업체에 수입권 부여 희망

6. 1985.6.14.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뉴질랜드 농업 실무자회의에서 양측은 동 건에 관해 계속
협의키로 함.

농업진흥공사의 사우디아라비아 종합농장
설립사업 참여, 1983

| 85-1116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6 / 17 / 1~14(14p)

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83.1.19. 외무부에 현지 유력기업 Saudi Marble Co.가 자사 소유 부지에
종합농장을 설립 예정이며, 동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를 전담할 적격 업체를 물색 중인바, 한국
업체 중에 희망 업체를 선정, 통보해 줄 것을 건의함.
 한국측은 농장 개발 및 경영 관리, 설비 자재 제공을 맡고, 사우디측은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비용 전담,
기술자에 대한 봉급 지급,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한국 측에 로열티 형식으로 지급함.
 농업진흥공사가 2.5. 동 사업에 관심을 표명함.
1201

한국의 유력 업체와의 협력을 제의하였다고 하고, 적절한 한국 업체를 추천해 줄 것을 건의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사우디대사는 1983.3.10. 외무부에 리야드 소재 현지 기업 Fazzan Co.가 대규모 농장개발을 위해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회의, 제7차. Jakarta,
1985.8.27-9.1

| 85-111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6 / 18 / 1~113(113p)

1. 제7차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 연례회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985.8.28.~9.1. 개최됨.
 대표단

- 수석대표 산림청장 김찬회, 실무대표 산림청 임정국장 및 수출진흥과장
 주요 의제

1202

- 진출 업체의 추가 임지 확보 지원
- 인도네시아 임업 공무원 파한 훈련 지원
- 인도네시아산 가공 목재 수입관세 인하 요구에 대한 대응(한국 측의 어려운 입장 설명)
- 이리안자야 지역 산림개발 업체의 지원
- 한니흥업개발(주)의 내국 법인화 지원

2. 주요 합의 사항
 양측은 임업기술과 목재공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업체가 원목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가 임지의 확보를 위해 지원함.
 인도네시아 임업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 훈련함.
 인도네시아산 가공 목재류의 수입관세 인하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관계 당국과 협의 노력키로 함.
 인도네시아 측은 한니흥업(주)의 현지 합작 법인을 내국 법인으로 조속 전환키 위해 적극 지원함.

한·일본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 제18차.
서울, 1985.10.22-25

| 85-111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6 / 19 / 1~90(90p)

1. 제18차 한·일본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가 1985.10.22.~25. 서울에서 개최됨.
 수석대표

- 한국 측: 김한곤 농수산부 농정국장
- 일본 측: 이시자와 농림수산성 관방기술 총괄 심의관

2. 주요 의제별 협의 결과
 기술정보의 교환

 종자, 종묘의 교환

- 한국 측은 Pink Salmon 20만 립과 Chum Salmon 100만 립의 발안란 제공을 요청함.
-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항공 운임의 경비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기로 함.
 기술협력

- 한국 측은 1986년도 13명의 연구원의 일본 파견을 요청함.
- 일본 측은 합의된 연수 시기의 준수를 요청함.

120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1985년도까지 수령하지 못한 한국 측이 요청한 기술정보 자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송부함.
- 한국 측은 수산통계 연보 3부, 원양어업 통계 3부는 발간 시 일본 측에 송부함.

김찬회 산림청장 멕시코 방문, 1985.6.30-7.2

| 85-111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76 / 20 / 1~20(20p)

1. 제9차 세계임업대회가 1985.7.1.~10. 멕시코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은 동 대회에 다음 인사를 파견함.
 김찬회 산림청장, 최민휴 산림청 수출진흥과장(총회만 참석)
 홍성호 임목육종연구소 임업연구관(대회 전 기간 참석)
 박태식 서울대학교 임학과 교수(대회 전 기간 및 FAO 임업훈련 위원회 참석)

2. 동 대회에는 81개국 약 2천 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멕시코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행함.
1204

새마을 경제협력단 중남미 순방, 1985.8

| 85-112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77 / 1 / 1~78(78p)

1.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해외이주 진출 가능성 타진을 목적으로 한 새마을 경제 협력단(단장: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전경환 사무총장)이 북미 및 중남미 지역 순방 중 1985.8.11.~16. 아르헨티나를
방문함.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 및 라리오하 주 시찰
 아르헨티나 정부 Poliche 지역개발부 장관 및 Iglesias 이민청장 면담

2. 아르헨티나 측과의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이민 정착 상황 시찰 및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여부 파악이 방문 목적임.
- 아르헨티나 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한 20세대 전후의 중소기업형 투자·기술 이민이 바람직함.
 아르헨티나 측

- 2천~3천 세대의 대규모 이민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가 바람직함.
- 자본과 특정 기능을 소지한 한국인 이민을 적극 환영함.
- 이주 계획은 필히 지역개발부의 사전 검토 후 추진 바람.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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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무총장

이디오피아 농업·임업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

| 85-1121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77 / 2 / 1~23(23p)

1. 에티오피아의 산림 및 자연보호 개발청 조사단(10명)이 1984.9.10.~19. 방한함.
 방한 목적

- 한국의 산림보호 정책이 훌륭하게 시행된 점을 고려, 한국 산림 당국과 산림 개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산림 현장 시찰
 경비는 스웨덴의 SIDA에서 전액 부담

1206

2. 동 조사단은 화성군 연료림 조성지, 영일 사방 사업지, 동부 영림서, 국유림 양묘장 등 한국의 산림
현황을 시찰하고, 관계기관 인사들과 산림보호 육성책 등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가짐.
3. 1984.9.18. 외무부 아프리카국장이 주최한 만찬 석상에서 Teshome 조사단장은 방한 성과에 대해 큰
만족을 표명함.

Ploeg, A. 네덜란드 농수산 국무상 방한,
1985.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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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서구1과

MF번호

2015-77 / 3 / 1~43(43p)

1. Ploeg 네덜란드 농수산 국무상(State Secretary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이 1985.10.20.~29. 농업
사절단을 인솔, 방한함.
 동인은 한국전 참전 용사로서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받은 친한 인사이며, 네덜란드의 국무상으로 차관급
(vice minister)임.
 주요 일정

2. 주네덜란드대사는 1985.11.28. 동인이 방한 기간 중 관계 인사들과 협의한 농수산부차관의 네덜란드
방문 초청, 한국 농업 연수생 2명의 네덜란드 초청을 재확인하였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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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공사 사장 예방
- 건설부차관, 농수산부차관 예방
- 세미나 참석
- 아산만 간척지 시찰
- 부산 유엔묘지 헌화

Lord Belstead 영국 농수산부 차관 방한,
1985.9.15-20

| 85-112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77 / 4 / 1~21(21p)

1. Lord Belstead 영국 농수산부 차관(Minister of State for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이 1985.9.15.~20.
방한함.
2. 주요 체한 일정
 체육부장관, 상공부차관, 농수산부차관, 축협중앙회장 면담
 제주도 방문(제주도 지사 면담)
1208

3. 상공부차관 면담 시 제기 사항
 한국의 위스키 업체에서 Grain Whisky를 국산화하는 1987년 이후에도 국산화 위스키가 계속 100% Scotch
Whisky인 것처럼 광고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우려하는 바임.
 한국 정부가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 수입 제한을 실시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바, 영국의 경우, 초콜릿이 이에
해당되어 우려됨.

서사모아 농업·임업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4

| 85-1124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7 / 5 / 1~11(11p)

1. 함영훈 주뉴질랜드대사는 1984.3.6.~14. 겸임국 서사모아에 출장하여 귀임 인사를 겸하여 랑군 폭발
사건 시 대북한 단교 조치에 대한 사의를 표명함.
 Malietoa 국가원수, Tofilau 수상 및 외무장관 예방

2. 서사모아 Netzler 농업장관이 1984.3.28.~30. 방한함.
 서사모아에 진출한 한국 벌목회사(Oriental Overseas Incorporation)의 주선에 의한 비즈니스 목적의 방한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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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박에 대한 황해 및 동지나해 해양과학
조사활동 허가 문제, 1985

| 85-112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5-77 / 6 / 1~184(184p)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9.9. 미국 과학조사선을 한국 영해 내에 파견, 해류 관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외무부에 보냄.
 동 관측 활동에는 미국, 한국, 중국(구 중공) 과학자들이 공동 참여
 한국 및 중국의 영해를 포함한 황해(Yellow Sea) 일원에서 실시

2. 이에 대한 외무부 국제법규과의 관련 법규 검토 및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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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해양법 협약(제17조)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 해양법 협약(제19조 2항)
“조사 또는 측량 활동의 경우, 그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해양법 협약(제21조)
“연안국은 본 협약 및 기타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해양의 과학조사와 수로 측량에 관하여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영해법(제5조 2항)
“외국 선박은 그 통항 시 조사 또는 측량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
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사 또는 측량의 행위로서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얻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해법 시행령(제5조 1항)
“외국 선박이 영해 내에서 조사 또는 측량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당해 선박의 선명,
종류 및 번호, 활동목적 및 활동수역, 항로 및 일정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치 사항

- 외무부는 1985.9.18. 내무부, 국방부, 교통부, 과기처에 미국 과학조사선의 한국 영해 내 활동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이에 대해 내무부는 반대 없음, 과기처는 적극 지지, 교통부는 조사결과 입수 및 한국 직원 1명 승선,
국방부는 국방정보 노출 위험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 표명함.
- 외무부는 11.22. 관련 부처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국방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함.
- 외무부는 12.18. 국제법상 미국 측의 해양과학 조사계획을 규제하기는 곤란하며, 중국도 자국 영해 내
조사활동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조사선의 청도항 기항까지도 허가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 국방부가 입장을 재고해 줄 것을 요망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함.

칠레의 [대륙붕] 350마일 영해권 선포, 1985

| 85-112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77 / 11 / 1~5(5p)

1. 피노체 칠레 대통령은 1985.9.11. 칠레의 350마일 영해권을 선포함.
 선포 내용

- 산티아고에서 태평양으로 약 3,400km 지점에 위치한 Islas de Pascuas 섬 및 Isas de Salay Gomez
섬 주변 350마일 해저 및 해상에 대하여 칠레의 주권과 관할권을 선포
 선포 근거

 선포 동기

- 망간, 니켈 등 발견 가능성으로 인한 사전 조치

2. 관련 사항
 칠레 정부는 Islas de Pascuas 섬 확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의 차관 도입을 교섭
 에콰도르 정부는 1985.9.19. 갈라파고 제도 주위와 본토 연안에 기 선포되어 있던 영해 200마일에 추가하여
수심 2,500미터까지 대륙붕을 연장한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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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티아고 선언(1952.8.): 칠레, 페루 및 에콰도르 3개국이 관할권을 연안으로부터 200마일까지 확장한
다고 선언
- 유엔 해양법협약(제76조 5항): 해저 산맥의 경우, 대륙붕의 외측 한계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
로부터 350해리를 초과하지 않음.

| 85-1127 |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0차. 서울, 1985.10.1-11. 전8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77 / 12 / 1~280(280p)

1. 제40차 IMF/IBRD 총회 서울 유치 계획
 재무부는 1981.11.20. 외무부에 1985년 가을 IMF/IBRD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사무국과 협의 중임을
통보함.

- 총회 시기 및 장소, 회의 목적, 회의 규모와 회원국 중 북한 단독 수교국 명단 첨부
 재무부는 11.25. 총회 유치를 위한 사무국과의 양해각서 및 초청장 초안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의견을 문의함.

1212

2. 차기 총회 의장 선출
 재무부는 1985.8월 외무부에 대해 1985년 서울 총회에서 선출될 1986년도 IMF/IBRD 총회 의장 후보로 남미
국가 중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 재무장관이 올라와 있으며, 콜롬비아가 재무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국가의 비중 및 한국전 참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콜롬비아를 지지한다고 회신함.

3. 사전 준비
 1984년 이후 정부는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회(위원장: 재무부차관)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회의 준비조치를
취함.

- 한국 정부와 IMF/IBRD 간 양해각서에 의거(한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포함한 모든 입국 수속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보장), 미수교국 및 한국 재외공관 부재국 인사를 포함한 약 7,000명의 참석자에 대한
입국 수속 절차 수립
- 외빈 승용차 지원
- 참석자 호텔 배정(분쟁국 분산 배치, 숙소 경비 문제 등 포함)
- 홍보자료 배포
- 기자단 행사
- 총회 안내서한 발송
 정부는 총회 개최 성과 극대화를 위해 주요 인사 및 미수교국 대표 접촉을 통한 양자 현안 협의, 수교 분위기
조성 등 총회 외교적 활용 방안을 수립함.

- 대통령 예방 주선 5건, 총리 예방 주선 8건, 총리 주최 만(오)찬 18명, 외무부장관 예방 주선 23건, 외무
부차관 예방 주선 4건
- 수상급 인사에 대한 별도 영접 계획

| 85-1128 |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0차. 서울, 1985.10.1-11. 전8권. V.2
준비진행사항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77 / 13 / 1~223(223p)

제40차 IMF/IBRD 총회 회의준비 상황에 대한 1985년도 일일 현황 자료임.
1. 9.25. 작성 자료
 서울 연차 총회 주요 국가 일정, 부총리 면담 예정 인사 명단 및 면담 일시 등 수록

2. 9.26. 작성 자료
 주요국 추진 일정, 미수교국 수행원 명단, 귀빈실 사용 예정 인사 명단 등 수록

 부총리 면담 일정, 재무부 장·차관 면담, 만·오찬 일정, 총회 참가 안내, 주요 인사 명단 등 수록

4. 9.28. 작성 자료
 상공부 및 기타 부처 장·차관 면담 일정, 총회 참가 주요 인사 입·출국 일정 수록

5. 10.2. 작성 자료
 한국은행 총재 주최 리셉션, 일반 참가자 출입증 신청 요령, 회의장 및 사무국 안내, 입출국 관련 사항, 호텔
관련 사항, 배우자 행사, 일반 관광, 국별 수석대표 입·출국 현황, 각국 대표단 사무실 위치도 등 수록

6. 10.4. 작성 자료
 외무부 연락 사무소, 연차 총회 개요, 총회 일정 및 행사 계획, 각 회의별 참가국 등 수록

7. 10.5. 작성 자료
 주요 행사 안내, IMF/IBRD 및 주요 국제기구 인사 참석 현황, 참가자 안내문, 호텔별 투숙 현황, 주요 인사
도착 일정 등 수록

8. 10.6. 작성 자료
 GATT 사무총장 방한, 차량 임대 안내, 주요 인사 입국 일정, 총회 및 행사 참석 안내, 회의 일정표 등 수록

9. 10.7. 작성 자료
 주요 회의 및 행사 내용, 주요 인사 입국 현황, 대표단 입국 일정, 배우자 프로그램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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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27. 작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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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8. 작성 자료
 주요 회의 및 행사 내용, 개회식 보안 조치, 좌석 배치도, 주요 인사 입국 일정, 총회 참가자 입국 현황 등 수록

11. 10.9. 작성 자료
 주요 회의 및 행사 내용, 각종 연설문 내용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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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0차. 서울, 1985.10.1-11. 전8권. V.3
부처간 협의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77 / 14 / 1~331(331p)

제40차 IMF/IBRD 총회 회의준비와 관련한 관련부처 작성 자료임.
1. 1985년 제40차 IBRD/IMF 서울 연차총회 준비상황(1984.10.23. 재무부)
 총회 개요, 한국 개최 의의, 유치 경위, 총회 준비기구, 한국 정부의 의무, 준비상황 및 계획 등 수록

2. 제3회 국제대회 조정위원회 자료(1985.1.25.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경과보고, ’
84 국제대회 개최 실적, ’
85 국제대회 개최 계획 등 수록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개요, 총회 개요, 협조사항 등 수록

4.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서울 연차총회 준비현황(1985.6월, 재무부)
 총회 개요, 총회 준비상황 및 계획 등 수록

5. 국내 홍보대책(1985.6월, 문화공보부)
 대내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높은 국제적 평가를 확산, 국민 자신감 고취
 대외적으로 한국의 참모습과 경제 실상 홍보

6. 지원 준비상황 보고(1985.6.20. 교통부)
 숙박시설, 관광행사 계획, 공항시설 이용 지원 등 수록

7. 제40차 IBRD/IMF 서울 연차총회 준비상황(1985.6월, 재무부)
 총회 개요, 총회 준비 현황 및 계획 등 수록

8. 총회 대비 상황 보고(1985.6월, 내무부)
 경비 대책, 교통관리 대책, 손님맞이 국민운동 전개 등 수록

9.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서울 연차총회 준비현황(1985.9.26. 재무부)
 총회 개요, 주요 일정, 회의장 및 사무실 설치, 통신시설, 공항 영접 계획, 호텔 및 연회장 확보, 기념사업 및
관광 계획, 국내 교통, 홍보 계획 등 수록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IBRD/IMF 서울 총회 현황 및 협조사항(1985.1.25.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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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서울 연차총회 세부 준비 계획(1985.9월, 재무부)
 공항 출입국, 통관, 사증 및 입국허가서 발급, 국내 교통 대책, 호텔 숙박 편의, 행사 안내데스크 운영, 회의장
및 사무실 배치, 음향 및 동시통역 시설, 폐쇄회로 TV 운영, 국내외 홍보, 범국민 손님맞이 운동 전개 등 수록

11. 85 IBRD/IMF 총회 참석안내(1985.10월, 재무부)
 등록 절차, 참석 요망 행사, 수석대표 명단, 주요 인사 명단 및 입국 일자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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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0차. 서울, 1985.10.1-11. 전8권. V.4
각국대표단 1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77 / 15 / 1~333(333p)

제40차 IMF/IBRD 총회 각국 대표에 대한 초청장 전달, 회의 참가 교섭, 입국 및 국내 체재
주선 등에 관한 내용으로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아주 지역
 주태국대사는 1985.8.16. 태국 재무장관에게 회의 안내서한을 전달하고 인근 미수교국들의 회의 참가를 권유해
줄 것을 요청함.
 주필리핀대사는 9.11. 스페인, 필리핀 및 중남미 대표단 수석대표들이 서울 총회에 앞선 입장 조율을 위해

보고함.

2. 중동 지역
 주오만대사는 1985.8.17. 미수교국인 시리아 국적의 오만 중앙은행 총재에게 입국 사증을 발급하였다고 보고함.

3. 아프리카 지역
 주홍콩총영사는 1985.2.18. 홍콩 주재 남아공총영사의 요청으로 남아공 대표에 대한 사전 입국허가 가능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타국 개최 IMF 총회 시 전례와 남부 아프리카 정세 추이 및 국제적 대남아공
비난도를 보아 가며 10월 총회 개최에 임박하여 정부의 입장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통보함.
 재무부는 8.16.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으로부터 남아공 대표에 대한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한 우려 표시 및
질문을 받고 외무부에 입장을 문의하였으며, 8.20. 외무부는 남아공 대표의 입국에 이의가 없으나, 남아공에
대한 국제적 규탄 가열화와 9월 초 비동맹 외상회의 개최 사실을 감안하여 9월 중순에 입국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함.
 외무부는 9.19. 남아공 대표단 회의 참석 관련 대책을 수립함.

- 서울 총회에서 남아공 제재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대남아공 규탄 및 제재 결의를 존중
- 남아공 대표단과 정부 차원의 별도 공식 접촉 불허
- 남아공 대표단 입국 사실이 대외적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유의(언론 취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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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한다고 보고함.
 주파키스탄대사는 9.24. 주재국 재무장관이 평양에서 북한과의 공동위 회의 참석 후 IMF 총회에 참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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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0차. 서울, 1985.10.1-11. 전8권. V.5
각국대표단 2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78 / 1 / 1~263(263p)

제40차 IMF/IBRD 총회 각국 대표에 대한 초청장 전달, 회의 참가 교섭, 입국 및 국내 체재
주선 등에 관한 내용으로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미주 지역
 외무부는 1985.9.30. 바하마, 자메이카, 도미니카 연방,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등
카리브 지역 6개국 수상을 위한 별도 영접 일정을 마련함.
1218

- 대통령 예방(바하마, 자메이카, 세인트빈센트), 국무총리 주최 만찬, 지방 시찰 등 포함

2. 유럽 지역
 외무부는 1985.9.25. KOTRA에 대해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등 동구권 미수교국 관계개선 여건조성을
위해 동 국가들의 대표단을 위한 개별 오찬 주최를 요청함.
 외무부는 10.14. 동구권 대표단 활용 결과 종합보고를 작성함.

- 헝가리 대표단은 10.7. KOTRA 사장 주최 오찬(외무부 제2차관보 참석) 시에 한국의 경제 발전상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과의 거래를 위해 수출 가능 품목을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
- 헝가리 중앙은행 부총재는 10.10. 상공부차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무역 확대에 관심을 표시하고 형식
에 구애 받지 않는 실질적 거래를 희망
- 10.7. 유고슬라비아 은행 관계자들이 KOTRA 사장 주최 오찬에 참석(정부 관리들은 참석 사양)
- 루마니아 대표단은 기업체 주최 오·만찬, 산업 시찰 등에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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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0차. 서울, 1985.10.1-11. 전8권. V.6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78 / 2 / 1~243(243p)

1. 주요 참석인사 접촉 활동
 중남미 대표 접촉

- 바하마, 자메이카 및 세인트빈센트 수상에 대한 대통령 예방 등 면담 주선 등 영접 내용
 일본 금융계 중진에 대한 경제설명회

- 동경은행 회장, 삼화은행 회장, 노무라 증권 전무 등 대상
 미국계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중진에 대한 경제설명회

- 씨티은행 부회장, 시카고은행 행장, 뉴욕은행 행장 등 대상

 회의 개요

- 1985.10.1.~11. 개최(10.1.~7. 부수회의 개최)
- 김만제 재무부장관(수석대표), 최창락 한은총재(교체수석), 정영의 재무부차관(임시 교체수석),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등 참석
 회의 결과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방안,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 전략,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설립, 최빈국 지원 문제,
SDR 추가 배분 문제 등 협의
- 한국 대표단은 회의 참가를 통해 국제경제질서 형성 과정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고, 주요국과의
쌍무 접촉 및 미수교국과의 접촉을 통해 우호증진 및 관계개선 기반을 조성
- 주요 인사의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면담 및 만·오찬 주선을 통해 우호 관계 증진 및 실질 관계
강화에 기여

3. 재무부 보고서(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개최 결과보고)(1985.10월, 재무부)
 회의 준비 및 진행

- 147개국 8,023명 참가(외국인 5,503명, 기자단 570명)
- 미수교국 28개국 213명 참가
- 회의장, 사무실, 프레스 센터 등 사무실 설치
- 공항 영접, 국내 교통, 인력 및 예산(준비사무국 518명, IBRD/IMF 합동사무국 494명, 예산 19억 원, 예상
수입 169억 원)
 회의 결과 및 한국 대표단 활동

- 성장 위주 정책 전환을 통한 외채 해결의 전기 마련
- 외채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 한국 대표단은 세계 경제에 대한 기본 입장 제시, 주요 인사 면담 및 접촉(총 641회)
- 투자보증에 관한 새로운 국제금융기구(MIGA) 설립(Seoul Convention)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 보고서(IBRD/IMF 서울 총회 결과) (1985.10.11. 외무부 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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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0차. 서울, 1985.10.1-11. 전8권. V.7
외교적 활용 방안 1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78 / 3 / 1~235(235p)

제40차 IMF/IBRD 총회 회의 참가 주요 인사, 미수교국 대표 등의 외교적 활용 방안 수립과
관련한 자료임.
1. 148개 IMF 회원국 중 33개 미수교국 명단
2. 중동지역 미수교국 대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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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BRD/IMF 서울 총회 활용대책(1985.8월, 재무부)
 각료급 회의 적극 참여, 외국 인사와의 접촉 기회 확대, 자료 및 정보의 원활한 제공 등 활용방안 수록

4. 미수교국 delegation 명단(재무부 국제금융국)
5. IBRD/IMF 주요 special guest 및 visitor 명단(1985.9월, 재무부 국제금융국)
6. IBRD/IMF 총회 겸직 각료 명단(재무부 국제금융국)
7. 미수교국 대표단 명단
8. 중동지역 미수교국 대표 활용 계획(외무부 중동국)
9. 접촉 필요 대상 및 활용방안(외무부 구주국 및 아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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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40차. 서울, 1985.10.1-11. 전8권. V.8
외교적 활용 방안 2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78 / 4 / 1~238(238p)

제40차 IMF/IBRD 총회 회의 참가 주요 인사, 미수교국 대표 등의 외교적 활용 방안 수립 및
시행 결과와 관련한 자료임.
1. 외무부 관련 부서 대책회의 자료(1985.9.20. 경제국)
 기본 목표: 미수교국 대표 접촉을 통한 수교 기반 조성, 수교국과의 기존 관계 강화
 내용: 예방, 만(오)찬, 공식행사 활용, 관광 시찰, 업체 행사 활용 등

 고려 사항: 참가자의 공식회의 일정 존중, 자연스러운 접근
 외무부 실무 연락반 설치, 주요 인사 영접 및 환송, 미수교국 대표 수행 및 안내 등

2. 세계은행 서울 총회 참석 주요인사 활용계획(1985.9월, 청와대 정무1)
 대통령 접견 6개국 수상(2개국은 훈장 수여)
 국무총리 면담 9명 및 만찬 18명
 외무부장관 면담 20명
 공산권 및 미수교국 대표

- 중국은 재무부장관이 자연스럽게 접촉
-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헝가리 대표는 상공부차관 접촉, 업계 주최 만찬 활용
- 기타 17개 미수교국은 수행 안내를 통해 정부 고위 관계자 접촉을 유도

3. 제40차 IBRD/IMF 연차 총회의 외교적 활용 결과 보고(1985.10.14. 외무부)
 참가인사 접촉

- 대통령 예방 6명, 국무총리 예방 또는 만찬 12명
- 외무부 장·차관 면담 또는 오찬 17명
- 미수교국 인사 수행원 배치 9개국
- 부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의 면담(부총리, 상공부 장·차관, 정무장관)
 성과

- 제3세계에 대한 외교적 지위 향상
- 관계 소원 국가에 대한 관계개선 기반 조성
- 미수교국에 대한 점진적 관계개선 기반 구축
- 공산권 국가에 대해 경제적 측면 접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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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급 대표의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만(오)찬 주최, 각료급 대표의 외무부 장·차관 면담 주선, 중국
(구 중공) 및 동구권 대표의 별도 면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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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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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IBRD 잠정위원회(Interim Committee)
 일시 및 장소: 1985.4.17. 미국 워싱턴 DC
 이용성 재무부 국제금융국장(수석대표) 등 참석
 주요 협의내용

1222

- 세계 경제현황 관련, 84년도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시현하였으나, 실질 고금리, 재정 적자 및 불균형,
환율 불안정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함을 확인
- 환율 불안정 및 대외 불균형 해결을 위한 국가 간 정책 수렴 방안 논의
- 보호무역주의 대응 필요성과 뉴라운드 시작 필요성 지지
- 개도국 외채 문제에 대한 사안별 접근 방식 및 채무국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 개도국은 debt task
force 설치 제의
- IMF의 감독 기능 수행, SDR 추가 배분 등 논의

2. IMF/IBRD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
 일시 및 장소: 1985.4.18. 미국 워싱턴 DC
 최창락 한국은행 총재(수석대표) 등 참석
 주요 협의내용

- 개도국 성장 전망에 관해 선진국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하였으나, 국제 고금리, 선진국의
보호주의 등 부정적 시각 존재
- 경제 구조조정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 공감
- 개도국 외채 문제에 대한 사안별 접근 방식 및 채무국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 개도국은 debt task
force 설치 제의
- 뉴라운드 시작 필요성 논의
- 선진국으로의 자본 역류에 대한 개도국의 우려 표시
- project loan을 중심으로 한 세계은행의 융자 확대 필요성 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83-85

| 85-1136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78 / 6 / 1~110(110p)

1. 한·OECD 조선분과위원회 비공식 전문가 회의 협의
 1983.1월 OECD 조선분과위원회는 1982.10월 제1차 회의에 이어 83년에도 한국과의 비공식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상공부는 그러한 회의를 매년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시함.
 Jacque Deleienne OECD 조선분과위 사무국장은 1983.9월 한국과의 비공식 전문가 회의 개최를 위하여 11월
방한을 희망함.

- 비공식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덤핑, 무리한 시설 확대 등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편견을 불식하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
OECD 조선위 참여 문제를 논의함.

- 상공부에 84년 중 한·OECD 조선분과위 간 비공식 전문가 회의 개최 제의

2. 제2차 한·OECD 조선분과위 비공식 전문가 회의
 1984.7.13.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에서 개최
 유각종 한국조선공업협회 회장, 김훈철 기계연구소 선박 분소장, 정태승 상공부 조선과장 등 6명 참석
 EC 대표는 조선 공업 불황을 설명하고, 일본, 한국의 협조 및 국제 규범 제정을 촉구함.
 일본 대표는 한국의 세계 2위 조선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고 한국과 OECD와의 대화를 촉구함.
 한국 대표는 한국 조선업이 정부 지원 없이 성장하였음을 강조함.

3. 제3차 한·OECD 조선분과위 비공식 전문가 회의
 1985.11.13.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에서 개최
 정태승 상공부 조선과장, 유각종 한국조선공업협회 회장 등 3명 참석
 조선분과위 회원국들은 세계적인 불황, 공급 과잉, 채산성 저하 등을 지적하고 한국이 세계적 시설 축소 움
직임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한국 대표는 한국도 수주 상황 악화를 겪고 있다고 설명함.
 일본, 영국, EC 등이 한국의 저선가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한국 대표는 OECD 자료의 오류를 지적함.
 조선분과위 회원국들은 한국의 비중에 비추어 조선분과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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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ienne 사무국장은 한국 조선공업협회의 초청으로 1983.12.4.~7. 방한, 조선 산업을 시찰하고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위원회, 19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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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7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위원회 관련 자료임.
1. 선박수출 신용에 관한 양해(1975.11.5. 작성)
 1974.7.1. 이후 교섭된 선박 수출 계약상의 수출신용 폐지
 이자율 8%, 최장 7년 융자, 선수금 30% 등 최저 이자율 조건과 적용 대상을 규정
 회원국은 동 조건 준수를 보장
1224

2.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1976.4.11.)
 생산 능력의 축소
 단기 또는 장기적 구조조정을 혼란시키는 조치나 지원 금지
 각국 정책 추이를 6개월마다 통보
 필요시 위원회 회의 개최

3. 주프랑스대사관의 OECD 조선위원회 동향 보고(1978.5.11.)
 한국, 브라질, 대만(구 자유중국) 등 비회원 주요 조선국과의 협력이 필요시되어 비회원국들과의 접촉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규제 조치 등은 논의된 적이 없음.
 비회원국의 참여에 대해 거의 모든 회원국이 찬성하고 있으나 일본은 소극적임.

4. OECD 조선산업 위원회 최근 동향(1979.5.22. 경제협력1과 작성)
 비회원국 참여 문제에 관해 비회원국들과 현 조선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을 개별적으로 추구하
기로 함(일본이 비회원국 초청에 반대).
 융자 기간 연장, 선수금 비율 축소 등을 위한 선박 수출신용에 관한 협약 개정 문제는 개정의 원칙에는 공감
하나 세부 내용에는 미합의 상태임.
 조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 준수 문제에 관해 일본, 독일, 아일랜드 등의 준수 실례가 있으며 각
회원국은 동 지침 준수를 재확인함.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5.
전5권. V.1 8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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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에 관한 1985.1~3월간 각국 동향 및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
등에 관한 내용임.
1. 뉴라운드 동향(1985.1.9. 작성)
 서비스, 첨단기술, 투자 등 새로운 분야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해 1983년 말부터 미·일이 중심이 되어 논의
시작
 1985년 중 다수의 무역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후 1985.11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서 협상 개

희망

2. 주제네바대사 활동
 1985.1.24. GATT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18국 자문단(CG-18) 재구성 문제,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전달함.
 1.28. GATT 총회 의장(콜롬비아대사)을 면담하고 뉴라운드 개시에 대한 개도국의 지연 전술보다는 인력 진출
등 우위 분야에 대한 주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1월 일본, 미국 대표들을 만나 뉴라운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함.

3. 3국 통상장관 회담(1985.2.9.~11. 교토 개최, 미국, 일본, 캐나다 및 EC 통상장관 참석)
 1985년 중 GATT 고위급 회의 개최 및 개도국 참여 유도를 위한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구성 합의

4. 뉴라운드 특별위원회 안건 검토(1985.2.22. 외무부 경제국)
 작업계획에 지적 재산권, 국제금융질서, 구상무역, 회색조치 등 추가
 은행, 보험, 증권업, 건설업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교역 작업 순위조정
 서비스 교역에 관해 현 시점에서 자유화 입장을 확정하고 개도국 공동전선 추구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는
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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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합의하고, 1986년부터 협상 개시 예상
 한국은 뉴라운드에 참여 방침이며,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보다 보호주의 철폐 등 현안 문제를 협상 의제로

5. 뉴라운드에 관한 GATT 18국 자문단(CG-18) 회의 결과(1985.3.4. 개최)
 GATT 최초의 뉴라운드 공식 논의로서의 의의
 미, 일, EC는 7월 중 준비위원회 설치 주장
 개도국은 현존 작업계획 우선 이행 주장
 한국은 작업계획 진전 및 보호주의 철폐 필요성 강조

1226

6. 한·미 외상회담 자료(1985.3.26. 작성)
 뉴라운드 개최 환영, 단, GATT의 다자간 체제 내에서 컨센서스 하에 개최 필요
 개도국 우려 불식 위해 보호주의 철폐를 위한 선진국의 정치적 의지 표명 중요
 뉴라운드 의제는 작업계획의 기존 현안문제(old issue)를 중심으로 하되 GATT의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한
new issue 포함 가능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5.
전5권. V.2 85.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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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에 관한 1985.4~5월간 각국 동향 및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
등에 관한 내용임.
1. 해외협력위원회 주최 뉴라운드 관계회의(1985.4.22. 해협위 부단장 주재)
 뉴라운드 관련 대외적 기본입장을 정립하고 재외공관에 시달할 훈령안 작성을 위한 회의

- 해협위,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담당 국장 참석
 해협위는 국제회의 등에서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혼란 방지 필요성, 개도국과 별도의 독자적 입장 정립,
인정을 주장함.
 외무부는 기존 입장 변경이 불필요하고 해협위의 앞서나가는 입장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도국 연대 필요성, 일부 지지국가 간 협상 개시 반대, 개도국 우대 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함.

2.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1985.2월, 외무부 경제국 작성)
 정상 간 오찬회의에서 미측은 한국의 협조를 요청, 한국 측은 자유원칙을 신봉하는 국가로서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천명함.
 해협위 기획단장·USTR 부대표 회담에서 한국 측은 뉴라운드를 적극적 지지하며 협상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통상장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함.
 후속조치로서 뉴라운드 대책반 설치, 준비회의 적극 참가, GATT 참가 및 활용 강화를 명시함.

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18국 자문단 회의 결과(1985.5.13.~14.)
 선진국들은 뉴라운드 준비위를 7월에 개최할 것을 주장함.

- 미국은 준비위를 통한 뉴라운드 의제, 협상 방식 등에 대한 컨센서스 추구의사 표명, 개도국은 GATT
작업계획 선결 주장, EC는 컨센서스의 중요성 및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주장
 한국은 높은 무역의존도, 미국 내 보호주의의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뉴라운드 및 준비회의
참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입장임을 설명함.

4. 외무부차관·주한 브라질대사 면담(1985.5.17.)
 외무부차관은 보호무역 조치 동결, 다수 국가의 협상 참여, 기존 현안문제의 우선 취급,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개도국 입장 반영 등 한국의 협상 참여 조건은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브라질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5. 외무부차관·EC 집행위 대외총국장 면담(1985.5.31.)
 EC 측은 뉴라운드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동남아 국가에 대한 설득을 희망함.
 한국 측은 뉴라운드 지지 입장을 설명함.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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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우대조항 주장보다는 선별적용 금지 주장 필요성, 일부 뉴라운드 지지 국가 간 별도 협상 개시 가능성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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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에 관한 1985.6월 각국 동향 및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 등에
관한 내용임.
1. 뉴라운드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대비(1985.6.2. 국회 제출 자료)
 뉴라운드는 GATT 주관 무역협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국제무역 협상임.
 GATT를 대체하기보다 GATT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협상임.
1228

- 비상품 분야(new issues)도 의제로 협상

2. 뉴라운드 최근 동향(1985.6.12. 외무부,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보고 자료)
 1984.11월 GATT 총회 이전까지 각국은 가급적 뉴라운드 개최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함.
 선진국들은 뉴라운드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판단, 1985.7월 준비위원회 개최, 1986년 중
뉴라운드 개시를 목표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전개함.
 뉴라운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찬·반 세력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는바, 미국의 지지 국가 간 협상 추진
주장에 대해 강경 개도국의 입장은 더욱 경직화되었고, 1985.6월 개도국 공동입장에 한국, 칠레, ASEAN 등
이 반대하여 개도국 그룹 내 분열현상이 노정됨.
 선진국들이 당분간 개도국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므로 7월 준비회의 개최는 난망시되나, 1986년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됨.

3. 뉴라운드에 대한 입장(1985.6.13. 해협위 작성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회의 자료)
 뉴라운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며, 협상 및 준비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
 협상 기간 중 보호무역조치의 동결 약속이 필요함.
 가급적 많은 국가의 참여가 바람직하나 협상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요 교역국의 참여하에
협상 개시도 가능함.
 기존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함께 의제로 하되, 기존 현안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함.
 새로운 문제에는 개도국 입장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스톡홀름 비공식 무역장관 회의(1985.6.9.~10. 21개 주요 무역국 장관 참가, 금진호 상공장관 참가)
 GATT 고위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브라질의 주장으로 상품 협상과 서비스 협상을 분리 진행하기로 합의함.
 각국은 7월 중 희망 의제를 제출하기로 합의함.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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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에 관한 1985.7~8월 각국 동향 및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
등에 관한 내용임.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18국 자문단 회의(1985.7.8.~9.)
 일본, EC, 북구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가 뉴라운드에 관한 입장을 GATT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함.

- 미국은 서비스 협상에 관한 서면 입장 제시
서비스 교역 규범, MTN 협정 강화, 지재권 보호, 첨단기술 상품 확대, 투자 자유화 등을 언급함.
 인도는 GATT 총회 결정 없이 서비스 교역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한국은 뉴라운드에 대한 개도국 자신의 입장 정립 필요성, 서비스 협상의 별도 진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1985년 10월 서울 무역장관 회의 개최를 발표함.

2. GATT 이사회(1985.7.17.)
 미국, EC, 일본, ASEAN, 한국은 뉴라운드 준비를 위한 GATT 고위실무회의 개최를 지지, 브라질, 인도,
이집트는 반대함.

- EC는 고위실무회의 9.9. 개최, 브라질은 9월 중 상품 문제 논의, 10월 중 서비스 교역 문제 논의 등 분리
논의 주장
 한국은 고위실무회의의 9월 개최를 지지하고 고위실무회의 및 뉴라운드 협상 참여 의사를 천명함.

- 뉴라운드 협상 중 보호조치의 동결 및 철폐, 개도국 및 선진국에 공히 유리한 무역체제 강구 필요성 강조
 고위실무회의 개최가 합의되지 못하자, 미국 및 EC는 9월 중 GATT 특별 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함.

3. GATT 특별 총회 관련 일본 외상 친서
 1985.8.12. 아베 일본 외상은 이원경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9월 GATT 특별 총회 소집을 지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8.28. 외무부장관은 지지 의사를 확인함.

4. 뉴라운드에 관한 각국의 공식 입장(1985.8. 외무부 경제국)
 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북구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뉴질랜드 등이 GATT에 제출한 뉴라운드 관련
서면 입장임.

- 기본 입장, 관심 의제, 협상 일정, 협상 방향, 협상 방식 등 수록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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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9월 중 고위실무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뉴라운드 협상 대상으로 국제무역 체제 강화, 상품 교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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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에 관한 1985.9~12월 각국 동향 및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 등에 관한 내용임.
1. 뉴라운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관련한 단편적 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총회 관련 재무부 입장(1985.9.5. 작성)

1230

- 개최 시기 및 의제에 관해 총회 의장 제의 지지, 이사회는 특별총회 이전 개최 지지
- 이사회 의제에는 서비스 협상 포함 여부 및 추진방식, 특별총회 운영방식 및 의제 등 포함
 금융시장 개방(1985.9월, 재무부 작성)

- 뉴라운드에 대응한 금융 개방화를 추진
-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 촉진과 국제화 기반 조성
- 외국은행 지점의 장래 역할 정립(소요 외자의 조달 창구로 활용)
 뉴라운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1985.9월, 상공부 작성)

- 자유무역 확대,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 세계무역질서 변화 수용, 개도국 개발노력 지원 등을 위해
GATT 체제 내에서 뉴라운드 필요
- 의제, 협상 방식 등은 GATT 총회에서 결정
- standstill 및 rollback 선언
- 협상 의제는 수량제한 및 비관세, 긴급수입제한, 분쟁해결 절차, 섬유교역 자유화, 관세인하, 개도국
우대조항, GATT 상 무차별 주의 등 포함
 뉴라운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해협위의 협조 요청 공문(1985.10.23.)

- 해외협력위원회는 개도국 우대조항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합의 부재로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므로 관련 회의 정부대표가 개도국 우대를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뉴라운드에 관한 한국의 입장(1985.11월, 해외협력위원회 작성)

- 뉴라운드 협상의 조속한 개최 지지
- 기존 현안과 새로운 의제를 모두 협상 범위에 포함하되, 기존 현안에 우선순위 부여
- standstill 및 rollback
- 협상 의제는 긴급수입제한, 회색조치, 분쟁해결 절차,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수량제한 및 비관
세 장벽, 섬유류 교역, 잔존 수입규제, 관세 등 포함

2. 뉴라운드 관련 동향
 박근 주제네바대사(GATT 이사회 의장)는 1985.12.3. 총회 의장, GATT 사무총장과의 3자 협의에서, 뉴라운드
준비위 1986.1.20. 개최, 뉴라운드 각료회의 개최 시기(장소는 우루과이), 서울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 개최 시기
등이 논의되었다고 보고함.
 아베 일본 외상은 12.5. 한국의 뉴라운드 개최 지지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는 서한을 이원경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Looseleaf Schedule 검토,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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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및 EC는 1985.3월 한국이 제출한 GATT 관세 양허표 수정 내용에 대해 콩, 옥수수 통조림, 목재 등
14개 품목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
2. 한국 정부는 1985.5월 대부분의 지적 사항을 수용한 수정 양허표를 GATT에 회람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11월 이에 이의가 없다고 통보함.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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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TT 무역개발위원회(CTD) 비공식 회의(1985.3.8.)
 무역개발위의 4월 및 11월 개최에 합의함.
 무역개발위의 주요 안건을 협의함.
 미국, EC는 GATT 4부(개도국 우대 조항) 이행 현황을 검토하는 4부 협의(consultation)를 한국과 ASEAN 5국을
대상으로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한국 대표는 1986년에 협의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함.

1232

2. 무역개발위 회의(1985.4.22.~23.)
 ASEAN 국가들은 열대산품에 대한 무관세를 주장하였으며,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라운드
참여를 촉구함.
 선·개도국 간 무역증대 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은 뉴라운드에서 논의할 것을 희망함.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tariff escalation이 개도국의 수출을 저해한다고 주장함.
 한국에 대한 4부 협의를 주장한 미국에 대해 한국 대표는 1986년 협의 실시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함.

3. 무역개발위 4부 협의(1985.6.25.~26.)
 캐나다에 대해 개도국들은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선, 반덤핑 및 기타 수입규제 철폐를 통해 개도국 상품
수입확대를 요청함.
 스위스에 대해 개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tariff escalation 시정, GSP 확대, 대개도국 차별관세 시정 등을
촉구함.

4. 무역개발위 4부 협의(1985.10.15.~16.)
 호주에 대해 개도국들은 개도국 관심품목 관세 인하, 반덤핑 조치 억제, tariff escalation 완화 등을 촉구함.
 뉴질랜드에 대해 개도국들은 섬유류에 대한 GSP 적용, tariff escalation 완화 등을 요청함.

5. 무역개발위 회의(1985.11.11.)
 회의 준비과정에서 한국의 4부 협의 실시 여부에 대한 관련 부처 입장이 대립됨.

- 재무부 및 대외협력위원회는 협의 실시에 찬성, 상공부는 한국의 대개도국 개방 미흡, 개도국 졸업
압력 확대 등을 우려하여 협의 실시에 소극적 입장을 표명함.
 무역개발위에서 개도국은 국제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선진국의 무역 규제 완화 및 시장접근 확대를 촉구함.

- 선진국들은 뉴라운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
 개도국은 선진국의 GSP 축소 등을 통해 개도국의 무역확대 기회를 축소한다고 주장함.

- 한국 대표는 4부 이행 검토의 계속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선진국들은 한국 등 개도국에 대한 4부 협의를 요청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
에관한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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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TT 무역 관련 기술장벽(TBT) 통보서(notification)
 외무부는 1985년 중 GATT 회원국들이 GATT 무역 관련 기술장벽협정에 의거하여 사무국에 통보한 자국의 신규
기술장벽에 관한 통보서(TBT notification)를 관련부처에 송부하고, 업계 통보 등을 통해 활용할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작성한 한국의 신규 기술장벽에 관한 통보서와 국내 담당창구(enquiry
point) 변동 사항 등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함.

2. GATT 무역 관련 기술장벽위원회(TBT) 회의(1985.2.26.~27.)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부처 간 대책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상공부는 선·개도국 간 기술표준의 국제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testing/inspection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뉴라운드 의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기술장벽위 회의에서 미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회원국의 검사결과를 여타 국가들이 인정하는 협약을 제정할
것과 이를 뉴라운드 협상 의제에 포함할 것을 제의함.

- 선진국들은 미국의 검사결과 상호인정 제의에 동의하였으나, 뉴라운드 의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며, 한국 및 개도국들은 미국 제의에 반대함.

3. 기술장벽위 회의(1985.6.10.)
 기술장벽 통보 절차 준수 문제, 협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됨.
 testing/inspection 문제 관련, 한국 및 개도국들은 기술 축적 및 표준의 조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미국의 제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일본, 북구 등은 ISO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

4. 기술장벽위 회의(1985.10.31.~11.1.)
 회원국 법적 지위, 통보문에 대한 comment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됨.
 testing/inspection 문제와 관련, ISO/IEC 가이드라인의 일반적 요건을 협정 당사국에 적용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결정함.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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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의제로 미국이 상품에 대한 testing/inspection을 기술장벽위에서 논의하고 이를 뉴라운드 의제화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85.9.30-10.2.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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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배경
 1985.7월 GATT 이사회에서 뉴라운드 준비를 위한 GATT 고위실무회의 개최 결정이 무산된 이후, 미국은 9월 중
GATT 특별총회 소집을 요청함.

- 91개 GATT 회원국 중 과반수 동의 필요
 주한 미국대사관은 8.6. 외무부에 조속한 지지 의사 표시를 요청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지지 의사를 8.13.

1234

GATT 사무국에 통보함.
 GATT 총회 의장은 8.29. 특별총회 개최에 52개국이 동의하였음을 회원국들에게 통보하면서 회의 기간은
9.30.~10.2.로 하고 의제는 뉴라운드 의제 및 협상방식(modality)으로 할 것을 제의함.

2. 사전 준비
 특별총회 준비과정에서 외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 입장을 타진함.

- 선진국들은 특별총회에서 뉴라운드 개시를 선언하고 준비를 위한 기구(작업반, 위원회 등) 설치에
합의하며, 서비스 교역을 협상 의제에 포함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상품과 별도 협상 개최를
주장하는 등 서비스 교역 문제에 대해 특히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냄.
 이러한 입장 차이는, 제네바에서의 각종 소규모 비공식 회의에서도 반복되어 특별총회 개최 직전까지 합의
되지 못함.

3. 특별총회 결과
 1985.9.30.~10.2. 스위스 제네바 개최
 80개 회원국 및 준회원국 참가
 한국 대표로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홍재형 해협위 부단장 등 16명 참석
 회의 경과

- 선진국은 86년 봄 뉴라운드 개시를 목표로 공식 준비과정의 조속한 개시를 주장
- 강경 개도국들은 서비스를 포함하는 뉴라운드에 대한 반대 의사를 견지하며, 준비과정 지연을 시도
- 한국, ASEAN, 홍콩, 페루 등은 선진국 입장에 동조
 결정 사항(결정문 요지)

- 뉴라운드의 준비과정이 시작되었음을 확인
- 준비과정의 이행을 위해 고위실무그룹 설치, 1985.11월 GATT 총회에 협의 결과 보고
- 11월 GATT 총회에서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설치 여부 결정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85.9.30-10.2.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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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관련 GATT 특별총회 준비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신국제무역협상(New Round) 개요(1985.6월, 외무부 경제국)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념, 연혁 및 업적, 뉴라운드 대두 배경, 추진 경위, 뉴라운드의 내용, 주요국 입장, 추진
전망 등 기술

2. 뉴라운드 최근 동향(1985.8월, 외무부)

3. 뉴라운드에 관한 각국의 공식입장(GATT에 제출한 서면 입장서 요지)(1985.8월, 외무부 경제국)
4. GATT 특별총회 대책회의 자료(1985.9월, 해외협력위원회)
5. GATT 특별총회 개최 배경 및 참고자료(1985.9.28. 주제네바대표부)
6. GATT 특별총회 자료(1985.9월, 외무부)
7. GATT 특별총회 각국 대표 연설문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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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추진 동향 개요, 최근 동향의 특징 및 평가, 향후 전망 등 기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1차.
Geneva, 1985.11.25-28. 전2권. V.1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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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1차 GATT 총회 준비와 관련한 동향
 주제네바대사는 1985.11.5. 한국의 기조연설에 포함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보호주의 만연, 지역통합 규정(GATT 24조) 남용,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남용에 대한 우려
- 한국의 수입자유화 부각
- 뉴라운드에 대한 한국 입장 표명
- GATT를 통한 다자무역 체제 강화 필요성 강조 등
1236

 GATT 특별이사회는 1985.11.5. 각국의 무역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보호무역 만연에 우려를 표시함.
 GATT 이사회는 11.5. GATT 작업계획별 총회 보고 내용, 서비스 관련 토의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CG-18
재구성 문제, 튀니지 잠정가입, 캐나다 금화 판매, 터키 인지세 등 현안에 대한 논의 현황을 검토함.
 11.7.~8. GATT 고위실무그룹 회의(SOG)에서는 총회 앞 보고서에 관해 개도국들이 서비스 등 신분야가 기존
작업계획과 동격으로 취급된 점을 이유로 채택에 반대함.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은 11.21. 외무부 경제기구과장을 방문하고, GATT 총회에서 미국이 뉴라운드 준비위
원회 설치 결정을 roll-call에 부칠 경우 한국이 지지할 것을 요청함.
 주제네바대사는 11.22. 뉴라운드 준비위 설치와 관련하여, 총회 의장 주재 비공식 20개국 회의, 개도국 비공
식 그룹회의, 선진국 간 8 Dwarfs Group, EC, 미국, 브라질, 인도, 한국을 포함하는 6개국 대사회의 등이 활발
히 비공식 막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함.

2. 대표 임명 및 훈령
 외무부는 1985.11.16.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15명의 대표단을 정부대표로 임명함.

-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서영택 재무부 제2차관보, 선준영 주제네바 공사 및 관계부처 실무 직원으로
구성
 11.20. GATT 총회 훈령안 및 수석대표 기조 연설문에 대해 해외협력위원회는 지역주의 만연에 대한 부정적
언급과 개도국 우대에 관한 주장을 삭제할 것을 주장함.

- 이와 관련, 11.23.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한국은 GATT 총회에서
뉴라운드를 지지하며, 개도국 우대조항에 관해서는 적극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소극적
자세로 개도국 우대의 필요성을 지적하되 이것도 점차 비공식 기회를 통해 피력하는 것으로 약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1차.
Geneva, 1985.11.25-28. 전2권. V.2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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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1차 GATT 총회 개요
 1985.11.25.~28. 스위스 제네바 개최
 73개국 참가
 한국 대표로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총 15명 대표 참가
 주요 논의사항

2. 주요 결정사항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설치 결정(선진국 주장 반영)

- 1986.1~7월 뉴라운드의 목적, 의제, 협상방법 논의
- 1986.9월 GATT 각료회의에 뉴라운드 개시를 선언하는 각료 선언문 초안 및 협상계획 권고
 서비스 교역의 뉴라운드 의제 포함 여부는 계속 논의(개도국 주장 반영)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GATT 이사회 의장에 선출

3.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1985.11.27.)
 무역환경 악화 우려 표시, 한국의 수입자유화 소개, 뉴라운드 관련 입장 표명, standstill 필요성 강조, 뉴라운드 준
비위 설치 필요성 지적
 1986.9월 GATT 각료회의 서울 개최 용의 표명
 개도국 우대 문제에 대한 발언 수준에 대해 수차례 조정이 있었으며, 미국의 쌍무주의적 무역조치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 당초 초안에 포함되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해외협력위원회 입장을 감안한 본부 훈령으로
삭제

4. 한국 대표단 활동
 주제네바대사는 비공식 막후 절충을 위한 소규모 회의, 특히 선진국과 강경 개도국 간의 6개국 대사 회의에
참여하여, 뉴라운드 준비위 설치 결정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GATT의 실질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에 피선되고, 뉴라운드 각료회의 서울 개최 용의를 표명하여
GATT 및 뉴라운드 협의의 중심 국가로 등장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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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년간 GATT 활동 결산
- 농산물 교역, 비관세 장벽, 위조상품 교역, 섬유류 교역, 서비스 교역, 18국 자문단(CG-18) 구성 문제
등 현안 사항
- 뉴라운드 추진 계획
- 서비스 교역 취급 문제
- 의장단 선출, 행정·예산 문제 등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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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이사회(1985.1.29.)
 미국 농업조정법안에 대한 작업반(working party) 설치
 1985년도 18국 자문단(CG-18) 구성 합의

- 한국은 CG-18의 재구성을 주장하고 86년도 정회원 진출 희망
 뉴질랜드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졸업 규정 도입에 대해 개도국이 철회 요청

1238

2. 3월 이사회(1985.3.12.)
 미국은 EC의 지중해산 감귤류에 대한 특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 패널 보고서 채택 주장

- 미국은 3.7. USTR 대표의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미국 입장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한국 대표는
분쟁해결절차 강화를 위해 패널 보고서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 표명
 CG-18 구성 문제 관련, 사무총장은 각국의 무역규모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3. 4월 이사회(1985.4.30.~5.1.)
 7인 현인회(wisemen) 보고서 논의 시, 선진국은 현안 타결을 위한 뉴라운드 개최를 지지하였으나, 개도국들은
반대
 미국·EC 간 감귤류 분쟁 관련, 미국이 패널 보고서 채택 주장
 개도국 비공식그룹 대표인 인도는 뉴라운드에 대한 개도국 입장을 재천명

- 미국은 7월 중 고위실무회의 개최를 주장

4. 5월 특별이사회(1985.5.29.)
 미국의 대니카라과 금수 조치에 대해, 미국은 안보적 조치에 대한 GATT 적용 예외를 주장

- 선진국-강경 개도국 간 의견 대립
- 한국은 사전 미국 정부로부터 지지 요청을 받았으나 중립적 입장에서 발언하지 않음.

5. 6월 특별이사회(1985.6.5.)
 미국 의회의 섬유류 수입규제 입법 동향에 대해 개도국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의회의 법안 통과 저지를 요청

6. 7월 이사회(1985.7.17.~19.)
 코스타리카의 잠정가입 승인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조치에 대해 니카라과가 패널 설치 요청

7. 10월 이사회(1985.10.10.)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조치에 대해 패널 설치 결정

8. 11월 특별이사회(1985.11.5.) 및 이사회
 최근 각국의 무역제도 현황 검토
 총회에 앞서 각 산하 위원회 보고서 채택 및 현안 진전 상황 검토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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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G-18
(18개국 자문단)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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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개국 자문회의(CG-18) 비공식 회의(1985.1.25., 1.30. 및 2.6.)
 1985.2월에 개최 예정인 CG-18 회의 의제 논의
 GATT 사무총장은 다자간 섬유협정 연장 문제, 농산물 교역, 긴급수입제한, 보조금/상계관세, 비관세 장벽 등을
주요 의제로 예상
 선진국은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대처할 뉴라운드 개최 문제, 서비스, 위조상품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
 개도국들은 기존 작업계획 완료 후 개도국 수출 증진을 위한 특별 뉴라운드 개최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
1240

2. 2월 CG-18 회의(1985.2.27.~28.)
 미국, 일본, EC는 7월 중 뉴라운드 준비위 설치 주장

- 미국은 85년 중 뉴라운드 개시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경우 쌍무조치 등 대안 강구 의사 표명
 개도국은 기존 작업계획의 우선 이행 필요성 강조
 한국은 뉴라운드 논의에 앞서 보호주의 조치 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성 강조

3. GATT 7인 현인회 보고(1985.3.25.)
 사무총장이 1983.11월 국제무역 현안 및 대처 방안 연구를 위해 구성

- 미국 Bradley 상원의원, Volvo 사장, 런던대학 학장 등 7인의 정치인 및 학자로 구성
 무역정책 공개 및 보호주의 대차대조표를 통한 손익 분석, 농산물 교역상 특별 대우 철폐, GATT 외적 무역조치의
GATT 복귀,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 및 뉴라운드 개시 등 권고

4. 5월 CG-18 회의(1985.5.13.~14.)
 선진국은 뉴라운드 조기 개시 및 7월 준비위 설치 주장
 개도국은 기존 입장 반복
 한국은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에 우려 표명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
위원회 회의. Geneva,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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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관세평가위원회(1985.5.10.)
 터키 및 폴란드의 가입 의사 확인
 호주 및 EC의 개도국 기술지원 의사 표명
 한국은 86년 초부터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상황 소개
 미국은 이자 수수료 적용 문제 및 소프트웨어를 담은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에 관한 결정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촉구

- 이에 대해 브라질은 결정안이 의무 조항이 아니라고 언급

 캐나다, 체코, 보츠와나 등의 관세평가협정 이행 상황 점검
 아르헨티나는 2년간 관세평가협정 시행 시기 연기를 요청
 이자 수수료 적용 문제 및 소프트웨어를 담은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에 관한 결정안 이행(정보 제공)은
의무 조항이 아님을 재확인

3. 12월 관세평가위원회(1985.12.13.)
 인도의 관세평가협정 시행시기 연기 요청에 대해 개도국은 지지하였으나, 선진국들은 3년 6개월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1월 관세평가위원회(1985.11.13.)

124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그룹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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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회의(1985.3.20.)
 EC가 제출한 수입규제 자유화 계획에 대해 심의

- 다수국은 EC의 자유화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
- 헝가리 등은 동구권 국가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최혜국 대우에 위배된다고 지적
-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자유화 계획을 제외한 데 대해 불만 표시
 각국이 통보한 수량규제 및 비관세 장벽(QR/NTM)과 관련, 미국 및 EC는 개도국이 국제수지방어 조항(BOP)에
1242

근거한 수량규제를 통보에서 제외하는 데 불만 표시

2. 5월 회의(1985.5.21.)
 의장은 회원국들에게 수입규제 자유화 계획 제출을 촉구
 수량규제의 자유화 계획 관련, 개도국은 개도국 관심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야별 접근 방식을 주장하였
으나, 선진국들은 국가별 전반적 자유화 계획도 검토할 것을 주장

3. 6월 회의(1985.6.20.)
 한국, 일본, EC, 미국 등이 제출한 수량규제 자유화 계획과 관련,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자유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

- 한국은 7.1. 시작되는 설탕, 코코아, 컴퓨터 등 235개 품목의 자유화 계획을 설명
 미국은 수량규제에 대하여도 정기적 다자간 검토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의
 개도국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량규제와 관련,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수량규제 중에는 GATT에 위배되는
조치가 많음을 지적

4. 10월 회의(1985.10.10.)
 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할 위원회 보고서 논의

- 한국은 한국이 제출한 85년도 자유화 품목 리스트를 보고서에 언급해 줄 것을 요청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위조상품
교역 전문가그룹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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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회의(1985.3.11.)
 관심을 가진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해 사안별로 옵서버 자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관세협력이사회
(CCC)의 옵서버 자격을 인정
 위조상품 교역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
 전문가 그룹회의 토의 방향에 대해 선진국들은 위조상품 교역 방지에 대한 modality 정립과 동 조치들이
비관세 장벽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할 것을 요청

- 개도국들은 이 문제에 대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권능을 먼저 점검할 것을 주장

 선진국들은 GATT에서 위조상품 교역 방지에 관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장

- 개도국들은 WIPO 소관임을 주장

3. 6월 회의(1985.6.3.~4.)
 위조상품 방지를 위해 파리협약 및 WIPO가 적절한지 여부, 국내법만으로 위조상품 교역 억제가 가능한지
여부, 별도의 담당기구 필요 여부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의견 대립
 미국의 제의에 따라 위조상품 교역 방지를 위한 joint action의 modality에 대해 논의(선진국들만 논의에 참여)

- 세관뿐 아니라 국내 유통, 위조상품 생산 금지 문제도 수반
-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 판단 주체(법원 또는 세관)
- 병행수입의 취급 문제
-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 방지 방안

4. 7월 회의(1985.7.8.~9.)
 산업 디자인 포함 여부, 위조상품에 대한 GATT의 권능 문제, joint action의 modality 등 논의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4월 회의(1985.4.3. 및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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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2-103차.
Londo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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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2차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1985.6.26.~27. 영국 런던 개최
 성필주 주영대사관 참사관(수석대표) 등 2명 참석
 정부 훈령 요지

1244

- 1980.10월 IWC가 제시한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의무에 관한 절충안(alternative
approach)에 대해, 대부분의 개도국이 지지하고 한국도 곡물 수입국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소맥 시장
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며, 비축 제도 운용비용 부담은 상당부분 수출국이 부담하도록
유도
- 신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교섭 계속에 동의하나, 국별 정책 소위원회 신설 문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
 회의 결과, 가격 범위, 공급 물량, 구매 규정 등 세계 소맥 시장을 규율하는 경제규정에 관한 논의는 참가국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진전이 없었으며, 현 협정을 강화한 신소맥무역협약안에 대해서만 논의

2. 제2차 IWC 실무그룹 회의
 1985.10.22. 영국 런던 개최
 이윤복 주영대사관 참사관 참석
 신소맥무역협약 초안에 관해 의견 교환

3. 제103차 IWC 회의
 1985.12.9.~12. 영국 런던 개최
 이윤복 주영대사관 참사관 참석
 신소맥무역협약안 논의

- 소맥 외에 기타 곡물 포함에 대해 다수국이 지지
- 신협약 발효 후 수출입국을 구별하여 리스트 작성
- 회원국의 소맥 교역 실적에 따라 투표 수 결정
 신협약안 채택을 위해 IWC 특별위원회를 1986.2~3월경 런던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New
Delhi(인도) 1985.7.22-26. 전3권. V.1 사전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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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0 / 1 / 1~244(244p)

1. 개최 배경
 1985.5월 인도 정부는 1984년 이래 진행 중인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 협상위원회 회의 및 양허협상의
촉진을 위해 GSTP 각료회의를 7월 뉴델리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한국 대표의 참석을 요청함.

- 인도 정부는 동 회의에서 GSTP 토의 및 개도국의 공동 관심사인 국제무역 정책 변동을 검토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인도 정부가 GATT가 주관하는 뉴라운드 준비 작업 지연 또는 저지를 위해
개도국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한국 정부는 1983.1월에 정해진 기본입장(개도국 간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개도국 시장에서의 한국의 대선진국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GSTP에 참가)에 따라, 85년 초부터 수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GSTP 협상
체제 및 기본 원칙, 관세양허 협상 관련 양허요청 품목 리스트(request list) 작성 등에 대해 협의함.
 1985.5.6. 한국 정부는 46개 품목에 관한 GSTP 잠정 request list를 GSTP 협상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에 제출함.

3. 인도 정부의 참가 초청
 인도 정부는 1985.5.10. GSTP 각료회의 개최를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하고, 상공부장관의 회의 참석을 요청함.

- 한국 정부는 인도의 회의 주최는 GSTP 협상 참가국들과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분석하고
77그룹 또는 GSTP 협상위원회의 공식 승인 여부 및 뉴라운드 준비회의 추이 등을 보아 가며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외무부는 5.20. 관세부문 협상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세협상 실무작업반 구성, 관세협상 방식 및 품목선정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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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정부의 대응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New
Delhi(인도) 1985.7.22-26. 전3권. V.2 사전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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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참가 준비
 외무부는 1985.5.29.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GSTP 각료회의 참가 문제 및 현안별 대책 방안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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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남 협력 증진 차원에서 각료회의 참가
- 차관 또는 차관보급 대표 파견
- 참가 의사 표명은 타국의 반응 및 인도의 회의 주최에 대한 77그룹 또는 GSTP 협상회의의 공식승인
절차와 뉴라운드 준비 회의 추이를 보아 가며 시행
- GSTP 협상 대응을 위해 외무부 제2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괄위원회,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
 외무부는 6.26. 회의준비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수석대표는 차관급으로 하되 상공부에서, 고위실무회의
대표는 재무부에서 수임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함.

2. 제네바 준비 회의
 1985.6월부터 제네바에서 77그룹 실무작업단, 인도 대표부 주최 비공식 회의 등 뉴델리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어, 각료회의 및 고위 실무회의 의제, 각료선언문 초안, 향후 작업 일정, GSTP 7개 기본원칙
(긴급수입제한, 원산지 규정, 장기계약 협상절차, 양허의 철회 또는 수정, 최후진국 특혜, 양허 확대, 신규
참가국 등)에 대해 협의함.

- 뉴델리 각료회의의 법적 성격 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으며, 인도가 뉴델리 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 GSTP 협상위원회의 추인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 문제는 부각되지 않음.

3. 정부대표 임명
 정부는 1985.7.4. 다음과 같이 뉴델리 GSTP 각료회의 정부대표단을 임명하고 훈령함.

- 수석대표: 최호중 상공부 차관
- 교체수석: 신동원 주인도대사
-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해외협력위,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실무대표
- 한국의 남남협력 의지를 과시하고 개도국 간 특혜무역 제도화에 참여하여 개도국들과 실질협력 관계
를 강화함으로써 대비동맹 외교 기반 강화에도 기여
- 관세 인하는 일괄인하 방식 주장
-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범위는 가급적 축소
- 양자 간 장기계약 및 직교역제도에 대하여는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처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New
Delhi(인도) 1985.7.22-26. 전3권. V.3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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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1985.7.22.~26. 인도 뉴델리 개최
 75개국 참석(장·차관급 대표 30명 포함)
 한국 정부 대표로 최호중 상공부 차관 등 10명 참가

- 북한 대표로 최정근 대외무역부장 등 5명 참가

2. 회의 결과
- GSTP 협상문제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개도국이 뉴라운드에 반대하는 공동입장 수립
을 제의하였으나, ASEAN 등의 반대로 무산됨.
- 각료선언에 PLO 외세개입 규탄 조항 삽입을 지지하는 아랍 국가들과, 이에 반대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의견 대립으로 별도 결의문이 채택됨.
 한국 대표 기조연설 요지

- 남남협력 및 GSTP 협상 참여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
- GSTP의 효과적이고 조속한 실시를 위한 협력 촉구
 GSTP 각료선언문 요지

- 참가국들은 GSTP 협상 방식 및 일정 검토
- 남남협력 및 GSTP의 핵심적 요소로서 ECDC(개도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강조
- GSTP 향후 작업을 위한 정치적 지원 의지 표명
- 협상 기본원칙(Ground Rule) 및 협상 절차 채택
- 검토, 감시 및 계속적인 지원 필요성 강조
 국제 무역환경 선언문 요지

- 선진국의 재정·금융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부작용 지적
-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 추세, 상계관세 및 반덤핑 조치의 남용 현상 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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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 경과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 원산지 규정에
대한 Working Group회의. Geneva, 1985.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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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배경
 1982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GSTP 회원국들은
1985.10.31.까지 GSTP Framework Agreement를 작성

2. GSTP 원산지 규정 기본 규칙(ground rules) 관련 Workng Group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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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0.7.~9. 제네바 개최
 긴급수입제한, 양허의 확대 및 최후진국 특혜에 관한 협정안은 기존 합의내용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
 원산지 누적 규정(cumulation) 관련, 부분 누적에 관한 명확한 정의 문제는 협상위원회로 넘기기로 합의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 가능 시기를 5년으로 잠정 규정
 ASEAN은 협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서면 입장 제출

| 85-1160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 협상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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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0 / 5 / 1~86(86p)

1. 11월 회의
 1985.11.11. 및 11.14.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 관계관이 관세 인하 방식 및 다양한 방식별 인하 효과, 관세 인하 협상
방식, 비관세 장벽의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함.

2. 12월 회의

- 한국의 여타 개도국에 대한 비교 우위를 감안하여 양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혜 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한국의 대개도국 무역 확대를 위해 비관세 장벽의 양허 확대를 적극 주장
- 관세 인하 방식은 품목별 협상보다 일괄 인하 방식 및 조화 인하 방식 적용
- 관세 인하 예외 품목은 축소
- 양허 형태는 항구적 양허를 원칙으로 제한적 양허도 제한적으로 허용
- 비관세 장벽에 대한 standstill 후 점진적 제거 방식을 지지

3. GSTP 협상위원회 제출 문서
 Working Group은 12월 회의 후 1986.1.27. GSTP 협상위원회에 제출할 협상 기술 및 방식에 관한 문서를 제시
하고 각국의 입장을 문의함.
 이에 대해, 1.27. 외무부는 검토의견을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함.

- 품목별 협상보다 무역증진 효과가 큰 일괄인하 방식이 바람직
- Working Group이 제시한 특혜폭 10% 이하 일괄인하 방식은 고율관세국은 인하 후에도 고관세를
유지하며 한국같이 저세율 국가는 불리하므로 특혜폭 확대가 바람직
- 품목별 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양허대상 품목의 확대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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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2.3.~6. 제네바 개최
 회의에 앞서,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쟁점별 훈령을 시달함.

CCC(관세협력이사회) 감시위원회 회의, 제3-4차.
Brussels(벨기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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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회의
 1985.2.25.~3.1. 벨기에 브뤼셀 개최
 관세청 지도국 심리과장 정철호 참석
 주요 협의 사항

1250

- 감시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망 구성
- 은닉 불법마약 검색을 위한 공동감시 및 정보활동에 관한 권고안 채택
- 비 CCC(관세협력이사회) 회원국의 나이로비 협약 가입을 위한 협약 개정 문제
- 1985.4월 서울 감시업무 지역회의 참가 권유

2. 제4차 회의
 1985.9.9.~13. 벨기에 브뤼셀 개최
 관세청 감사관 정중열
 주요 훈령 내용

- 세관 감시 업무에 관련된 회의에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최대한 반영
- 세관 감시 분야(불법 무역 및 마약거래 등)에 관한 각국의 최신 자료 및 정보를 수집
- 회장단 선거에서 한국에 호의적 국가가 선출되도록 노력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27-130차. Brussels(벨기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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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0 / 7 / 1~330(330p)

1. 제127~128차 회의
 1985.4.29.~5.3. 벨기에 브뤼셀 개최
 48개 회원국 및 16개 국제기구(옵서버) 참석
 재무부 관세국 김병기 사무관 참석
 주요 협의 내용

2. 제129~130차 회의
 1985.11.11.~15. 벨기에 브뤼셀 개최
 42개 회원국과 쿠웨이트 및 14개 국제기구(옵서버) 참석
 관세청 박광수 관세조사과장 참석
 주요 협의 내용

- 저작권, 공업소유권 보호 관련 세관의 역할에 관한 모델 법 준비
- 은닉 불법마약 검색을 위한 공동감시 및 정보활동에 관한 권고안 채택
- 상소제도, 통관 전 시설 등 교토 협약 내용
- declarant, packing 등 관세 용어
- ATA 협약 적용 및 신협약 제정 문제
- 원산지 규정 편람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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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한 영해의 정의, 이의 신청 제도 등 교토 협약 내용
- 컴퓨터 데이터의 증거 능력 등 관세행정의 컴퓨터 이용 문제
- 컨테이너 관리 편람 개편 문제
- smuggling, bond, frontier zone 등 용어 해설
- ATA 협약 적용 사례 및 적용 범위
- 원산지 규정 편람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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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및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 Brussels(벨기에)
1985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80 / 8 / 1~122(122p)

1. 제8차 품목분류위원회/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실무회의
 1985.3.18.~4.5. 벨기에 브뤼셀 개최
 조화제도(HS 제도) 및 수정 CCCN(CCC 품목분류)의 96장 전체에 걸친 해설서 검토 종결

2. 제54차 품목분류위원회 및 제4차 잠정조화위원회 합동회의

1252

 1985.5.6.~31. 벨기에 브뤼셀 개최
 33개 회원국, 18개 옵서버국, 3개 국제기구 참석
 강정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수석대표) 및 재무부 관세국 송재정 사무관 참석
 회의 결과

- HS 제도 채택 현황, 개도국의 관세율표 변경 상황, 특정품목 품목분류(pearl essence, linked coil, 특정
카세트 레코더 등), HS 해설서, GATT 관세 재협상 등 현안 협의
- 화학위원회 논의사항 보고 시 한국 대표는 Colloidal Aluminium Phospate(CAP)가 원료가 아닌 의약품
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국 입장이 표결로 채택되었으나 프랑스 대표는 유보 의사를 표시

3. 제55차 품목분류위원회 및 제5차 잠정조화위원회 합동회의
 1985.10.14.~25. 벨기에 브뤼셀 개최
 31개 회원국, 17개 옵서버국, 2개 국제기구 참석
 관세청 조두성 사무관 참석
 회의 결과

- HS 전환에 따른 기존 CCCN 탈퇴 권장
- HS 실시에 따른 GATT 관세 재협상 조기 추진 촉구
- 한국 관심사항인 CAP 분류 문제는 프랑스의 유보 의사로 논의가 연기되었으며, 인삼차 분류에 대해
독일이 의약품 분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회의, 제14차.
Brussels(벨기에) 1985.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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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1985.12.9.~11. 벨기에 브뤼셀 개최
 김기인 재무부 관세국장, 김동진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 참석

2. 의제별 토의 내용
 사무총장 보고

 분야별 업무보고

- 품목분류 협정 탈퇴 서한은 벨기에 외무성에 기탁
- HS 해설서는 1986.3월 사용 가능 전망
- HS는 비준국 미달 및 GATT 관세양허 재협상 지연으로 1987.1.1. 시행이 비관적
- 여행자 휴대품 면세점 인상(현행 100달러) 검토
 정책위 구성

- 지역대표 선출에 대해 미국, 터키 등이 반대
 감시제도에 관한 선언 채택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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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제도 분야에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국제해운회의소 등과 밀수방지 협정 체결 예정
- 내부 조정 체제, 사무처리 기계화 등 행정 개혁조치 진행

CCC(관세협력이사회) 화학자위원회 회의,
제40차. Brussels(벨기에) 198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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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1985.1.7.~11. 벨기에 브뤼셀 개최
 23개 회원국 참석
 강정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참석
 화학자위원회 권능 문제, HS 신해설서 검토 및 한국이 제기한 Colloidal Aluminium Phospate(CAP) 품목 분류
문제 논의
1254

2. 회의 결과
 화학자위원회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만 다루어야 한다는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대해 독일, 영국 및 화학위
의장이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회의 종료 후 의장은 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
 CAP 품목 분류 문제 관련, 2일간 토의 후 투표 결과 6:6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차기 품목분류위원회에 회부함.

- 한국 정부는 보령제약이 프랑스 Biotherax사로부터 겔포스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CAP는 1982.3월
품목분류위가 결정한 대로 관세율이 낮은 원료(CCCN 38.19)가 아닌 의약품류(CCCN 30.03)로 분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82.6월 CCC 총회에서 유보 의사 표명
- 1983.1월 제38차 화학자위원회는 이 문제를 재토의하기로 결정
- 1985.1월 제40차 화학자위원회 회의에서 orange essence, sodium phospate 함유, 고가격, 높은PH
치 등 쟁점에 관해 기술적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9-10차. Brussels(벨기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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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차 회의
 1985.3.4.~8. 벨기에 브뤼셀 개최
 50개국 대표 참석
 강정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조건호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박재홍 관세청 사무관 참석
 주요 논의 사항

2. 제10차 회의
 1985.9.30.~10.4. 벨기에 브뤼셀 개최
 40개국 대표 참석
 조건호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허노중 관세청 평가과장 참석
 주요 논의 사항

- 관세평가협약 제15조 4항 및 5항의 특수관계, 제1조 1항 제한의 의미, 임차 물건의 평가, 허위 가격신
고 문제 등 논의
- 한국 대표는 신평가 협정 준비 상황,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1986년 GATT 평가위원회 및 CCC
평가기술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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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달매체 평가 방법에 관한 결정, 각국 입법 내용 심사 등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 국제 표준 가격 신고서 양식 제정 현황
- 관세 평가에 관한 유권 해석 현황
- 훈련 및 세미나, 관세행정 협력 프로그램, 훈련 교재 개발 등 기술지원 현황
- 결합 거래, 쿼터 비용 처리, 개발비 등 평가규정 해석 문제 등

| 85-1167 |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65-66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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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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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80 / 12 / 1~113(113p)

1. 제13차 정책위원회
 1985.6.5.~6. 벨기에 브뤼셀 개최
 조건호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김동진 재무부 사무관 참석

- 당초 서영택 재무부 제2차관보가 참석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불참 결정
 주요 협의 내용

1256

- 정책위 구성, 지역대표 선정 방안, Alphabetical Index의 조기 완성을 위한 추가 인력 지원, CCC 업무
간소화를 위한 자원 재배치 연구그룹 구성 등을 논의
- 감시업무 분야에 대한 CCC의 역할 선언 채택은 차기 회의에 회부

2. 제65~66차 총회
 1985.6.10.~14. 벨기에 브뤼셀 개최
 조건호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김동진 재무부 사무관 참석
 주요 협의 내용

- 한국을 포함 32개국이 HS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1987.1.1. HS 분류체계 도입에 대한 다수국의 지지 확인
- 한국이 제기한 Colloidal Aluminium Phospate(CAP)의 품목 분류와 관련, 화학자위원회 결정에 대한
프랑스의 유보 의사 표시로 인해 차기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론하기로 결정
- 평가국장, 기술국장 등 임명
- HS 해설서 승인
- 한국은 2년간 정책위원회 회원 지위 유지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 제1차. Geneva,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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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ITTO 이사회 준비 과정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4.2.17. 외무부에 대해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열대목재 이사회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사무국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 경제기구과장은 현지 대표에게 일본 지지를 훈령하겠다고 답변함.
 7.6.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열대목재 이사회 준비위원회는 1984.10.1. 국제열대목재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 일본, 프랑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이 사무국 유치 의사를 재확인함.
해 줄 것을 주제네바대표부에 요청함.
 UNCTAD 사무국은 4.19. 국제열대목재협정이 1985.4.1. 발효되었다고 통보함.
 사무국 유치와 관련, 1985.4~6월 일본, 인도네시아, 프랑스, 벨기에 등의 지지 요청이 있었으며, 사무국장 선
출과 관련, 말레이시아, 가봉, 카메룬 등이 지지를 요청함.

- 사무국장 선출에 대해, 한국 정부는 6.13. 말레이시아를 지지하기로 결정함.

2. ITTO 이사회 제1차 회의
 1985.6.17.~28. 스위스 제네바 개최
 국제열대목재협정 회원국 34개국, 옵서버 21개국 참석

- 한국은 사무국 유치 결정 표결과 관련하여 신규 회원국 가입을 지연하려는 미국 및 EC의 지연 전술로
인해 1985.6.25.에야 정회원으로 가입
 투표권, 이사회 의사규정 등 결정
 사무국 소재지 관련, 8개 도시가 경합을 벌여, 5차 투표 결과 암스테르담, 자카르타, 리우데자네이루, 요코하마
등 4개 도시가 남았으나, 생산국 및 소비국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여 최종 선정에 실패함.
 사무국장 후보로는 가봉 및 말레이시아 인사가 후보로 남았으나, 사무국 소재지 결정 이후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함.

3. ITTO 제1차 회의 속개회의
 1985.11월 속개회의를 앞두고 사무국 유치 및 사무국장 선출 관련, 후보국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지지를 요청함.

- 일본 및 가봉은 국가원수 명의의 지지 요청 서한 송부
 1985.11.25.~30. 속개회의가 개최되었으나, 8차례의 투표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소재지 후보인 요코하마,
암스테르담, 자카르타, 사무국장 후보인 말레이시아, 가봉 중 어느 하나도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의에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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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네바 말레이시아대표부는 1985.2.4. 국제열대목재기구 사무국장에 말레이시아 인사가 임명되도록 지지

카나다의 한국산 Color Television 수입 규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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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혜관세 수혜정지 연장
 1985.1월 주캐나다대사는 1985년 말까지 정지된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특혜관세(GPT) 수혜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가 6월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캐나다인 변호사 고용 등 대책을 건의함.
 캐나다 Kelleher 대외통상장관은 2.27. 주캐나다대사 면담 시에 일본계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특혜관세 수혜정지 기간 연장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함.
 상공부는 3.13. 수출 업계와 대책회의를 갖고 변호사 선임 등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캐나다의 컬러 TV에
1258

대한 반덤핑 조치 움직임을 막기 위해 특혜관세 수혜 포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함.
 6.26. 캐나다 관세성에서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특혜관세 재개 여부와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됨.

- 일본계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는 한국 TV의 수입 증가, 전자 업계의 시설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특혜
관세 중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가적으로 반덤핑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
- 공청회 결과와 관련, 주캐나다대사관은 특혜관세 수혜 재개 가능성은 작으며, 앞으로 반덤핑 제소가
확실시된다고 평가
 캐나다 관세성은 11.18.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정지를 3년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2. 반덤핑 제소
 주캐나다대사는 1985.2.27. 일본계 제조업체들이 3월 중순경 한국산 컬러 TV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해 줄
것을 캐나다 국세성에 요청하려는 동향이 있다고 보고함.
 주캐나다대사는 7.3. 컬러 TV에 대한 수입규제 요구를 완화하기 위해 캐나다산 부품 구매 확대, 기타 전자제품
부품 구매 확대, 캐나다 전자산업에의 참여 강화 등의 대책을 건의함.
 캐나다 컬러 TV 제조업체들은 8.9. 국세성에 한국산 컬러 TV의 덤핑에 대해 제소함.

- 캐나다 국세성은 9.3. 반도상사, 대우실업, 대우전자, 금성사, 한국전자,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10” ~24”
컬러 TV에 대해 덤핑 마진 결정을 위한 예비조사 개시를 발표
 주캐나다대사는 10.8. 캐나다 국세성이 제소자 측의 요청으로 덤핑 조사 기간을 6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하
였다고 보고함.
 캐나다 국세성은 11.29. 예비조사 결과, 한국산 컬러 TV 수출 물량의 69.82%에 덤핑 혐의가 있으며, 업체별
덤핑 마진은 4.5~11.71%(가중 평균치 8.22%)라고 발표함.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 1984-85. 전2권.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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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1985.4월 OECD 각료회의 합의 및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에 따라, 일본 정부 내 관련 부처는 광공업 제품에
대한 동경 라운드 관세인하 계획의 조기 실시 및 개도국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
하였으나, 농수산성 등 일부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
 1985.1월 나카소네 수상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1984.12.14. 일본 정부는 관세인하 조기 실시 및 대개도국 특혜
관세 확대를 1985.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동경 라운드 관세 인하는 농수산물 1년, 광공산품 2년 조기 실시, 특혜 관세 8% 확대 등

 1985.4.9. 일본 정부는 대외경제 대책을 발표하고, 대폭적인 관세율 인하와 표준·인증제도 개선, 정부조달
절차 개선, 의료장비 및 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내륙운송 개방 확대, 무역금융 이자율 인하 등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포함하는 3개년 개방 계획을 7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에 대해, 미국, EC, ASEAN 국가들은 미흡한 개방 계획이라고 불만을 표시함.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로 행동계획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관련 부처 협의가 수차례 개최되
었으나, 농수산성 등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1985.6.23. 농수산성이 농산물 가공품 190개 품목의
관세 일괄인하 방침을 수용함에 따라 관세 분야 행동계획이 먼저 확정됨.

- 관세율 일괄 인하, 각국 관심품목에 대한 개별 인하, 특혜관세 제도 개선, 뉴라운드 대응 등
- 일괄 관세 인하는 20%, 수입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수입 조항 도입
- 1차 농산품, 쇠고기, 오렌지, 설탕, 원유 등은 개방에서 제외
- 이에 대해, EC는 미흡한 계획이라고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ASEAN은 6.27. 일-ASEAN 경제 각료회의를
통해 전반적 환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뼈 있는 닭고기, 바나나 등에 대한 고관세에 불만을 나타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시장개방 행동계획(Action Plan)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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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계획 발표(1985.7.9.)
 일본 정부는 1985.7.9. 시장개방 행동계획의 일부인 표준·인증 및 수입절차, 정부조달, 긴급수입 등 3개
분야에 대한 행동계획을 발표함.

1260

- 표준·인증 분야에서 정부개입 축소, 외국 검사결과 인정, 국제기준 준수 등 표준·인증제도 개선,
의약품, 식품, 전기제품 등 수입절차 간소화 등
- 정부조달 분야에서 수의계약 억제, 자격심사 개선 등 계약절차 재검토, 외국산 조달 확대
- 긴급수입 관련, 희소자원과 첨단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60개사의 수입계획 작성, 장기저리 수출금융
실시 등
 나카소네 수상은 7.22. 대외경제문제담당 국무상에게 7월 말 발표될 행동계획 외에 미국이 불만을 표시해 온
내수 확대, 외환 문제, 산업·기술 협력, 뉴라운드 추진, 개도국 원조 등에 관한 작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함.
 일본 정부가 1985.7.30. 발표한 행동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관세 분야에서 뉴라운드 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1,85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특혜관세 제도를 개선
- 표준·인증 분야에서 외국 검사 결과의 수용, 자기인증 제도 추진, 투명성 확보 등 88개 항목에 걸쳐
개선 조치
- 정부조달 분야에서 계약절차 개선, 대상기관의 확대 등 국제 수준을 상회하는 개방 조치
- 금융 자본시장 분야에서 예금 금리 자유화 등 조치 가속화
- 서비스, 수입촉진, 투자교류, 수입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 조치(법률시장 개방, 위조상품 단속,
근거리정기편 용 항공기 수입 요건 완화, 수입쿼터 개선 등)
- 행동계획은 3년에 걸쳐 실시
- 후속조치로서 내수 확대, 개도국 원조 확대, 투자교류 증대, 거시경제 정책면 국제 공조 등 조치 계획

2. 후속조치
 일본 정부는 1985.12.13. 행동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관세 잠정 조치법 개정 및 규제완화 일괄법 제정 조치를
취함.

- 1,849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1986.1.1.부터 실시
- 표준·인증 개선을 위한 소비생활용품 안전법, 가스사업법, 소방법, 전파법 등 개정
- 서비스 자유화를 위해 항공법 개정 등

일본의 경제통상 동향, 1985

| 85-117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81 / 2 / 1~73(73p)

1. ‘미·일 무역분쟁과 우리의 대응’ 제하 보고서(1985.1.8. 외무부 아주국) 요지
 미·일 간 무역마찰의 성격은 외면적으로는 무역 확대 과정에서의 불균형, 내면적으로는 세계 경제 주도권
경쟁인 것으로 분석
 일본의 흑자는 세계 무역량의 10%에 해당하여 국제 금융시장 질서 교란 우려
 미국의 선진 고도 경제체제 하에서의 무역수지 적자는 당연하나 개별 산업별로 국내 문제를 야기
 일본의 시장개방 기피 등 무역 흑자 정책으로 상당기간 무역역조 누적 불가피
 미·일 양국은 협력 채널 다양화, 일본의 시장개방 확대 등 쌍무적 해결 방안과 태평양 공동체 추진, 뉴라운드

구상 등 미·일의 3각 협력체제에 대한 대응 등 조치 필요

2. 주일대사관의 동향 보고
 1985년 중 주일대사관은 일본의 대미 철강 자율규제 소급 실시, 일·EC 무역확대위원회 개최, 일본 철강노
련의 철강 수입규제 요구, 동경 offshore 시장 창설 움직임, 미국과의 양자 통상 협의 동향 등에 대해 보고함.

3. ‘미·일 무역마찰 동향 및 아국의 대응’제하 보고서(1985.4.8. 외무부 아주국) 요지
 무역마찰 심화

- 미국 내 과도한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정치적 문제의식 팽배
- 미국의 상호주의적인 개방 요구로 마찰 국면 심각화
 일본의 대응

- 정치적 차원에서 시장개방 촉진, 미 의회 및 행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
- 4.9. 개방 조치로 미국 요청 거의 수락, 마찰 진정 국면
 한국의 대응

- 미국의 한국 시장개방 요구 및 한국 상품 규제 가능성 증대
-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 촉구 및 미국의 보호주의 동향에 대한 대응 등 대책 강구 필요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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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지지 등 다면적 해결 노력 경주
 한국은 대일 적자 해소에 관한 미국 입장 지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제3국 확산 예방, 태평양지역 협력

미국의 무역관련 동향,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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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관은 1983.2.16. 다음과 같은 미국의 무역관계 입법 동향에 대해 보고함.
 카리브 경제개발 법안, 자동차 부품 법안, 상호주의 법안 등 심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능
재검토 청문회 개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법안 개정 관련 청문회 개최, Buy American 정책 확산 동향,
동구권 국가의 덤핑 규제 방안 검토 등

2. 주미대사관은 1983.2월 상원 정부기구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무역성 창설법안(Trade Reorganization
1262

Act)을 제안하였다고 보고함.
 대외무역협상에서의 유관기관 간 마찰 및 혼선 방지
 상무성, USTR 등 무역기구를 통합하여 무역성을 창설, 강력한 통상정책 시행

3. 주시카고총영사관 및 주미대사관은 1984.5월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W. A. Andres Dayton Hudson사
회장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전국 소매업자들 간에 수입규제 반대조직인 RITAC(Retail Industry
Trade Action Coalition)을 결성하였다고 보고하고 동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등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건의함.
- 미국 주요 유통업체 및 단체 28개로 구성
-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대행정부 및 의회 로비활동 전개

4. 한국무역협회는 1984.6.15.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에 관한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하고 주시카고
총영사관과 협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통상교섭대책위원회,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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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규제대책위원회 설치
 상공부는 1982.7월 외무부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상공부 내에 수입규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실무작업을 전담할 수입규제실무위원
회를 대한무역공사 내에 설치하였다고 통보함.
 외무부는 8월 주요 재외공관에 대해, 수입규제대책위원회와의 유기적 업무협조 및 신속한 정보입수 등
협조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1984.7.12. 상공부 제1차관보 주재로 개최

- 9개 관련 정부 부처 대표, 5개 유관 기관 대표, 8개 업종별 전담 민간통상교섭반 대표 등 참가
- 선진국의 수입규제 현황과 대책 협의
- 반덤핑 등 가격적 규제, 상호주의 및 쌍무주의, 대응무역 증가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 사전 대처 활동, 민간 자율대처능력 제고, 장기적 및 산업정책적 대책 등 협의

3. 1984년 제2차 통상교섭대책위원회
 1984.11.21. 상공부 제1차관보 주재로 개최

- 수입규제 현황 및 84 미국 통상관세법 설명 청취
- 1984년도 수입규제 대책활동 설명
- 업종별 민간통상교섭반 활동 보고

4. 1985년 제1차 통상교섭대책위원회
 1985.7.18. 상공부 제1차관보 주재로 개최

- 1985년도 상반기 통상교섭활동 설명
- 수입규제 현황 설명
- 업종별 민간 통상교섭반 활동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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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4년 제1차 통상교섭대책위원회

대일본 수출촉진 대책, 198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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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1 / 5 / 1~167(167p)

1. 대일 수출촉진회의 자료(1985.10.4. 외무부)
 1990년대 중반까지 교역 균형 시현 목표
 무역의 확대 균형 원칙하에 자본재 및 원료의 대일 의존도 경감 노력
 기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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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 진출확대, 효율화를 통한 수출확대 사업 중점 추진
- 일본의 대한국 시장개방 조치 교섭
- 산업기술 이전 확대 및 국내 산업 고도화
 구체 방안

- 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시장개방 활용, 품목별 수출 촉진 방안 연구 등 수출 확대
-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교섭 등 시장개방 교섭 추진
-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일 의존도 경감 방안 시행
- 산업기술 이전 및 기술협력 등 강력 추진
 체제 정비

- 부처 간 협조 강화, 관·민 협조 강화, 주일 공관 기능 강화 등

2. 대일 수출 촉진 대책(1985.11월, 외무부)
 일본 정부의 시장개방 조치에 반영되지 못한 품목, 인하 폭 작은 품목, 신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확대를 위해 국별 한도액 제도 실시 중지 요청
 수량 규제, 생사류 수입, 면사 수출 자율규제 철폐 요청
 한·일 무역실무회담을 통한 관심품목 시장개방 요청, 한·일 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추진, 유통구조 조사단 파견 등

3. 대일 통상외교 강화 방안(1985.12월, 외무부)
 대일 수출촉진 및 무역역조 시정을 대일외교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
 통상교섭 채널 확대 구축
 대일 시장개방 교섭 강화
 산업 기술협력 강화
 민간 간 산업기술협력 지원
 한국 상품 시장개척 활동
 시장개척 정보 수집 및 확산
 홍보 활동 강화

 수출촉진단 파견 및 구매사절단 유치
 대일 수출경로 다양화
 경제활동 저변 확대
 주일공관의 수출 지원체제 강화
 본부 조직 강화 및 일본 경제종합연구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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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 수출촉진 대책, 1985. 전2권. V.2 타부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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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1 / 6 / 1~343(343p)

1985년에 작성된 대일본 수출촉진 대책 관련 자료임.
1. 대일 수출촉진 대책(1985.11월, 청와대 경제)
2. 대일 수출촉진 세부 추진계획(1985.11.28. 상공부)
 품목별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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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일 수출촉진 강화방안(1985.12월, 재무부)
 수출금융 융자한도 완화 등 지원제도 개선
 수출업체 운전자금 지원 강화

4. 대일 수출촉진 대책(1985.12.11. 과학기술처)
 특정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중점 지원 확대
 유망 중소기업 발굴 사업 지원 등

5. 대일 수출촉진 대책 추진현황(1985.12.11. 상공부 분야별 담당실국)
 기계류, 철강재, 섬유류 등

6. 대일 수출촉진 대책 추진현황(1985.12.11. 농수산부)
 생사, 견연사, 미역, 깐 밤 등

7. 대일 수출촉진 세부 추진계획(1985.12.11. 공업진흥청)
 품질 향상 대책

8. 기타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등 작성 자료

대미국 경제로비 강화 방안,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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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과/북미과

MF번호

2015-81 / 7 / 1~123(123p)

1. 주미대사관은 1984.12.14. 대미 로비활동 강화와 관련 대책을 외무부에 보고함.
 대미 외교활동의 일차적 책임은 대사관이 지며, 로비스트는 보좌 역할을 하므로 우선 대사관의 운용을 강화
하면서 로비스트 활용책을 개선해야 함.
 우선적으로 대사관의 인력을 강화하고, 미국인 경제전문가를 고용함.
 기존 Gray사, Malmgren사 등과 계약하여, 주요 정보수집 및 자문 임무를 부여하며, KDI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KEI)의 독자적 활동으로 인한 혼선에 대한 대사관의 감독을 강화함.

 신설 대미 경제특별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사관의 유경험 현지교포 별정직 채용, 기존 자문회사 제공
정보 비교분석, 지방에 대한 접근 강화, 업계 변호사 방한 초청, 무역협회의 한국 변호사 고용 등 대통령
지시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
 로비 활동은 민간 베이스에서 추진하며 대사관은 로비스트 활동을 조정하고 정보를 모니터
 대사관 인력 보강 및 한국인 경제전문가 고용
 Gray사 계약 갱신
 행정부 및 의회 실무진 방한 초청 등

3.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8.16. 대통령에게 대미 로비활동 개선 방안을 보고함.
 대의회 로비 전문회사 고용, 핵심 의원들과의 유대 강화
 대사관의 로비 조정기능 강화, 현지 교포 별정직 채용, 경제부처 전문가를 부대사 또는 공사로 임명
 국내에서 해협위 위원장의 조정기능 강화, 전문가 별정직 채용, KEI를 홍보기관으로 육성
 이에 대한 대통령 지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대의회 활동 보강, 로비스트 고용은 과제별로 단기적 채용
- 주미대사의 로비활동 조정기능 강화, 별정직 채용 및 경제전문가 공사 임명
- 해협위 위원장의 조정 기능 수행에 적극 협조
- 별정직 자문관 직제 제도화
- 대외개방정책 조기 발표

4. 1985.10.15. 워싱턴 로비활동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가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개최되어 다음과 같이
정해짐.(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수석비서관, 무역협회장 참석)
 Arnold & Porter사를 in-house lawyer로 고용
 해협위가 대미 로비를 주관하며 Arnold & Porter사의 카운터파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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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1.10. 대미 로비 강화방안을 주미대사관에 통보함.

한·브루나이 상공회의소 간의 협력의정서
체결교섭, 1984

| 85-1178 |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81 / 9 / 1~21(21p)

1. 대한상공회의소는 1984.4.20. 브루나이 국왕 방한 이후 고양된 양국 간 협력 분위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브루나이 상공회의소와 협력 의정서 체결에 대한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2. 주브루나이대사는 1984.6.21. 주재국 내 다수의 상공회의소가 있으며 브루나이 상공회의소는 외국
회사들의 단체로서 대한상의의 협력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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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4.11월 방한한 브루나이 통상사절단은 11.12. 대한상의 방문 시 새로이 결성된 브루나이 상의연합
회와 협력의정서 체결을 제의함.
4. 외무부는 1984.11.19. 대한상의의 요청으로 주브루나이대사에게 상의연합회의 연혁, 구성, 활동 및
임원 등에 대해 조사·보고할 것을 지시함.

대카나다 GATT 양허세율 협의,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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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1 / 10 / 1~96(96p)

1. 캐나다의 관세율 인상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은 1985.8.13. 주제네바대표부에 대해 캐나다가 양허세율 인상 계획을
통보하고 GATT 28조(양허 재협상)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다고 통보함.

- woven fabric에 대해 양허 세율 25%는 그대로 두되 총 부과 관세 한도를 파운드당 1.10달러에서 최근
3년간 수입량 기준 수입단가의 11.8%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양허관세율표 수정

2. 한국 정부의 대응

관세 인상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는 서한을 캐나다 대표부에 전달함.
 주캐나다대사관은 12.23. 및 1986.1.21. 캐나다 재무성 관계자를 방문하고 최대 관세한도를 11.8%에서 11.2%로
낮추거나 해당 품목의 쿼터량을 증량할 것을 요청함.
 주제네바대표부는 관세율표 수정과 관련한 공식 협상을 위해 캐나다 대표부와 접촉하였으나, 캐나다 측은
1986.1.21. 현재 본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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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네바대표부는 1985.10.18. 이해당사국으로서 협의를 요청하는 공한을 제네바 주재 캐나다 대표부에 전달함.
 주제네바대표부는 11.21. 수정 대상 품목이 양국 간 섬유쿼터 품목이며,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되면 5.6%의

기업을 통한 대중공 교역,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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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81 / 11 / 1~184(184p)

1985년 민간 기업의 대중국(구 중공) 교역 관계 현황임.
1. 대우
 홍콩 주재 대우지사는 1985.2.13. 홍콩 바이어와 계약, 국산 자동차 42대를 복건성에 수출함.

- 한국의 최초 대중국 자동차 수출로서의 의의
 주홍콩총영사는 8.16. 대우가 연 생산량 20만대, 투자액 15~20백만 달러 규모의 대중국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1270

있다고 보고함.

2. 대한조선공사
 대한조선공사는 1985.3.5. 항만시설 공사, 송유관 건설, 조선소 건설 등 중국 산동성 광명개발공사와의
합작투자 상담을 위해 남궁호 사장 등 3인의 3.8.~25. 중국 방문에 대한 의견을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해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이에 대해 이의 없다고 통보함.

3. 동아진전공사(홍콩 소재)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5.1.4. 홍콩 소재 동아진전공사가 1월 하순 중국 온주시 대외경제개방위원회 초청으로
현대건설, 오진양행, 기아산업 등 7개 한국 기업으로 구성되는 상담단을 파견하여 각종 플랜트 수출을 논의할
예정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외무부는 1.15. 동아진전공사 사장의 신용도와 중국 측 의도를 파악할 때까지 상담단 파견을 보류할 것을
주홍콩총영사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요청함.

4. 럭키금성
 외무부는 1985.3.12. 시카고 거주 교포가 금성사 제조 전압기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중국 입국을 요청
한 데 대해 중국 측 거래선 및 중국 입국 가능성 파악 후 추진할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3.29. 금성사 임원의 산동성 청도시 냉장고 공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중국 방문에 대해 이의
없다고 통보함.
 외무부는 4.19. 럭키금성사 사장 및 금성사 사장의 광주 교역회 참관을 위한 중국 방문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동인들은 중국 입국사증을 받지 못함.

5. 기타
 ㈜쌍용 사장의 시멘트, 철강재 등 수출 상담을 위한 중국 방문
 홍콩 주재 교포 기업의 한국산 식품 제조 기계 수출 추진 등

한·중공 교역 추진, 1985. 전2권. V.1 1985.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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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7월 대중국(구 중공) 교역 정책에 관한 내용임.
1. 대중국 교역조정실무위원회 회의(1985.1.19.)
 중국 방문 기업인에 대한 방중 신고 창구는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상공부 국제협력과로 변경
 한국 업체 중국 출입국 관련 사항은 주홍콩총영사 지휘하에 지정 영사들 간 협력하여 처리

- 특히, 기밀 누설 및 특정 업체 편향 사례 지양
 국내에서는 안기부, 외무부, 상공부 및 해외협력위원회 관계관으로 대중국 경제업무 대책위원회를 구성

 연변 당국과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대중 협의단 파견 문제, 심천 경제특구 내 한국 상품 전시장 설치 문제, 복건성 투자공
사 입찰 참여 문제, 한-마카오 합작투자 설립, 무연탄 도입선 다변화 문제, 방중 기업인 사전 신고 의무 준수 방안 등 논의

3. 대중공 교역 추진대책(안)(1985.2월, 외무부 작성)
 기본 방향

- 간접교역 확대로 직교역 기반 강화
- 대중국 교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신중 추진
- 남북회담 실질적 진전 시 대중 교역에 연계 활용
 당면 대책

- 4개 부처 ‘대중공 교역위원회’ 활동 효율화, 대중 전문 연구활동 강화 등 국내 체제 정비
- 홍콩, 마카오,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관련 국가와의 협력대책 수립
- 주요 품목별 대책 수립
- 9개 중점공관 설정 등 재외공관 활동 강화
 중장기 대책

- 직교역 확대 및 지역별 진출 강화
- 교역 방식의 단계적 공식화

4. 최근 중공의 수입규제 배경과 한-중공 간접교역 전망
 중국은 무역적자 확대 및 외환보유고 격감, 경기과열 억제 필요성, 가격체제 개혁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인해 수입 규제 및 외환 관리 강화 시책을 실시
 1985 1/4분기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 격감
 중국의 경기과열 진정으로 양국 간 간접교역도 현 수준 유지 또는 확대 전망

5. 한국의 홍콩 경유 대중공 교역 현황 및 대책(1985.7월, 아주국)
 1985.2월 외무부 작성 대책과 동일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대중국 교역조정실무위원회 회의(19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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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월~1986.6월 대중국(구 중공) 교역 정책에 관한 내용임.
1. 중공의 투자 환경과 한국의 진출 방향(1985.8월, 아주국)
 중국의 관광업, 도로, 항만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의향 타진 등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북한을 의식하여
한국 기업의 직접 진출에는 부정적 태도 견지
 미수교 관계, 전문인력 부족, 투자 위험성 등 문제점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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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수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합작투자 진출은 중국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활동 후 추진

2. 중국의 대한 직접무역 승인 보도
 주일대사관은 1985.8.29.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8월 초 한국에 대한 무역제한을 철폐하고 광주 및
홍콩 주재 대외무역기구에 한·중 교역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고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관련 공관에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함.
 9.11. 홍콩의 중국계 일간지 대공보는 중국 외교부 차관보가 일본 기자들에게 현재 한·중 간 직접교역은 없으나,
남북한 관계 개선 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고 보도함.

3. 1985년도 한·중공 교역(1986.1월, 외무부)
 수출 360백만 달러, 수입 230백만 달러, 총 590백만 달러 (직수송에 의한 수입 300백만 달러 합산 시 총 890
백만 달러)
 섬유류, TV, 통신장비, 알루미늄, 철강 등 수출, 옥수수 등 곡물, 석탄, 면직물 등 수입
 향후 간접교역 품목이 다양화되고 안정될 것이나 북·중 관계에 비추어 공식 직접교역 방식으로의 발전에는
상당시간 소요 전망
 중국의 대일본 적자 축소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과의 교역 증가 가능

한·사이프러스 통상관계,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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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그리스대사는 1981.3.6.~8. 겸임국 사이프러스를 방문, 외상, 상공상 등과 사이프러스의 남북한
무역대표부 설치 허가 저지를 교섭하고, 3.8. 대북한 수교 저지를 위해 대사이프러스 관계 개선 방안을
건의함.
 통상 관계 실무자 방한 초청
 포도주 등 관심품목 수입
 대한무역진흥공사 고문 임명 및 무역사절단 사이프러스 방문 등
1273

무역공사 고문 임명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함.
3. 주그리스대사 건의에 따라 1981.7.23.~8.1. 사이프러스 외상의 동생인 Athos Rolandis가 방한함.
 대한무역공사, 상공부, 삼성전자, 외무부, 대한상의 등 방문
 사이프러스 상품 수출 문제, 전자업체와의 협력관계 수립 문제, 사이프러스 상공부 통상국장의 대한무역진흥공사
고문 지명 문제 등 협의

4. Alecos Koupparis 사이프러스 상공부 통상국장이 1981.8.31.~9.4. 방한함.
 외무부 통상국장 및 구주국장,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국제관광공사 사장, 대한항공
사장 등 면담
 KOEX, 국립박물관, 제3 땅굴, 판문점 시찰
 주요 협의내용

- 외무부 방문 시 양국 간 통상증대 방안, 포도주 외 관심품목 수출, 합작건설회사 설립을 통한 중동 및
나이지리아 공동 진출 문제 협의
- 현대종합상사 직원 면담 시 나이지리아 진출 위한 합작건설회사 설립 방안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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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1.6.10. 주그리스대사 건의에 따라, 통상 관계 인사 방한 초청, 포도주 구매, 명예 대한

한·체코슬로바키아 통상,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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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4.4.18. 섬유기계 수입 및 대응수출 계획 확정을 위해 무역진흥공사 이사 및
업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사절단을 1984.5월 체코슬로바키아에 파견하는 계획에 대한 의견을
외무부에 문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4.27. 체코슬로바키아산 섬유기계의 제3국 상사 경유 수입은 대동구권 직교역 노력에
반하는 것이나, 한국 상품의 대응수출이 보장되는 조건이라면 이의가 없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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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4.5.28. 국내 섬유기계 전시회에 참가하는 Strojimport사의 필리핀 주재원(마닐라 주재
체코 대사관 근무) Jiri Urban의 입국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무역진흥공사에 통보함.
 동인은 6.4.~7. 방한하여, 무역진흥공사, 섬유산업연구소 및 국내 섬유업체들을 방문, 체코산 섬유기계 수입
및 대응수출 문제, 기 공급기계 애프터서비스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3. 상공부는 1984.10.25.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제3국 중개상을 통해 체코산 섬유기계 수입을 직접거래로
전환하기 위해 체코 Strojimport사 및 상공회의소에 직교역을 제안하는 데 대한 의견을 외무부에 문의함.
 이에 대해, 10.29.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통보함.

4.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한국 업체들은 1985.4월 체코 Brno 국제박람회에 참가함.
 1985.4.17.~23. 개최
 대한무역진흥공사, 럭키금성, 코오롱상사, 세신실업, 고려무역 등이 대행업체인 독일 Kowa사와 공동명의
(KOWA-KOTRA)로 참가
 주요 활동

- 가구류 생산 및 수출업체들과의 상담
- 체코 대외무역회사 인사들과의 만찬

5.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5.9.27. 체코산 섬유기계 도입과 연계한 한국산 섬유제품 대응수출과 관련하여
체코 정부가 한국 상품 전용 판매장 개설을 허가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 11.19. 프라하 내 1개소 개설을 중개상인 KOWA에게 허가
- 스웨터, 진바지, 양말, 셔츠 등 49만 달러어치 상품 전시

일본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대책, 1984-85.
전3권. V.1 1984.10-1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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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12월 제6차 시장개방 조치에 대한 대책
 한국 정부는 1984.12.14. 일본 정부의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개방 계획
발표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친 주일대사관의 일본 외무성 접촉 교섭을 통해 한국 측의 관심사항을 전달함.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2.6. 아베 일본 외상에게 한국 측이 11월에 이미 전달한 아래 우선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금진호 상공부장관과 박종문 농수산부장관도 공산품 및 농수산
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일본 관계 장관에게 각각 전달함.

 12.14. 발표된 일본의 제6차 시장개방 조치는 87개 농수산품, 1,132개 공산품에 대한 동경라운드 합의의 조기
이행(조기 관세인하), 개도국 특혜한도의 8% 확대로 이루어졌으나, 한국 측 관심품목은 반영되지 않음.
 외무부 동북아1과장은 12.20.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실망하였다는 입장을
전달함.

2. 1985.4월 제7차 시장개방 조치에 대한 대책
 외무부 동북아1과장은 1985.3.7.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일본의 7차 시장개방조치에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개방, 특히, 철강, 신발류의 관세인하를 요청하였으며, 비관세 장벽 완화의 일환으로 생사 및 견연사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견직물에 대한 자율규제 철폐를 요구함.
 국내 관련부처들은 일본의 7차 시장개방조치와 관련한 관심품목을 외무부에 전달함.

- 송이버섯, 표고버섯, 깐 밤, 떡갈잎, 송이 통조림, 밤 통조림, 합판(산림청)
- 생사, 견사, 견방사, 견연사(농수산부)
 주일대사관 공사는 3.28. 일본 농수산성 경제국장에게 밤, 미역, 피조개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인하 및 GSP
공여를 요청함.
 주한 일본대사관은 3.29. 외무부에 대해 4.1. 6차 개방조치에 대한 관세인하가 실시될 것이라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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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섬유, 스웨터, 바지, 여성 속옷, 깐 밤, 미역, 피조개, 패주, 고등어, 참치, 방어 등 관세 인하
- 피혁제품, 속옷, 돌제품, 열연강, 냉동어류, 버섯, 합판 등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특혜 확대

일본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대책, 1984-85.
전3권. V.2 19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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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4월 제7차 시장개방 조치 발표
 일본 정부는 1985.4.9. 다음과 같은 제7차 시장개방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주로 미국의 개방요구에 대한 조치에
치중하여 한국 등 개도국과 미국 외 선진국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함.

- 전기통신, 전자제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산물 등 미국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 1985년 7월 중 시장개방을 위한 정부의 3개년 행동계획 작성 발표
- 미국 외 선진국, 개도국에 대한 관세인하 계획은 1985년 상반기 중 결정
1276

2. 한국 정부의 대응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주일대사의 일 외무성 사무차관 면담(1985.4.16.), 외교정책협의회 개최(4.15.) 등의
외교경로, 기자 브리핑(4.15.)을 통해 실망을 표시하고 상반기 중 개도국에 대한 관세인하 발표, 7월 시장개방
행동계획 발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1985.4.19.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에게 한국의 관심품목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소수의 우선 관심품목을 지정해 줄 것을 희망함.
 상공부장관은 4.24. 주한 일본대사에게 6~7월로 예정된 시장개방 조치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함.
 일본 통산성 북아시아과장은 5.2. 주일대사관 상무관에게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일본 섬유업계의 MFA
(다자간섬유협정) 발동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확대도 업계의 졸업 개념 적용
요구를 촉발할 것이므로, 7월 시장개방 조치에 섬유류가 포함되기 어렵다고 언급함.

일본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대책, 1984-85.
전3권. V.3 19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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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6월 추가 관세인하 조치 발표
 일본 언론은 1985.6.12. 일본 정부가 국별 중점 품목을 선정하여 5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한국 관심품목
12개)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일본 외무성은 이를 부인함.
 외무부는 6.13. 주일대사관에 6월 관세인하 및 7월 행동계획 발표에 한국의 관심품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의회 등 각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함.
 일본 정부는 6.25. 1,730개 품목에 대해 20% 일괄 관세인하, 각국의 중점 요청 품목 중 77개 품목에 대해
20% 이상 인하 또는 관세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개방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과 관련한

- 총 59개 요청 품목 중 농림수산품 7개(피조개, 깐 밤 등), 공산품 17개(합성섬유 직물, 남자용 셔츠 등)
등 24개 반영(22개 품목 20% 인하, 2개 품목 관세 철폐)
- 23개 우선요청 품목 중 11개 품목 반영
 일본의 추가 관세인하 조치에 대해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일본 정부가 최우선 요청 품목의 48%, 전체 요청 품목의 41%를 반영하였고,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섬유류와 피조개 및 깐 밤을 반영한 점은 긍정적
- 관세 인하 폭은 20%로서 요청 폭 50%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향후 외교 경로를 통해 7월 행동계획 발표 시 특혜관세 확대, 비관세 장벽 완화 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관심 품목에 대한 추가 인하를 위한 교섭을 강화

2. 1985.7월 행동계획 발표
 주일대사관은 1985.7.24.~26. 일본 외무성 등 관계 부처에 전기전자제품 표준·인증제도, 비관세 장벽에
관한 한국 측 관심사항을 전달함.
 7.30. 일본 정부는 3개년 시장개방 행동계획을 발표함.

- 관세인하 계획은 6.25. 발표 내용과 동일
- 표준·인증 분야에서 외국 검사 결과의 수용, 자기인증 제도 추진, 투명성 확보 등 88개 항목에 걸쳐
개선 조치
- 정부조달 분야에서 계약절차 개선, 대상기관의 확대 등 국제 수준을 상회하는 개방 조치
- 금융자본시장 분야에서 예금 금리 자유화 등 조치 가속화
- 서비스, 수입촉진, 투자교류, 수입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 조치(법률시장 개방, 위조상품 단속,
근거리 정기편 용 항공기 수입 요건 완화, 수입쿼터 개선 등)
 이에 대해, 외무부는 기 발표된 관세인하 부문 외에 비관세 장벽, 수입규제 완화, 정부조달 등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외교 경로를 통한 추가 시장개방 및 대한 기술이전 등 무역역조 조치를 요구하기로 함.
 일본 정부는 9.25. 피혁 및 가죽신발류에 대한 할당관세 인상을 결정하고, 관계국들에게 GATT 28조에 따른
양허 재협상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11월 실질 이해당사국으로서의 재협상 참여 여부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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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내용에 대해 설명함.

한·리비아 통상,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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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리비아대사는 1984.12.22. 리비아 정부의 구상무역에 관한 입장을 보고함.
 유류 수출 증대, 기술 협력 증진, 기자재의 안정적 확보 등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으로 구상무역
선호
 한국은 아직 구상무역 제의를 받은 적이 없으나 리비아 정부는 한국의 건설 수주고가 상당함을 지적하고
상응 조치로서 원유 수입 및 기술 원조를 요구
 정부 각 부처 산하 국영 무역회사를 중심으로 동구권 및 비산유 이슬람 국가들과 구상무역 실시
1278

2. 주리비아대사관은 1985.8.2. 주재 상사들과 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 부진 타개책을 논의함.
 리비아의 외환 보유고 급감으로 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한국 건설업체들이 국산 자재 사용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
 신용장 개설이 용이한 가정용 소규모 원부자재 수주를 위해 노력
 원유, 석유제품, 양모 등과 한국 상품과의 구상무역 가능성 검토

3. 1985.7.30. 한·리비아 경제무역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한국산 담배류 수입을 요청함.
 리비아 측은 양국 간 무역 진흥 및 확대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합의의사록에 포함하고, 담배를 포함한 양국의
관심품목을 합의의사록에 첨부할 것을 희망

태국산 타피오카 펠릿 관세율 인하문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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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4.12.6. 태국 정부가 요청해 온 타피오카 펠릿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한 입장을 주태국
대사에게 통보함.
 태국 정부가 요청한 대로 기본관세율을 20%에서 7%로 인하하는 것은 89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우선 85년
잠정관세율을 7%로 인하
 이는 외무부장관의 태국 방문 계획에 따른 특별 배려임을 태국 정부에 통보

2. 주태국대사는 1984.12.7. 태국 외무성 부장관에게 정부의 결정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태국 측은 이를

3.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4.12.18. Siddhi 태국 외상과의 회담 시에 타피오카 펠릿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을 통보함.
4. 주한 태국대사 및 태국 외무성 부장관은 1985.3월 타피오카 펠릿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4월 외무성 부장관 방한 시에 관세 인하 일자를 공식 통보해 줄 것을 희망함.
5. 태국 상무성은 1985.4월 한국이 타피오카 펠릿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 인하
효과가 상실되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이에 대해, 재무부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원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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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회담 결과로 공표할 것을 제의함.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
V.1 3-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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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보호주의 강화 동향 및 한국 상품 수입규제 확대와 관련한 1985.3~9월간 양국 간 협의
및 한국 정부의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주요 교섭활동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은 1984.4.3. USTR 아·태 담당 대표보와의 면담에서 미 의회의 일본에 대한
무역제재 동향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미측은 한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앞으로
1280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운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1985.4월 최호중 상공부차관의 미 상무성 부차관 면담 시, 미측은 한국의 시장개방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를 요청함.
 사공일 경제수석은 1985.8월 미국 재무장관, 국무장관 대리, USTR 대표 등을 면담하고, 시장개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 미 행정부와 공화당을 돕기 위한 배려 등을 설명하였으며, 미측은 의회 내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동향을 완화하기 위해 쇠고기 등 수입제한의 완화, 보험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 외국은행
균등 대우 등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2. 현황 보고 및 대책
 한·미 간 무역 마찰과 대책(1985.8.5. 외무부 경제국)

- 재정 적자 확대, 미국 주요산업의 비교우위 하락,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적자 심화, 국내 정치의 경제문제
중시 분위기 등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원인
- 미 의회 내 대외통상 정책 권한 확대 노력, 일본 및 선발개도국 견제 움직임, 중간선거를 앞둔 보호주의
경향 강화
- 미 행정부 내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수입규제 불가피 인식 고조
-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쟁 상대 인식, 미국 내 전반적 보호주의 및 상호주의 강화 추세, 의회의 입법에
의한 규제 동향이 양국간 무역마찰 강화의 원인
- 1983.11월 레이건 대통령 방한 이래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 강화, 향후 ‘84 통상법에 의한 상호주의적
규제, GSP 축소, 74 통상법 301조에 의한 불공정 무역 제재 등 힘에 의한 압력 행사 예상
- 상징적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 수용(초콜렛 등), 대미 교섭 체계 정비(외무부 일원화), 민간 로비에 대한
대사관 조정, 홍보 강화 등 조치 필요
 레이건 대통령의 신 통상정책 발표(1985.9.23.)

- 자유 공정 무역 추구
- 개방 무역체제 수호
-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 완화, 보조금 및 불공정 조치 철폐, 다자 자유무역협상 참여 촉구
-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
- 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확보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
V.2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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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보호주의 강화 동향 및 한국 상품 수입규제 확대와 관련한 1985.10~12월 양국 간 협의
및 한국 정부의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미국의 대한 301조 발동 관련 주요 교섭활동
 정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공정 거래 제재를 위한 301조 발동을 막기 위해, 1985.10.7.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개방화 시책을 발표하기로 결정함.

 주미대사관 공사는 10.15. USTR 및 국무부에 한국 정부의 개방시책을 설명하였으나, 미측은 컴퓨터 수입자유화,
서비스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등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301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함.
 미국은 10.16.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으며, 주미대사관 공사는 10.17. USTR에 한국의
자유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301조를 발동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함.
 전두환 대통령은 10.28. 미국에 대한 신축적 대응, 미국의 강경조치 배경 이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개방
조치 시행, 미국에 대한 추가 조치 억제 요청 등을 지시함.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0.29. 주한 미국대사에게 미국의 강화된 무역조치에 우려를 표시하고 추가적 조치
자제를 요청함.

- 한국산 앨범에 대한 덤핑 재심 신청 수용, 섬유 수입규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2. 대책 보고서
 대미 통상대책(1985.10.23. 외무부 경제국)

- 섬유수입규제, 수입과징금 법안 등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 보험, 지적재산권, 영화 등에 대한 행정부의
301조 조사, 포도주, 쇠고기 수입 관련 행정부의 양자요청 등 압력 고조
- 1단계 대책: 미 행정부와의 공식 협상
- 2단계 대책: 수입규제 또는 301조 추가 발동 시 GATT 등 활용 및 대미 수입축소 경고
- 3단계 대책: 301조 보복 조치 발동 시 GATT 제소, 대미 주요 수입품 수입선 전환
 주미대사관의 대의회 활동 및 경제외교 인력강화 방안(1985.12월, 외무부)

- 대사, 공사, 직원별 대의회 접촉대상 분담
- 경제참사관 증원, 의회담당 실무자 증원 등 대의회 및 경제업무 실무인력 강화
- 교포 포함 전문가 3명 고용
- KEI와 대사관 협조 강화
- 위원회 구성 등 대미 로비스트 체계적 활용
- 무역협회 지부의 로비 기능 강화 등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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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수입 자유화 10.14.~19. 발표
- 외국인 투자 개방 계획 10.12. 발표
- 저작물 무단 복제 및 번역 규제 법안 국회 상정 추진, 물질특허 보호 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
- 보험 및 영화에 대한 301조 조사 방지 위한 조치

한·베트남 교역 추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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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5.1.26. 계신상사 대표이사의 수출상담을 위한 베트남 방문에 대해 동의하고 ASEAN
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보안에 유의할 것을 당부함.
2. 외무부는 1985.1.22. 삼성물산 전무 등의 비료 수출상담을 위한 베트남 방문에 동의함,
3. 주태국대사는 1985.2.12. 삼성물산 직원의 베트남 방문 결과, 삼성의 대베트남 교역을 대리하는 베트남
1282

상공회의소와 교역 증진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계신상사 등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는 ASEAN 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베트남과 제한된 교역을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에 어긋나므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 및 보안 유지하에 은밀한 추진이 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함.
 이에 대해, 안기부, 해협위 등은 대체로 동의하였고, 상공부는 과당경쟁 상태라고 볼 수 없으나, 대외노출
방지 조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4. 주태국대사는 1985.3.7. 태국 정부가 한·베트남 교역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베트남과의 교역
확대가 한·태 관계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시하였다고 보고함.
5. 외무부는 1985.3.29. 삼성물산 직원의 베트남 방문 계획에 대해 출장자 수 축소, 다른 방문단과의
시기 중첩을 피하기 위한 일정 조정, 제3국 경유 입국 등의 의견을 제시함.
6. 안기부는 1985.4.6. 한국 업체들의 베트남 방문 등 교역 관련 활동이 모두 보류 조치되었으며, 앞으로
안기부의 허가를 받을 것을 외무부에 통보함.
7. 상공부는 1985.4.25. 대베트남 교역 재개를 위해 관련 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외무부, 안기부,
해협위 등이 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망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새로운 상담은 추진하지 않고
교역을 축소해 나가기로 결정함.
 4.28. 상공부의 대업계 회의 시 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함.

8. 외무부는 1985.12.3. 럭키금성사의 대베트남 대응무역 추진은 ASEAN의 반발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되어야 하나 제3국 국적 선박을 이용하고 은밀히 추진하는 조건이라면 추진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아시아 대양주지역 국가 통상 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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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시아 및 대양주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현안에 관한 자료임.
1. 호주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관세 쿼터, 반덤핑 조치, 반덤핑 조사, 개도국 특혜관세 철폐 검토, 반덤핑 재심 요청

2. 한·뉴질랜드 통상 현안
 치즈 합작투자, 낙농실무자 회의

 경제각료회담, 무역실무회담, 자동차 수출 쿼터, 홍삼제품 관세인하, 엽연초 수출

4. 한·필리핀 통상 현안
 철강제품 무역 신용, 바나나 구상무역, 통상장관 회담

5. 한·싱가포르 통상 현안
 통상장관 회담, 무역 불균형

6. 한·말레이시아 통상 현안
 무역 불균형, 통상장관 회담, 해운협정 교섭

7. 한·태국 통상 현안
 타피오카 펠릿 관세인하, 옥수수 국제입찰, 타피오카 칩·비료 구상무역, 방콕 대중교통청 발주 국제입찰, 해
운협정

8. 기타 브루나이, 네팔, 버마(구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몰디브, 방글라데시
등과의 현안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한·대만(구 자유중국) 통상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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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공산권 통상 관계 현황 및 계획(1984.1월, 외무부 경제국)
 1983.1~11월간 교역량은 약 157만 달러로 한국 총 교역량 대비 비중은 0.3% 불과
 교역 수지 면에서 한국이 입초 상태
 1972년부터 유고,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동독, 체코, 소련 등 개최 박람회에 총 60회 참가
 직교역 추진 정책에 의거, 기존 간접교역을 계속 확대하되, 직접교역 추진 업체에 우선권 부여
 특수지교역위원회에서 대상국별 또는 품목별 업체를 지정하여 과당 경쟁 방지와 보안 유지
1284

2. 특수지교역 규정집(1984.7월, 상공부)
 특수지역 교역위원회 규정,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의 수입 요령, 특수지역 입찰 참가 승인 요령, 특수지역
전문상사 지정 요령, 출입국 절차 요령, 원산지 표시 제거 및 면제 요령, 전시회 참가업체 선정 지침, 특수지역
수출보험 인수 방안, 특수지역 연불수출 금융지원 방안 등 수록

3. 대동구 경제·통상 관계 현황(1985.6월, 외무부 동구과)
 간접교역은 1985.4월 현재 수출 12.5백만 달러, 수입 24.7백만 달러

- 섬유류, 화공품, 비금속제품, 전기기기, 인조수지 수출
- 화공품, 석탄, 기계류, 전기기기 수입
 서구 현지법인을 통한 사실상 직교역은 1983년부터 시작

- 1984년에 5개 상사가 5개국에 우산, 완구류, 신발류, 섬유류를 수출하고, 3개 상사가 6개국으로부터
원목, 건축자재, 화공품, 알루미늄 궤, 카프로락탐, 철강, 합성섬유사를 수입
 1984년 5개국 박람회 6회 참가
 미수교에 따른 불편, 거래상 위험 부담, 구상무역 요구 등의 문제점 존재
 한국의 관심사항

- 직교역 조기 실현, 박람회 직접 참가, 무역사절단 상호 교환 방문, 중견 경제인사 상호 방문, 무역업체
지사 설치 등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서울, 19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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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경위
 1985.2.18. 주호주대사의 호주 무역성 차관 면담 시 호주 측은 4월 서울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
즈음하여 양국 간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문의함.
 주호주대사는 3.4. 본부 지시에 의거, Dawkins 무역성 장관이 PECC 회의에 참석할 경우 양국 간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통보함.

2. 회담 개요

 수석대표 주요 일정

- PECC 회의 참석
- 부총리, 농수산부장관, 동자부장관, 포항제철 사장 예방
- 포항제철 및 울산 산업공단 시찰

3. 회담 결과
 한국의 냉연강판 수출 관련 문제점 검토 및 레이디얼 타이어 반덤핑 재조사 촉진 약속
 한국산 자동차 특별 쿼터 요청에 대해 호주 측 난색 표명
 호주 철광석 및 원료탄 수입 관련, 한국 측은 호주 측이 한국 상품 수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호의적 검토 의향
표시
 호주 쇠고기 수입 관련, 한국 측은 수입 수요 발생 시 호의적 고려 약속
 현안사항 조기경보 체제 도입, 세계무역에서의 상호 협력, 실무자 상호 훈련 등 합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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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4.28.~5.2. 서울 개최
 호주 측에서 Dawkins 장관 외에 Menadue 무역성 차관, 상공기술성 차관보, 무역성 차관보 등 참석

한·카나다 통상장관 회담, 제8차. 서울, 19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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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담 준비
 제8차 한·캐 통상장관 회담 관련 자료(1985.1월, 외무부 미주국)

- 진보보수당은 국내 경제회복에 최우선 순위 부여
- 양국 간 정무관계에 특별한 현안 사항 없음
- 상공부장관 예방 시 캐나다 측에 남북대화, 태평양 협력, 수상 및 외상 방한, Telesat 제작 통신위성
판매 문제, 방산물자 수출 문제 등 언급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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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자료(1985.1월, 상공부)

- 일정, 대표단 명단, 의제별 양측 입장 등 회담 개요
- 양국 간 교역 현황
- 수입규제 완화, GPT 수혜 지속, 기술교류 및 상호 투자확대, 자원협력 강화, 어업협력, 항공노선 개설,
제3국 공동진출 등 한국 측 주요 현안
- 농산물 수입확대, 캔두형 원자로 추가판매, 고속전철사업 참여, 주택건설용 목재판매 및 기술협력,
위성통신사업 참여, 알루미늄 수입확대 등 캐나다 측 주요 현안

2. 방한 결과
 외무부장관 예방(1985.2.4.)

- 주한 캐나다대사, 장관비서관, 외무성 동아시아과장 등 배석
- 캐나다 측은 뉴라운드를 통한 비관세 장벽 완화,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불확대 희망, 한국의 한반도
평화 유지 노력 지지 등 언급
 Kelleher 대외무역장관 체한 일정(1985.2.3.~6.)

- 제8차 한·캐 통상장관 회담 참석
- 대통령, 부총리, 외무부장관, 동자부장관, 전경련 회장, 포항제철 회장, 한전 사장 등 예방

한·태국 통상장관 회담, 제8차. 서울, 1985.12.9-10

| 85-119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2 / 12 / 1~179(179p)

1. 개최 경위
 태국 상무성은 1985.3.25. 주태국대사관에 대해 제8차 한·태 통상장관 회담을 4월 말 또는 5월 초에 개최하여,
양국 간 합의가 임박한 타피오카 펠릿 관세인하를 발표하여 회담 성과를 최대한 정치적으로 부각시킬 것을
제의함.
 외무부는 3.28. 태국 정부가 4.15. 태국 외무성 부장관의 방한 시기에 맞추어 타피오카 펠릿 관세인하 발표를
희망하는 등 조기인하를 요청한 데 대해, 관세인하를 4.10.경 관보 게재 예정이며, 상무장관 방한 시까지 발표를

기간 연장 및 쿼터 상한 증량 협의를 제의하였으나, 한국 측은 상공부장관의 해외 출장 일정 등을 고려하여
9월 이후 개최를 희망함.
 이후 태국 측은 상무장관의 일정 및 국내 정세 상황 등을 이유로 6차례 회의 기간을 수정 제의하였으며,
1985.11.11. 회담 일자가 최종 확정됨.

2. 회담 개요
 1985.12.9.~10. 서울 개최
 양측 대표단

- 금진호 상공부장관, 김좌수 주태국대사,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등 12명 참석
- Kosol 상무장관, 주한 태국대사, 상무성 차관보, 대외무역국장 등 13명 참석
 수석대표 주요 일정

- 부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예방
- 현대자동차 사장 면담, 대우중공업 시찰, 삼성전자 시찰 등

3. 주요 합의사항
 1988년까지 양국 교역규모 10억 달러 달성 노력
 상호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교역 확대

- 철강, 비료, 전자전기제품, 공작기계, 철도 차량 등(한국 측)
- 옥수수, 원당, 천연고무, 타피오카, 대두, 커피 등(태국 측)
 민간 부문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확대
 태국 주재 한국 상사 주재원 주재 요건 및 수출의무 조건 완화 검토
 check price system의 공정한 적용
 태국 측이 타피오카 펠릿 관세인하를 86년도 이후에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관계 기관에
전달 약속
 타피오카 연계무역에 Incentive Bonus Quota 적용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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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태국 상무성은 5.13. 통상장관 회담의 7월 개최를 희망하고 타피오카 펠릿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관세인하)

한·중국 과실 교역회담, 제1차. Taipei,
1985.9.24-26

| 85-119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82 / 13 / 1~97(97p)

1. 개최 배경
 정부는 1985.7월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에 대해 1985.2월 제18차 한·중 경제각료회담 결과에 따라, 대만의
한국산 배 및 복숭아 수입재개 문제 논의를 위한 과실류 농업관계자 회의를 9~10월 타이베이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대만 측의 입장을 사전 타진하였는데 대만 측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1288

- 배, 복숭아에 대한 금수조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해제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한국 측에 대한 과실류 이외의 열대과일, 양념류, 팥 등에 대한 수입개방 요구는 준비하고 있지 않음.

2. 회담 결과
 1985.9.24.~26. 타이베이 개최
 조규일 농수산부 특작국장(수석대표), 우종호 주대만대사관 참사관 외 농수산부, 농어촌개발공사, 농협중앙회
직원 참석
 오동권 행정원 농업위 기획처장(수석대표), 왕준용 경제부 국제무역국 1조장 외 행정원, 외교부, 대만성 직원
참석
 주요 합의사항

- 대만은 2,000톤의 한국산 배 수입, 한국은 等價의 대만산 바나나 수입
- 배 수입은 1985.10.20.~1986.2.28., 바나나 수입은 1986.3.1.~6.30. 시행
- 기타 교역창구, 품종 및 가격 결정방식 등 합의
 한국 대표단은 대만이 매년 12만 톤의 배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2천 톤의 한국산 배 수입에 동의한 점은
대만 측의 호의로 평가된다고 분석함.

| 85-1199 |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구주공동체) 가입에
따른 한·EC(구주공동체) 섬유협정 추가의정서,
1985.11.29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2 / 14 / 1~114(114p)

1. 추가의정서 체결 경위
 EC 집행위원회는 1985.9월 한국 정부에 대해 1986.1.1. 스페인 및 포르투갈이 EC에 가입함에 따라 한·EC
섬유협정에 의거한 쿼터 물량 조정 등을 위한 협의를 제의함.

- 현행 한·EC 섬유협정 추가의정서 및 부록(annex) 수정 형태로 합의
- 1985.12월 중순까지 26개의 모든 협정 대상국과 협상 종결, 12.31.까지 EC 관보 공고
- 쿼터량은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 27개에 대해 82~84년간 평균 수출 실적, 수출 실적이 없는 품목 20개는
중량 기준 7~8톤, 수량 기준 7.5천 개 제의 (이에 대해 포르투갈은 이의 제기)
- 한국 측에 유리한 한국 관세청 통계를 사용함.
- 과거 스페인 및 포르투갈에 대한 수출 실적은 양국의 심한 수입규제로 인해 실제 수출 가능 물량보다
크게 낮으므로 쿼터 설정 기준에 대한 EC 측의 배려가 필요함.

2. 추가의정서 협상
 1985.11.28.~29. 브뤼셀 개최
 협상 대표

-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등 3명 참석
- Hofmann EC 대외총국 과장 참석
 추가의정서 가서명
 쿼터 적용 기간: 1986년 1년
 쿼터량: 중량 기준 품목 698톤, 수량 기준 품목 2,622,5천 개

- 약 7,800천 달러 상당(84년 수출 실적 4,131천 달러)
- 대EC 총 쿼터량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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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수립함.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 제5차. 서울, 1985.11.5-6

| 85-1200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2 / 15 / 1~310(310p)

1. 개최 경위
 주인도대사는 1983.6월 차관급 회의인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를 양국 간 교역 증대 등에 비추어 장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상공부는 이에 동의함.
 상공부차관은 1984.3.21. 주한 인도대사의 합동무역위원회 개최 시기에 관한 질문을 받고 1984.6월말 또는
7월초를 제의하고, 회의의 격도 장관급 회의로 상향할 것을 희망함.
 인도 측은 6월 장·차관의 일정으로 인해 장관급 회의는 8월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하였으며, 이후 양측 간
1290

수차례 수석대표의 격 및 개최 시기에 대해 수정 제의가 있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인도 측은 1984.11월 1985.5월경 장관급 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함.
 1985.5월 주인도대사의 통상장관 회담 개최 시기 문의에 대해, 상공부는 상반기 개최는 어렵다고 하고 하반기
적절한 시기를 제의함.
 주인도대사는 5.27. 인도 상무성에 의하면 합동무역위원회는 차관보급에서 개최하라는 것이 상무장관의
의견이므로 합동무역위원회와 통상장관 회담을 별도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상공부는 1985.7월 양국 간에 합동무역위원회를 통상장관 회담으로 격상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MF 총회 및 세계무역장관 회의 계기에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함.
 인도 상무성은 1985.9월 모든 무역회담은 차관보급 회의로 한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입장이므로 통상장관
회담 개최는 불가능하며, 차관보급 무역위원회 회의와 별도로 10월에 양국 통상장관 간 면담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함.

2. 회의 결과
 1985.11.5.~6. 서울 개최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외 8명 참석
 Sawhney 인도 상무성 동아시아국장 외 7명 참석
 주요 협의사항

- 한국 수출 관심품목(철강, 선박, 전자, 섬유 등)에 대한 교역 확대
- 인도 수출 관심품목(철광석, 농산물, 가죽, 화강암, 염료, 전자부품 등)에 대한 교역 확대
- 한국 측은 수출대기 중 선박 20척에 대한 조속한 인수 승인 촉구
- 한국 측은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철강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 요구
-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필요성 합의
- 제3국 공동 진출
- 인도의 제7차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한국 측의 적극 참여
- 한국 측은 해운협정의 조속한 타결 희망

한·일본 무역관계 실무 협의. 동경, 1985.5.23-24.
전2권. V.1 기본문서

| 85-120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83 / 1 / 1~213(213p)

1.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가 1985.5.23.~24. 동경에서 개최됨.
 수석대표: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고토 도시오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재일 한국인 문제 실무 회의: 외무부, 법무부 관계관 참석

- 지문 날인 제도 철폐에 관한 문제
- 제3세 이하 교포 법적 지위 문제
- 교원 임용 등 취업 문호 개방 문제
 한·일본 간 무역 관계 실무 회의: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해협위

2. 회의 결과
 1984년 대통령 방일 이래 양국 경제 관계의 긴밀화에도 불구, 무역 불균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됨에 비추어,
1985.6월 또는 7월로 예정된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를 앞두고 동 조치에 한국의 요청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각별한 협조를 촉구함.
 한국 측은 개개 요청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일본 측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함.
 일본 측은 한국 측 요청을 성의 있게 검토하겠으나, 수산물, 섬유 제품은 일본 국내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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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본 무역 균형 확대(일본의 시장 개방 집중 협의)
- 교역 증진 방안(일본의 정부 조달, 수출입 촉진단 교류, 생사류 교역)

한·일본 무역관계 실무 협의. 동경, 1985.5.23-24.
전2권. V.2 자료

| 85-120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83 / 2 / 1~135(135p)

1985.5.23.~24.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본 무역 관계 실무 협의 관련, 다음 사항에 관한 회의
자료임.
1. 주요 일정
 5.23. 외무부 아주국장 간 협의(관계 부처 동석, 외무성 아주국장실), 상공부·통산성(통산성), 농수산부·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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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성(농림수산성), 재무부·대장성(대장성) 등 관계 부처별 협의
 5.24. 오전 및 오후 각 부처 개별 협의

2. 한국 측 제기 사항
 한국의 비중에 상응한 배려 요청

- 미국에 이어 제2의 수출 대상국이나, 제9의 수입국에 불과하므로 대한 수입 확대 노력 절실
 3년간 시장개방 목표로서 관세 인하 59품목,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품목 확대 63품목 및 비관세 장벽 완화
32개 사례를 2개 그룹으로 제시

3. 일본 측 제기 사항
 한국 측도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신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상호 협조 희망

한·일본 무역회담, 제18차. 동경, 1985.12.16-17.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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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차 한·일본 무역회담이 1985.12.16.~17. 동경(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됨.
 한국 측은 외무부 권병현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상공부 박운서 통상진흥국장, 농수산부 조규일
특작국장, 수산청 김시문 어정국장 등이 참석함.
 일본 측은 외무성 구니히로 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무성 후쿠다 아주국장 대리 등 관계성 및 청
관계관이 참석함.

2. 주요 협의 결과
- 수출촉진단 교환 방문, 한국 물산전 개최, 한국 상품 직매 전시회 개최, 일본 유통구조 합동 조사 등
한국의 대일본 시장 진출 사업에 대한 일본 측의 협력 용의 표명
- 관세 인하 및 철폐,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철폐,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범위 확대 등 일본 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 측의 신규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반영 용의 표명
- 일본의 긴급 수입 73억 불 구매 시 한국 포함 확인
- 일본 측은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 시정 요청
 산업기술 협력

- 기능인력 연수생 증원, 고도기술 연수, 부품개발 협력 등에 일본 측의 긍정적 검토 용의 표명
-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조기 구성에 합의

3. 한국 대표단의 회의 결과 평가
 한국 측의 각종 제안에 대해 일본 측의 수용적 태도 표명

4. 후속 조치
 외무부는 1986.3.25. 한·일본 무역회담에서 논의된 기능인력 연수,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 협력 계획을
주일대사관에 송부, 일본 측과 교섭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훈령함.
 주일대사는 6.13. 기술연수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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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불균형 문제

한·일본 무역회담, 제18차. 동경, 1985.12.16-17.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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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제18차 한·일본 무역회담 참가 준비를 위한 정부 관계 부처(외무부, 해외협력위원회,
재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산림청, 수산청 등)가 작성한 다음 사항에 관한 대책회의 자료임.
1. 기본 자료
 한국 측 기본 입장, 수석대표 발언문
 주요 협의 사항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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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본 시장개방 요청, 기타 교역증진 방안, 산업기술 협력, 대일 수출 확대 방안 연구 등

2. 교섭 방향
 양국 정상회담 및 각료회의 관련 사항 중 추진이 미비한 분야를 중점 제기
 일본 측의 최근 시장개방 조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향후 계속적인 추가 조치 필요성 강조

3. 기대 성과
 한국의 경제 현황 및 대외개방 시책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 제고
 일본의 장·단기 경제 정책 파악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조 체제 발전 도모

4. 중점 제기사항
 일본 측의 시장개방 조치의 실효성 요구(관세 인하 폭 및 품목 확대)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 요청
 기술자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 기술협력 강화

1985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5-86. 전2권.
V.1 제1차 회의. 서울, ’8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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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이 1985.11.6.~7. 서울에서 개최됨.
 동 회담은 한국과 일본 간 생사, 견인사 및 견직물 교역에 관한 정부 간 회담임.

- 1977년 이래 매년 1~4 차례 개최
- 생사 및 견인사, 견직물의 대일 수출 문제 협의
 한국 측은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외무부, 농수산부 및 상공부 관계자가, 일본 측은
우치다 도미오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무성, 농림수산성 및 통산성 관계자가 참석함.

 한국 측은 생사의 수출 자율 규제 및 견직물의 수입 자유화를 강력 요청하였으나, 일본 측은 현 제도의 계속
시행 입장을 견지
 생사는 84년도, 85년도 물량에 대해 양측 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미합의
 견직물도 의견 차이로 인해 85년도 물량 미합의
 차기 회의 조기 개최에 합의

3. 대표단의 회의 결과 평가 및 금후 대책 건의
 교역 자유화에 대해 일본 측이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
 대일 생사 수출 문제에 대한 국내적 해결책 강구 필요
 실무선 이상의 고위 정치 회담이나 접촉을 통한 타결 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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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회담 결과

1985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5-86. 전2권.
V.2 제2차 회의. 동경, ’86.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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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년도 제2차 한·일본 생사류 회담이 1986.1.21.~23. 동경에서 개최됨.
 장소: 일본 외무성
 대표단

- 한국 측: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및 외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관계관
- 일본 측: 후쿠다 히로시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및 외무성, 농수산성, 통산성 관계관
 개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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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이래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매년도 한국의 대일 생사류 수출 물량 결정
- 금번 회담은 1984~85년 대일 생사류 수출 물량, 1981~83년도분 기 합의 생사 물량 이행(일본의 수입)
교섭을 위한 것임.
- 1985.11월 제1차 회담 결렬에 따라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후 개최에 합의

2. 회담 결과
 생사류 수출 물량과 이행 시기, 기 합의분 생사 이행 문제를 타결하여 한국의 목표 물량 수출 쿼터를 확보함.

3. 대표단의 회의 결과 평가
 85년도분까지 대일 생사류 수출 물량 및 미해결 문제를 일괄 타결함으로써, 1986년도부터 정상적인 대일
생사류 교역의 기초 마련
 대일 수출 물량 감소 추세 저지

- 생사 물량은 13% 정도 감소하였으나, 중국(구 중공)의 대일 쿼터 물량 감소율(15%)보다 적게 감소
 대일 수출 확대에 기여

- 금번 타결된 대일 수출 물량은 85년도 가격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달러로 추산

4. 대표단의 전망 및 대책 건의
 일본 측은 국내 견 수요의 감소를 이유로 향후에도 한국의 대일 생사류 수출 물량의 계속적인 감량 요구 예상
 한국 생사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대일 수출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강구 (국내산 생사의
국내 수요 모색 혹은 잠사업의 점진적 축소 검토)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상, 1984-85.
전3권. V.1 1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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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업계의 철강재 수입규제 청원에 따라 철강재 수입을 국내 총 생산의 18.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수출국들과의 자율규제 협정 체결을 1984.12.18.까지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
하였으며, 한국과도 1984년 중 3차의 협상을 진행한바, 본 문건은 1, 2차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제1차 한·미 철강 자율규제 협상이 1984.10.18.~19. 워싱턴(USTR 회의실)에서 개최됨.
 수석대표: 한국 측은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미국 측은 Lighthizer USTR 부대표
 협상 배경

 미국 측 입장

-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83~84년에 급증
- 대미 한국 철강 수출의 79%가 불공정 거래 대상
- 일본의 수입규제 및 EC와의 협정으로 한국의 대일, 대EC 철강 수출이 제한되어 대미국 수출 전환 발생
- 한국이 자율규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입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많음.
 한국 측 입장

- 한국은 공정거래국이며 철강 교역 개방국으로 수입규제 대상 품목이 1~2개뿐이며, 수입 비중도 20%
- 철강에 대한 정부 보조가 전혀 없음.
-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특혜 관세도 수혜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량과 비슷한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시장 전환 문제는 한국의 책임이 아님.
- 한국 철강 수출의 증가는 미국 수요 증가의 결과
- 대미 철강 수출 급증을 막기 위해 미국 측과 정기적 협의 용의
 협상은 양측 입장 차이로 결렬되고 제2차 협상을 1984.10.25.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

- 미국 측은 물량 규제를 요청
- 한국 측은 공정거래국임을 주장하고 물량 규제에 반대(단, 수출 급증 자제 용의는 표명)

2. 제2차 한·미 철강 협상이 1984.10.25.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 입장

- 공정거래국에 대한 대우가 달라야 함.
- 규제 물량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규제(VRA) 체결에 동의하기 어려움.
 미국 측 입장

- 한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융통성을 갖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VR에 합의하는 것이 한국에 유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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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의 철강 수입규제 조치(1984.9.18. 발표)
- 미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합리화 투자 촉구 및 정부 지원
-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강구(수입 급증 방지 협정)
- 수입 비중을 소비의 18.5%가 되도록 주요 수출국과 자율규제 방식의 협정 체결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상, 1984-85.
전3권. V.2 1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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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한·미 철강 협상이 1984.12.5.~10. 워싱턴에서 개최됨.
 수석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Lighthizer USTR 부대표
 회담 내용

- 규제 수준과 관련, 미측이 제의한 1.7%(미 시장 점유율)와 한국 측의 하한선인 2.1%의 대립
- 비공식 협의 시 Brock USTR 대표는 1.8%를 시사
 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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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은 미측이 2.1%를 수락할 경우 제3차 협상에서 타결 지을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이 거부함.
- 한국 측은 수석대표 명의의 Lighthizer 대사 앞 서한을 통해 금번 회담의 결렬의 이유가 미국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85년도에 최근 수출 물량 기준으로 1년간 자율규제 실시 의도를 밝히고, 협상을 결렬
시킴.

2. 한·미 양국 정부는 제3차 협상 후, 주미대사관을 통해 타협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함.
 주미대사는 1984.12.13. Lighthizer 대사가 한국 측 수석대표 서한을 보관만 하고 미 행정부 관계 부처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의 입장이 전혀 융통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주미대사에게 동 서한을 백악관, 미 행정부 각 부처에 전달하면서 2.1% 이하 수준은 수락
불가함을 강조할 것을 지시함.
 주미대사는 12.16. 미국 행정부가 대통령에 대한 협상 결과 보고 시한을 앞두고 미 통상법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 조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신병현 부총리는 12.17. 주한 미국대사에게 301조 발동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함.
 정부는 12.18. 주미대사에게 금진호 상공부장관의 Brock USTR 대표 앞 서한을 직접 전달하고 타협안(1.9%)을
제시할 것을 지시함.

- 한국 측이 제시한 미국 철강 소비시장 점유율 1.9% 수준을 미국측이 수락함으로써 자율규제 수준이
타결됨.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상, 1984-85.
전3권. V.3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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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한·미 간 철강 자율규제 협상이 1985.1.16.~17. 서울에서 개최됨.
 양측은 1984.12.18. 합의에 관한 협정 발효 시기, 협정 기간, 규제 품목 등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

2. 제5차 한·미 철강 자율규제 협상이 1985.2.11.~16. 워싱턴에서 개최됨.
 양측은 대미 수출 자율규제 품목 및 품목별 규제수준 등 세부 시행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함.

- 품목 분류: 미측은 당초 27개 품목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6개 품목과 6개 세부 품목으로
구분키로 합의
- 별도 협의 품목: 미측이 1.9% 범위 내에 포함하여 규제할 것을 주장하였던 와이어 로프, 와이어 스트랜드,
철 구조물, 스테인리스 강판은 1.9%에서 제외키로 합의
- 자율규제 기간은 1984.10.1.부터 1989.9.30.까지 5년간 운용됨.

3. 제6차 한·미 철강 자율규제 협상이 1985.3.29.~30. 동경(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개최됨.
 수석대표: 전계묵 상공부 기초공업국장, Hathaway USTR 법무관
 협상 결과: 철못 제품 추가 규제 문제를 제외한 모든 미결 사항을 완전 타결함.

4. 양측은 외교 경로를 통한 추가 협의를 거쳐 대미 철강 수출 자율규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의 서한에 대한 미측 수석대표인 Lighthizer USTR 부대표의
회신 서한으로 약정을 체결).
 유효 기간: 1984.10.1.~1989.9.30.
 약정(Arrangement) 및 첨부 서한(Side letter)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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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1년(단, 한국 share를 3차년도에 2.1%, 5차년도에 2.4% 증량한다면 5년
기간 고려) 용의를 표명하였으나, 미측은 5년간 기간은 대통령 공표 사항으로 협상 불가 입장 고수함.
- 규제 품목: 한국 측은 finished carbon steel mill products(철 구조물, 특수강 등 제외)를 주장하였으나,
미측은 finished steel products를 주장
- 반제품: 한국 측은 10만 톤으로 증량을, 미측은 5만 톤으로 기 합의되었음을 고수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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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1985.2.6.~7. 파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4개 회원국
및 일본의 고위 관리(차관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금번 회의 목적은 군사 목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이중 용도성 컴퓨터와 통신장비의 대공산권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
 소련권에 대한 서방측 민간 고도기술의 수출품목 규제를 더욱 계획적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함.
 중국(구 중공)에 대해서는 고도기술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함. COCOM은 1949.11월 미국의 제창에
1300

의해 공산권에 대한 수출 제한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공개 협의기관임.

2. 뒤마 프랑스 외상은 1985.6.8. EC 외상회의가 COCOM과의 비공식 대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최근 미·소련 간 군축협상 재개로 인한 동·서 관계 개선이 배경

3. 미국 국무부는 1985.6.7. COCOM이 대중국 상업 목적 고도기술 수출을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아·태지역 무역회의. 동경, 1985.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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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무역회의(Asian-Pacific Trade Conference)가 1985.3.15.~17. 동경에서 개최됨.
 주최: 일본 외무성 및 영국 무역정책연구소(TPRC)
 참가국: 14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 각료, GATT 사무총장, UN 사무차장, 고위공무원 및 경제인 약 70명
(한국, 홍콩, ASEAN, 미국, 일본, EC,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GATT, UN, UNCTAD)
 의제: 무역자유화, New Round 추진 문제, 해외투자 및 기술이전 확대

-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신국제무역협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대상 의제 및
추진 방법에 대하여 약간의 이견을 노정
- 한국의 참석자들은 뉴라운드 추진 시 가급적 모든 국가가 참여하며, old issues와 new issues를 의제에
포함시키되 기존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며, 협상 기간 중에는 참여국이 무역보호 조치의 동결 및
무역자유화를 약속하여야 함을 강조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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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참석자: 금진호 상공부장관,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최종현 선경(주) 회장, 양수길 KDI 연구원
 주요 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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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Workshop, 제11차. Mexico City, 1985.4.8-13.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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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shop 개최 경위
 제네바 섬유수출 개도국 비공식 그룹은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Workshop)를 1985.4.8.~13. Mexico City에서
개최키로 결정함.
 주관: ITCB(International Textiles and Clothing Bureau)
 개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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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CB 헌장이 1985.1.12. 발효됨에 따라 동 이사회 개최에 앞서 MFA(다자간 섬유협정)의 장래에
대한 개도국 입장 정립, 대선진국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개도국 간 협력강화 방안, ITCB의 조속한 기능
정상화 방안(의장단 선출, 예산 분담비율 및 사업계획 확정, 의사규칙 등 제반 문제)을 검토하기 위해
workshop 개최

2. 외무부는 1985.1.21.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회의 잠정 의제로 다음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주제
네바대사에게 훈령함.
 MFA 장래 문제

- MFA 장래 문제에 대한 개도국 공동 입장 수립
- 대선진국 협상에 대비한 공동협상 전략 수립
 ICTB의 조기 활성화

- 사무국 구성, 예산, 사업계획 수립, 가입국 확대
 개도국 섬유산업 간 협력 방안
 서울 워크숍 개최 일정 및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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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Workshop, 제11차. Mexico City, 1985.4.8-13.
전3권. V.2 대표단 구성 및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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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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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4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섬유수출 개도국 Workshop에 대한 대표단 구성 및 훈령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대표단 구성
 수석대표: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대표: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및 외무부, 상공부, 해외협력위원회 실무 직원
1303
 기본 훈령

- 다자간 섬유협정 재연장에 반대 (재연장 시, 세계무역 체제에 대한 불신 고조 우려)
- 섬유류 교역의 GATT 복귀는 단계적으로 추진 (즉각적 복귀 시, 선진국의 규제압력 확산 우려)
- 개도국 공동보조로 대선진국 협상력 증대 도모
 세부 훈령

- 금번 회의 시 개도국 공동입장 수립은 시기상조이므로 국별 발언 취지를 예의 청취, 기록하고 기본
입장 표명 삼가
 개도국 간 공동 이해 기반 조성 노력 (1985.9월 서울회의 준비사항 설명을 통해 개도국 공동보조를 위한 한국 측
노력 부각)
 중동과의 실무 협조 관계 검토

3. 대표단의 주요 의제별 입장
 미국의 원산지 규정

- 주로 홍콩과 중국에 대하여 적용되나, 개도국 대다수의 관심사항이므로 철폐 또는 개정 입장을 개진함.
 미국의 상계관세에 의한 규제

- 한국은 보조금 협정 가입국으로 상계관세 조사 시 반사적 이익 예상되며, 피제소국의 일원도 아니나,
개도국 공동보조 측면에서 상계관세 조사 철회 입장을 지지
 MFA 3조에 의한 규제 조치

- 선진국은 동 3조에 의한 협의 요청을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대표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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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Workshop, 제11차. Mexico City, 1985.4.8-13.
전3권. V.3 결과보고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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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4.8.~12. 멕시코시티 소재 멕시코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1차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workshop)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대표단: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및 상공부, 외무부, 해외협력위 직원
 27개국 69명 대표단 참석
 합의 사항(멕시코 성명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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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기술 혁신을 통한 개도국 섬유제품과의 직접 경쟁에 우려 표명
- 새로운 상황 전개로 MFA 존재 이유 상실
- 무차별, 비교우위, 수량규제 폐지, 개도국 우대 등 기존 입장 재확인
- 섬유 교역의 GATT 복귀 재천명
- 섬유 교역에 대한 선진국의 진취적 입장 촉구
 대표단의 회의 결과 평가

- 개도국 간 이견에도 불구, 멕시코 성명 합의를 통한 개도국 공동 입장 도출 성공
- 개도국 입장 분열 우려 해소
- 개도국 입장의 현실적 접근 가능성 시사
- 한국 대표단은 대종 섬유수출국으로서 주도적 역할 담당
 회의 대표단의 건의

- MFA 협상에 향후 관계 부처 및 업계 대표를 적극 참석시켜 교섭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
- 서울 워크숍(1985.9월) 준비에 만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C(직물
위원회) 산업조정소위원회,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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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3.1.25. GATT 사무국이 섬유류 산업구조 조정에 관한 MFA 회원국의 국별
자료를 1983.5.15.까지 제출해 줄 것을 각 회원국에 요청해 왔다고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상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GATT 사무국에 제출함.
2. GATT 사무국은 1983.10.13. MFA 회원국별 산업조정 보고서(안)를 회람함(한국 관련 부분은 동
보고서(안) 102~108 페이지에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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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 소위는 MFA 회원국이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국내 정책 시행에 대하여 상세한 추가 자료를
1984.1.31.까지 및 1985.5.31.까지 각각 계속 보완, 제출토록 함.
5. 주제네바대사는 1984.10.17. 개최 예정인 GATT 섬유위원회에 본부 고위직 공무원의 참가를 건의하
였으나, 상공부 부내 사정으로 고위직 대표 파견이 어려워 대신 KOTRA 취리히 무역관장을 참석시킴.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GATT 섬유위 산업조정소위(Sub-Committee on Adjustment)는 1983.11.29. 최종보고서를 채택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섬유류
Working Party 회의,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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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4 / 7 / 1~169(169p)

1. 1984.5.15.~16. 개최된 GATT 이사회는 1984.5월초 GATT 사무국이 작성한 ‘GATT 섬유류 연구보고서’를
검토키 위해 섬유작업반(Working Party on Textiles and Clothing)을 구성키로 결정함.
2. 동 작업반은 1984.6.28.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7.11.~12., 9.17.~18., 10.3.~4., 10.23. 등 총 5회 개최
하였으며, 1985년의 경우 2.21., 3.14.~15., 4.25.~26., 6.17.~18., 7.10. 등 총 5회 개최함.
 동 작업반 회의에서는 섬유류 교역 자유화 방안(Modality 정립) 및 추진 방법을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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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대립을 노정하는 가운데, 매번 progress report를 작성, 이사회에 제출함.

- 사무국은 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언급한 의견을 정리하여 ‘Checklist of Points’를 작성, 배포하여 토의
진전에 따라 수정함.
 동 작업반에서 개도국들은 섬유류 교역 자유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GATT 복귀이나 동 수단의 하나로서
Option C(liberalization under existing frameworks)를 논의함.

- 단, 어느 특정 Option에 대한 구속감(commitment) 없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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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1-1986.7.31]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85.12.2-5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4 / 8 / 1~183(183p)

1. 1986.7.31. 종료 예정인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장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GATT 섬유위원회 회의가
1985.12.2.~5. 제네바에서 개최됨.
 외무부는 동 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홍콩,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의 입장을 사전 파악하는 등 한국이 섬유수출 개도국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키
위해 준비
 대표단 구성

 한국, 중국, 홍콩, 인도 등 개도국 29개국 대표는 12.2. 별도 회의를 개최하고 개도국 공동 입장을 정립함.

- MFA 협정 폐기 주장
- 미국의 섬유 수입규제 법안에 대한 반대

2. 섬유위원회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대립

- 선진국은 MFA 연장을 공식 주장
- 개도국은 MFA 연장에 반대 입장 표명
 선진국의 대종 수출국 규제 강화 의도 표면화

- 미국, EC는 MFA 연장 협상 시 한국 등 대종 수출국에 대한 차등 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표명
- 이러한 개도국 차등 규제 시도는 개도국 간 공동 전략 수립을 어렵게 하면서 선진국 섬유산업의 우위를
영속화하기 위한 시도

3. 대표단의 대책 건의
 개도국 공동 입장의 최대한 유지
 주종 수출국인 한국, 홍콩, 중국 등 3자 공동 협상 전략 모색
 MFA 연장에 대비한 양자 간 협의(한·미, 한·EC)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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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 교체 수석대표: 선준영 주제네바 공사
- 대표: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6명
- 옵서버: 섬유업계 대표 등 11명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
제12차. 서울, 1985.9.3-7. 전4권. V.1 사전준비

| 85-1218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4 / 9 / 1~251(251p)

1. 회의 유치 경위
 1983.6월 주제네바대사의 MFA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Workshop)의 서울 개최 건의에 대해 상공부는 예산
사정, 85년 GATT 각료회의 개최 추진 등과 관련 85년 초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정부는 1983.6.30. MFA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85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토록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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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 각료회의가 1985년 말 개최될 예정이므로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를 85년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85년 개최 의사를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회원국들에 대하여 한국이 동 회의 유치를 회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방지함.

2. 상공부는 1984.2월 MFA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 서울 유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회의 개최에
대한 외무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MFA 타결 이후 여타 섬유류 수출 개도국으로부터 수차례 한국에서 개도국 Workshop 개최 권유를 받았고,
주제네바대사가 이의 유치를 적극 건의함.
 1983.5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개도국 Workshop에서 여타 개도국으로부터 차기 Workshop의
한국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 받음에 따라, 정부는 85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함.
 한국은 Workshop의 서울 개최를 통해 섬유 수출국 중 리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며, 특수지역 국가(중국,
유고, 루마니아)와의 교역 증진 기회로 활용하고,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올림픽 개최에 대비하여, 한국의
경제 및 관광 홍보 계기로도 활용하고자 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84.4월 외무부 문의에 대해,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를 1985년 2/4분기에 개최할 것
을 희망함.
4, 정부는 1985.2월 관련 부처 회의를 갖고, 개도국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상공부 제1차관보를 위원장
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및 분야별 전담반 구성, 단계별 회의 준비 계획 등을 결정함.
5. 외무부는 1985.8월 개도국 회의 토의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주최국으로서 기존 차별대우 철폐 문제를 중점 제기
 향후 섬유교역 관련 제도는 무차별 원칙하에 수립
 미·EC 간 신사협정에 의해 개도국 제품이 유럽산에 비해 차별 받는 상황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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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 제12차. 서울, 1985.9.3-7. 전4권. V.2
준비회의, Geneva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4 / 10 / 1~162(162p)

1. 주제네바대사는 1985.6.19. 제네바에서 개최된 ITCB(International Textiles and Clothing Bureau)
회의에서, 서울 회의를 기점으로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를 ‘Workshop’ 대신 ‘Meeting’으로 호칭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참가국들이 동의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85.6~8월 선준영 주제네바공사 주재로 서울 회의와 관련한 의제 및 제반 준비사
항 관련 협의를 위해 ‘Seoul Meeting Task Force’ 회의를 수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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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서울 회의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기존 차별 대우(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구별) 철폐 문제임.

- 앞으로 섬유교역에 관한 제도는 무차별 원칙하에 수립되어야 하며, 수출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책임을 분담해야 함.
- 현재와 같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EC 간의 신사협정에 의거하여 EC 제품은 규제를 받지 않고 품질과
가격이 비등한 한국 등 여타 개도국 제품은 쿼터 규제를 받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수락할 수 없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한국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됨.
 서울 회의 종료 시 채택할 문서 종류(공동성명 또는 의장 Summary)에 관하여는 회원국 간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최국의 입장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서울 회의 시 토의 골격(tracks)으로 3가지를 구상함.

- 주요 이슈(Substantive Issues)
- 전략과 전술(Strategy and Tactics)
- 기타 사안(Other Developments)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5.8.16. 외무부에 서울 회의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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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
제12차. 서울, 1985.9.3-7. 전4권. V.3 대표단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4 / 11 / 1~142(142p)

1. 제12차 MFA(Multilateral Fiber Arrangement)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가 1985.9.3.~7. 서울에서 개최됨.
 23개국 대표단 참석
 UNCTAD, GATT, ITCB 등 국제기구 대표 참석

- McIntyre UNCTAD 사무총장 대리, Mathur GATT 사무차장, Raffaelli 직물감독기구(TSB) 의장 등 주요
인사 참석
 한국 대표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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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대표: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대표: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최혁 외무부 통상정책과장, 김수동 상공부 국제협력과장 외 상공부,
해협위, 외무부 과장급 및 실무 직원

2. 참석 대표 관련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각국 대표단에 대한 초청장 등 관련 사항은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처리함.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서울 회의에 2~3명의 업계 대표가 옵서버로 참석하기를
희망하여 온바, 이에 대하여 주제네바대사는 중국(구 중공)이 ICTB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만의
서울 회의 참여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중국 대표로 실무자 3명 참석
 Mathur 사무차장 및 Raffaelli 의장은 외무부차관 및 제2차관보를 면담하고, MFA 장래문제 및 섬유류 교역
자유화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85-1221 |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 제12차. 서울, 1985.9.3-7. 전4권. V.4
회의문서 및 연설문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4 / 12 / 1~250(250p)

본 문건은 제12차 MFA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1985.9.3.~7. 서울)의 공식회의 문서 및 연설문임.
1. 의제별 회의 문서(GATT 사무국 작성)
 Provisional Agenda
 Agenda Item 1: Recent Developments in Trade, Technology, and Trade Policy
 Agenda Item 2: Future Framework of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 and Clothing
 Agenda Item 3: Analysis of Possibilities of Expanding Textiles and Clothing Trade among Developing

 Agenda Item 5: The China Workshop
 Agenda Item 6: Other business

2. 기타 문서
 참석자 명단, 통계 자료, 회의 시 제출된 각국의 수정안(suggested amendment), 상공부장관 연설문, GATT
사무차장 연설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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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Agenda Item 4: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extiles and Clothing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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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1-1986.7.31]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85.7.23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4 / 13 / 1~311(311p)

1. 1986.7.31. 만료 예정인 MFA(다자간 섬유협정)의 장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GATT 섬유위원회가
1985.7.23. 제네바에서 개최됨.
 동 회의는 MFA 장래에 관한 최초의 공식 협상
 미국, EC,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 수입국 18개국과 한국, 중국(구 중공), 인도, 홍콩을 비롯한 개도국
35개국 정부 대표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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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주제네바대표부 선준영 공사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상공부 및 유관 기관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2. 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금번 회의는 MFA 제10조 5항에 의거한 MFA III 이후의 세계 섬유교역 문제에 관한 공식적 교섭 개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미국, EC를 포함한 모든 선진국이 MFA 연장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함.
 개도국은 공동 입장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한 GATT 복귀를 표명하였으나 개도국 섬유수출을 주도하는 홍콩,
중국, 아세안이 점진적인 GATT 복귀와 MFA의 개선을 동시에 지향하는 입장임이 밝혀짐.
 금번 회의에서 모든 선진국의 기본 입장이 MFA 연장이라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1985.9월 서울 개도국 회의가
개도국의 공동 입장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로 부각됨.
 9월 서울 회의 이후, 11월 GATT 총회 시 섬유위의 보고 및 12월 GATT 섬유위 개최 일정에 합의함.

3. 본 문건에는 MFA 장래 문제에 대한 외무부, 상공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 검토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세계무역장관회의. Ludwigsburg(독일)
19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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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ade Policy Research Center(런던 소재 민간 연구기관)와 독일(구 서독) 정부가 공동 주관하는 비공식
세계무역장관 회의가 1985.3.1.~3. 독일 Ludwigsburg에서 개최됨.
2. 동 회의에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EC, 브라질 등 16개국 무역 관련 장관이 참가함.
 한국에서는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과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가 정부대표로 참가함.
 김기환 단장은 동 회의 참가 기간 중 대외직명 대사로 지정됨.
 본부는 향후 New Round의 중요성 및 주제네바대표부의 역할을 감안, 대표단에 선준영 공사를 추가함.

 세계 경제 회복

- 경기 회복의 파급 필요
- 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의 활동 중심으로 부상
- 일부 국가의 외채 부담 경감을 위해 선진국 시장 개방 필요
 다자 무역체제 강화 문제

- 쌍무주의 및 복수주의(plurilateralism)의 위험성 지적
- 보호주의 동결 및 철폐를 위한 GATT work program 계속 추진 필요
 New Round 개최 문제

- 선진국은 New Round 추진 불가피성 지적
- 개도국 중 인도, 브라질은 기존 현안 해결 전 New Round 추진 반대
- ASEAN은 중립적 입장 표명
- 한국은 New Round 추진 필요성 및 한국의 개방정책 설명

4. 대표단의 회의 결과 평가
 미국 등 일부 국가는‘Ad hoc Ministerial Group’설치를 제의했으나, EC의 반대로 무산됨.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 및 New Round 적극 참여 자세는 높이 평가 받음.
 향후 새로운 무역질서 형성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지위 공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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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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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SB(직물
감독기구)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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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순번에 따라 1985년도 GATT TSB(Textiles Surveillance Body, 직물감독기구)의 교체위원국을
수임하게 되었으며,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의 건의에 따라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TSB 교체
위원으로 임명, 통보함.
 TSB는 MFA 제11조에 의거 의장과 8인의 지역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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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국 4인(상임: 미국, EC, 일본, 비상임: 기타 지역 1개국)
- 수출국 4인(한국/홍콩: 1개국, 중남미: 1개국, 아세안 및 동구: 1개국, 인도 등 서부아시아: 1개국)
- 수출국의 경우, 매년 윤번제로 위원이 됨.
 TSB는 양자 섬유협정에 대한 심의가 임무임.
 85년도에는, 한·미 간 섬유협정(가방류 수입규제 문제), 한·스웨덴 간 섬유협정 문제, 미국·터키 간 섬유협정
문제, 한·일본 간 면사 자율규제 문제 등을 심의함.

2. 한국은 1985.12.4. 개최된 GATT 섬유위원회에서 86년도 GATT TSB 정위원국으로 선출됨.
 이에 따라 외무부는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TSB 정위원으로 임명, 통보함.

ITCB(국제섬유및의류기구) 서명국 회의 및 이사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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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섬유 및 의류기구(ITCB; International Textiles and Clothing
Bureau; 속칭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의 서명국 회의 및 이사회에 관한 내용임.
1.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
 85년 중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 및 비공식 회의가 수시로 개최되어, ITCB 정식 발족에 따르는 국제기구로서의
제도적 후속조치, 예산, work programme,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한 개도국 공동 활동 등이 협의됨.
 1월 회의에서는 ITCB 헌장 20조에 의거, 1984.12.12. 중국(구 중공)의 비준으로 가입국의 총 섬유 수출액이
후속조치를 논의함.

- 한국의 제의에 따라, ITCB 서명국, 가입국, 70% 이상의 통계 근거 등을 명시한 현황 문서를 사무국에서
작성, 각 회원국에게 배포하고 언론 발표문으로 발표하기로 함.

2. 이사회
 1985.7.22.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ITCB 의사규칙, 85년 하반기 work programme, 85년 예산안(총 333,360달러) 및
분담금(한국 82,208달러) 등이 협의됨.
 12.19.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86년 work programme, 기구 사무국 확보 문제, 미국의 섬유 규제 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활동 문제 등이 협의됨.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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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 개도국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1985.1.12. ITCB가 정식 발효함에 따라 법적, 제도적

세계통상장관회의. Stockholm(스웨덴) 1985.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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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5 / 3 / 1~108(108p)

세계통상장관회의가 1985.6.6.~10.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됨.
 주최: 스웨덴 외무성
 참가국: 14개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서독 등), 8개 개도국(인도, 필리핀 등) 및 GATT 사무총장

- 한국은 금진호 상공부장관,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이 참가
 회의 성격: 비공식 회의로서 워싱턴 회의(1984.5월) 및 브라질 회의(1984.9월)의 후속회의 성격임.
 주요 의제
1316

- 국제무역 체제의 개선 방안
- GATT Work Program
- New Round 추진 문제
 대표단의 회의 결과 평가

- New Round 추진 방법에 대하여 상당한 의견 접근을 달성
- 개도국은 동경라운드 이후 GATT 내에서 한 그룹이 되어, 정치성이 강한 인도, 브라질, 유고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금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ASEAN, 홍콩, 싱가포르, 칠레 등 태평양 연안권 중 무역을
많이 하는 신흥공업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어 개도국은 사실상 두 그룹으로 갈라졌으며, 향후 개도국
내에 무역 문제에 관한 주도권 장악 문제가 예상됨.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에 대한 선진국
동향 - 카나다,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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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7월 MFA(다자간 섬유협정) 종료와 관련, 주캐나다대사관이 선진 수입국 중의 하나인 주재국
정부와 업계의 동향에 관해 1985~86년 기간 중 파악, 보고한 내용임.
 캐나다 정부는 1987년 이후의 섬유수입 정책 수립을 위하여 Textile and Clothing Board를 통하여 캐나다
업계 실정을 파악 중이며, 1985.10월까지 최종 분석 결과를 정부에 제출 예정임.
 캐나다의 퀘벡 지역에는 약 10만 명이 의류 제조 업체에 고용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대체로 미국의 섬유수입
정책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섬유산업 보호 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같이 보고하면서, 캐나다는 기존 MFA가 섬유수출 주종 국가(특히 한국 등)에 대해서만 유리하며 신규
수출 국가에는 불리한 것으로 해석, 이의 개편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함.
 섬유류 전반에 대한 수입 증가율을 연 4% 이하에서 억제하며, 특히 민감(sensitive) 품목은 연 2% 이하로
규제함.
 MFA 추진과 이에 따른 양자 협정 체결을 적극 지원함.

- 1986년 말 이후에도 기존 섬유수입 제한이 계속되어야 함.
- 신규 협상 시 기준 연도 base 물량의 삭감 요구
- ‘use it or lose it’ 규정의 적용 요구
 제한 대상에 신규로 가죽 제품을 추가

- 한국을 특별히 의식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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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캐나다대사는 1985.11월 캐나다 Textile and Clothing Board의 최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중공의 MFA(다자간섬유협정) 및 ITCB(국제
섬유 및 의류기구) 협정 가입,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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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구 중공)은 1983.10.6. 주제네바 중국대표부의 GATT 사무총장 앞 공한을 통해 MFA(다자간 섬유
협정)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면서, 가입과 관련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MFA의 제 규정 수락
 MFA 가입이 중국의 대GATT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
 현존 섬유류 수입규제 현황을 MFA 2조 1항에 의거, TBS에 통보
 섬유수출 개도국 대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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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중국의 가입에 관해 국내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1983.11.11. 주제네바대표부에
다음과 같이 훈령함.
 섬유수출 개도국 간의 협력 강화 및 대중국 관계 개선 방침 등을 고려, 미, 일 등 주요 섬유 수입국 및 홍콩
등 주요 수출국과 공동보조를 취해 중국의 가입에 원칙적으로 지지함.
 단, 대만(구 자유중국) 관계 등을 고려, 지지 발언 등 적극적 찬성 표명은 회피함.

3. GATT 섬유위원회는 1983.12.15. 중국의 MFA 가입에 동의함.
 중국은 GATT 체약국이 아니므로 가입을 위해서는 중국과 참가국 간의 합의 필요(MFA 제13조 2항)
 중국이 GATT 사무총장 앞 공한을 통해 가입 요건 수락을 천명하였으므로 섬유위원회가 중국 가입에 동의

4. 중국은 1984.1.18. MFA 수락서를 GATT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함.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에 대한 선진국
동향 - 일본 및 구주지역,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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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7월말 만료 예정인 MFA(다자간 섬유협정)의 장래 문제에 관해, 일본 및 구주 지역 선진국은
1984~86년 기간 중 대체로 다음과 같은 동향을 보임.
1. 일본
 1단계로 당분간 MFA를 단순 연장하고, 2단계로 섬유 문제가 주요 의제로 되는 New Round에서 MFA의 규제
완화를 제안한다는 입장을 취함.
 MFA는 면, 화학섬유, 모 제품에 대하여 수입 수량 제한 등을 실시하는 것을 특정국에 인정하고 있는바, 미국,
없기 때문에, 일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조정 역할을 맡을 전망임.
 일본 정부 내에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중국, 파키스탄,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 면제품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섬유업계가 MFA에 의한 수입규제의 발동을 강력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 당분간 MFA를
현행의 형태로 연장하고, New Round가 개시되는 단계에서 보호주의적인 MFA 규정을 철폐하기로 방침을 정함.

2. EC
 MFA의 존속을 적극 지지하며, MFA 이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입장임.
 세계교역 증대를 위해서는 GATT 규정의 예외적 조치인 MFA 체제가 영속될 수 없다고 보나, MFA 체제의
급격한 변경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임.

3. 독일
 GATT 체제로의 복귀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님.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내용의 MFA IV가 필요함.

4. 이탈리아
 MFA 연장을 지지하되, 이원적 수입 체제 도입을 희망함.

5. 스웨덴
 EC로부터 대부분의 섬유류를 수입하고, 개도국으로부터는 매우 적은 양만 수입함.
 개도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가격 인상을 초래, 저소득층에게 타격을 주고, EC에 대한 수입 자유화는 스웨덴 섬유
업계에게 경쟁 악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입규제보다는 스웨덴 업계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이 바람직함.

6. 영국
 영국 섬유산업의 고용 감소는 MFA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하락 추세가 불가피함.
 오히려 MFA의 철폐로 섬유류 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영국 섬유산업의 이득이 더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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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등은 아시아, 중남미 제국에 대하여 MFA에 의거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를 발동한 적이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
1985

| 85-1230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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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5 / 7 / 1~186(186p)

1. 미국 국무부는 1985.4.23.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소련 및 북한 등 공산권에 전략 상품 및 기술 자료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미 간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Control
of Strategic Commodities and Technical Data)의 체결을 제안함.
 미측은 1984.5월 제시한 바 있는 1차 양해각서(안)를 대신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2개월 내에 협의 개시
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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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초안에 비해 내용이 보다 구체적(품목의 영역 및 방지 제도)이며, COCOM 회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
출입 통제 요구
 미국은 COCOM 비회원국들의 산업, 기술수준 향상으로 대소련 High Technology의 유출 가능성이 점증함에
따라 한국 등 수개국과 유출 방지 협조체제 구축을 추진함.

2. 외무부는 1985.5.2. 부내 관련부서 및 국방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키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함.
 회의 결과, 대공산권 전략물자 유출 방지를 위해 미국과 협조 관계 유지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으나, 협조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간 MOU 형식보다는 한국 실정에 맞추어 국내법으로 통제
장치를 마련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3. 미측의 조속 협의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국내 부처 간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으로 대응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1985.12.17. 주미대사에게 MOU 체결을 위한 실무대표단의 1986.2~3월 중
방한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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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
실무자 협의회, 제3차. 서울, 1985.9.8-10.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85 / 8 / 1~324(324p)

1. 호주 정부는 1985.2.6. 및 5.10. 등 수차에 걸쳐 주한 호주대사를 통해 제3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회의(Senior Trade Officials Meeting)를 한국이 1985년 9월 초에 서울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함.
 동 회의는 호크 호주 수상의 제의에 의해 New Round와 관련한 아·태 지역 내 공동입장 정립을 목적으로
개최된바, 제1차 회의는 인도네시아 정부 주최로 1984.4월 Denpasar에서, 제2차 회의는 호주 정부 주최로
1984.11월 Sydney에서 각각 개최됨.
 동 회의에는 ASEAN 6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참가함.

 개최 목적 및 기대 효과

- New Round에 대비한 역내 국가의 공동입장 모색을 통한 협상력 강화
- ASEAN 등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
- 호주 정부와의 우호 관계 심화(호주 수상의 관심 사항)
 참가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6개국
- 각국 차관보 또는 국장을 수석대표로 3~6인 대표단
 한국 대표단

- 의장: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 수석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 대표: 박련 외무부 경제국장, 선준영 주제네바 공사, 김한곤 농수산부 농업정책국장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이에 따라, 외무부는 제3차 아·태지역 무역 고위 실무회의를 1985.9.8.~10.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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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
실무자 협의회, 제3차. 서울, 1985.9.8-10. 전3권.
V.2 의제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85 / 9 / 1~242(242p)

1985.9.8.~10.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태 무역 고위실무자 협의회의 의제별 한국 측 입장
은 다음과 같음.
1. New Round 추진 현황
 선진국은 New Round 개시에 관한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판단, 1985.9월 GATT 특별총회 개최 제의 등
1322

적극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다수 개도국은 New Round 불요론 또는 서비스 협상 반대론을 고집함.
 New Round는 보호주의 팽배 현상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New Round 개시를 환영함.
 New Round는 GATT에 기초한 현존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편 또는 강화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참
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도국의 참여를 고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역내 국가의 관심 의제
 가장 근본적 목적은 전반적인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추진이며, 다만 자유화 논의는 농업의
사회적 특수성과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적절히 감안한 가운데 추진되어야 함.
 국제 무역환경의 악화를 저지하기 위해 New Round 개시 이전에 Standstill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함.

3. 역내 이익 반영을 위한 협력 방안
 현재까지는 참가국의 관심사 및 이해관계가 이질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나, GATT의 기본 정신인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협의를 계속하면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임.
 협력 방법은 참가국 간의 consensus를 토대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4. 장래 행동 계획
 참가국의 확대 문제(특히 미국 초청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함이 좋으며, 향후 후속회의는 New Round 개최
논의의 진전을 보아 가며 가급적 New Round와 관련한 주요 행사(각료회의 등) 직전에 개최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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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
실무자 협의회, 제3차. 서울, 1985.9.8-10. 전3권.
V.3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85 / 10 / 1~216(216p)

1985.9.8.~10.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태 무역 고위실무자 협의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참석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무역담당 고위 실무자 36명
 한국(주최국)의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가 의장을 맡아 회의 주재

2. 회의 목적
 New Round에 대비한 아·태지역 국가의 공동 관심사항 확인 및 이를 토대로 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
 회의의 비공식적 성격을 유지, 각국 정부의 무역정책 책임 입안자로서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3. 회의 결과
 회의 결과로 의장 요약문(Chairman’
s Summary) 채택
 의제별 논의 결과

- 참가국은 최근의 보호주의 강화 추세 등 국제무역 악화 현상에 우려 표시
-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가 New Round에서 검토될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도국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에 공감
- New Round 개시에 앞서 standstill(신규보호 조치의 동결) 선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
- 후속회의 개최에 합의
- 향후 GATT 주재 대표 간에 비공식 협의단을 구성, 운영키로 합의

4. 평가
 선진국 중심의 New Round 추진에 대하여 역내 국가의 우려와 관심을 표시
 아·태 지역 협력체제 기반 조성에 기여
 한국의 관심 의제(보호조치 동결, 긴급수입제한, 섬유, 비관세 장벽 등)를 의장 요약문에 충분히 반영
 한국의 회의 주최에 대하여 호주 정부의 깊은 감사 표시 (동 회의는 호크 호주 수상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서울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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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표단은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선준영 주제네바 공사, 관계 부처 국·과장급 8명
참석

무역진흥 월례회의 보고, 19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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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85 / 11 / 1~113(113p)

무역진흥 월례 회의가 1985.5.29.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 보고 내용
 세계 섬유류 교역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다자간 섬유협상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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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A(다자간 섬유협정)의 성립 배경
- MFA 만료(1986.7.31.)를 앞두고 선·후진국 간 대립 양상
- 한국 섬유산업의 현황(전체 조업 생산 중 13,8%, 수출 규모에서 24.2%, 고용 면에서 22%로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큰 비중)
- 한국 섬유 산업은 평균 40% 노후화 노정 중인바, 기술혁신 추진 필요
- 그간 대선진국 섬유협상에서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홍콩 등이 개도국 입장을 대변해 왔으나, 1985.4월
멕시코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 이래 한국이 대변키로 공식 합의
- 향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개도국 간의 공동입장을 다져 가면서 국가 이익을 최대한 추구 예정

2. 대통령 언급 요지
 노고 치하
 어려운 수출 여건을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격차 해소의 기회로 활용
 국제 경쟁력 제고
 신속한 정보 전수와 교류
 수출 관련 기관의 신속한 업무 처리
 철강 업계에 대한 노고 치하
 다자간 섬유협상에 대한 능동적이고 기동성 있는 대응
 성공 사례 발표에 대한 치하
 전화위복의 노력 당부

[관민] 무역사절단 동독 방문, 1985.6.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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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5 / 12 / 1~118(118p)

1.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985.5.15. 미수교국 교역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1985.7.1.~5. 동베를린 한국상품 전시회를 계기로 6.22.~7.7. 헝가리(부다페스트) 및 동독(동베를린)에
관민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을 검토함.
 준비 과정에서 1985.6월 헝가리 측이 한국 정부 관리에 대한 비자 발급에 난색을 보이고 무역사절단이 아닌
구매사절단의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동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헝가리 파견은 실시하지 않기로 함.

2. 관민 무역사절단 구성

 유관 부처: 수출입은행 심사1부장
 13개 업체: 사장, 임원, 실무직원 등

3. 사절단 일정
 1985.6.29. 서베를린 도착, 동독 측 버스 탑승, 동베를린 호텔 도착
 6.30. 전시장 진열 및 점검
 7.1.~4. 전시장 (전시회 참가)
 7.5. 동베를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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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조성호 대한무역진흥공사 시장개척 본부장
 정부 부처: 외무부, 상공부, 재무부, 해협위, 안기부 실무자

민간 무역사절단 아시아 및 아프리카 순방,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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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5 / 13 / 1~95(95p)

1.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5.4.30.~5.25. 스리랑카(콜롬보), 인도(봄베이, 뉴델리), 방글라데시(데카),
파키스탄(카라치)에 서남아 투자교역 촉진단을 파견함.
 파견 목적

- 투자 진출 신규 유망지역으로 개척
- 합작투자 여건 타당 지역으로 예상
- 기자재 및 플랜트 수출 유망 지역 부상
1326

 주요 품목

- 자동차, 기계부품, 전기부품, 전자부품, 섬유제품, 농산물 가공품
 단원 구성

- 단장: 정건택 미래무역(주) 사장
- 단원: 임도수 보성물산 사장 등 13명
- 간사: 김태랑 대한무역진흥공사 과장

2. 한국무역협회는 1985.9.3.~26.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호주(멜버른,
시드니)에 대양주 지역 민간 무역사절단을 파견함.
 단원 구성

- 단장: 구자국 성창악기 회장
- 단원: 한재은 삼진산업 대표 등 18명
- 간사: 황채연 무역협회 국제부 참사
 주요 활동

- 상담, 샘플 전시회 개최 및 현지 시장정보 입수

3. 한국무역협회는 1985.11.1.~22. 모로코(카사블랑카), 코트디브아르(아비장), 나이지리아(라고스)에
아프리카 지역 민간 무역사절단을 파견함.
 단장: 라동호 한국환진 대표
 단원: 백남인 배남상회 대표 등 9명
 간사: 이종만 상공부 아중동과 행정주사

투자 유치단 구주 순방, 1985.5.11-24

| 85-123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85 / 14 / 1~61(61p)

정부는 개정 외자도입법의 홍보 및 외국인의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단을 1985.5.11.~24.
구주 지역에 파견함.
1. 투자유치 설명회 일정
 Berlin 설명회

- 일시: 5.13.
- 장소: Berlin 상공회의소
- 일시: 5.14.
- 장소: Frankfurt 상공회의소
 Stuttgart 설명회

- 일시: 5.15.
- 장소: Stuttgart 상공회의소
 Paris 설명회

- 일시: 5.20.
- 장소: C.N.P.F. 회의실
 Stockholm 설명회

- 일시: 5.22.
- 장소: 스웨덴 무역위원회

2. 투자유치단 단원
 이선기 무역협회 부회장(단장)
 박종석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재무부, 해협위, 상공부 과장급 및 실무직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현지 사무소 직원 독일 사무소장 김영조(독일만 참여)
 한국 훽스트, 대한상공회의소, 테크노벤처, 한국종합기계, 해신전기공업사 임·직원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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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furt 설명회

민간 투자사절단 중남미 순방, 1985.11.4-21

| 85-123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2015-85 / 15 / 1~225(225p)

1.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대중남미 지역 합작투자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투자사절단을
1985.11.4.~21. 중남미 지역에 파견함.
 파견 경위

- 1985.5월 몽헤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주관으로 투자 사절단 파견 약속
- 10월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유기정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코스타리카를 비롯하여
베네수엘라, 트리니다드토바고에 파견키로 결정
1328

 투자사절단 참가 민간 업체

- 광일식품, 형진공업, 서보전기, 조양전기, 대진정밀, 아남정밀, 중일기업, 대한문상사 등 8개 업체

2. 주요 활동
 코스타리카(85.11.6.~9.)

- 몽헤 대통령 주최 오찬
- 외상, 공업회의소 회장, 수출투자성 장관, 수출투자진흥공사 총재, 자유공업지대청장 면담
- 설명회 참석 및 개별 상담
 트리니다드토바고(85.11.9.~13.)

- 수상 예방, 외무부장관 면담, 현지 업계와의 투자 상담
 베네수엘라(85.11.13.~16.)

- 재무성, 해외투자청, 중소기업 연맹 방문, 투자 브리핑 청취
 미국 애틀랜타(85.11.18.~19.)

- 조지아 주지사 예방, 조지아 주정부 상공장관 오찬, 한인 상공회의소 주최 만찬

나이지리아 통상사절단 방한, 1985.10.22-31

| 85-123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85 / 16 / 1~123(123p)

나이지리아 통상사절단이 1985.10.22.~31. 방한함.
 사절단 구성: 나이지리아 수출협회 회장 Mrs. G. A. Ogunnusi 외 18명
 주요 일정

 의의

- 1985.8월 서울 개최 제1차 한·나이지리아 합동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한
- 한국의 획기적인 경제 성장의 배경 파악이 목적
 나이지리아 국영 TV인 NTV는 1985.11.18. 50분간에 걸쳐 동 사절단의 한국 경제 시찰 활동을 한국경제 발전
과정 및 산업 분야 발전상과 함께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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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의소 회장, 무역진흥공사 사장 면담
-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 (주)대우 방문, 대우중공업 인천공장 시찰,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포항제철, 창원기계공단 시찰
- 한국수출입은행 방문
- 올림픽경기장 시찰

금진호 상공장관 일본 방문, 1985.5.30-31

| 85-124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86 / 1 / 1~47(47p)

금진호 상공부장관이 1985.6월 스톡홀름 세계무역장관회의 참석 및 유럽 순방 직전에 5.30.~31.
일본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일본 정부가 1985.7월 발표 예정인 일본의 시장개방 행동계획 및 관세인하 조치에 한국 측 요구사항을 최대한
1330

반영해 줄 것을 요청
 85년도 엔화 차관 인하율 교섭

2. 주요 활동
 나카소네 수상 예방, 다음 요지의 전두환 대통령 친서 전달

-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한국의 대일 무역 역조
- 문제의 배경에는 양국 산업구조의 차이에 일부 원인이 있으나 한국 국민은 대일 교역수지 역조 폭의
확대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역수지의 지속은 한국 국민의 일본 국민에 대한 불신감과 실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 우려
-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위해 무역역조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하는바, 일본이 대외시장
개방시책에 한국의 관심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측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
 무라타 통산상, 고오모토 통산성 국무상 면담
 아베 외상, 사토 농림상 면담
 에자키 자민당 대외경제대책위원장 면담

금진호 상공장관 멕시코 방문계획, 1983-85

| 85-1241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6 / 2 / 1~29(29p)

1. 에르난데스 멕시코 상공장관이 1983.11.23.~26. 방한함.
 국무총리의 1982.12.20. 멕시코 방문 시 수행한 상공부차관과의 면담에서 방한 희망을 피력
 이에 대해 김동휘 상공부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12.31. 발송

2. 에르난데스 멕시코 상공장관의 방한 이후, 금진호 상공부장관의 멕시코 방문이 논의되었으나,
우선 상공부차관의 멕시코 방문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최호중 상공부차관이 1984.10월 멕시코 등
중남미를 순방함.

것을 건의함.
 에르난데스 장관의 방한에 대한 답방과 한·멕시코 간 제반 경제협력 관계 증진이 목적

4. 외무부는 1985.2.15. 상공부에 금진호 장관의 멕시코 방문에 대한 견해와 동 방문 실현 시 협의될
다음의 양측 현안 문제에 관한 상공부 측 입장을 문의함.
 한·멕시코 경제기술협력 합동위 설치
 한·멕시코 경제과학 기술협정
 구상무역 협의
 전대차관
 어업협정
 해운협정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멕시코대사는 1985.2.10. 금진호 상공부장관이 유럽 방문(85.4.17.~5.13.) 직후 멕시코를 방문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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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호 상공장관 구주 순방, 1985.5.30-6.21.
전3권. V.1 기본문서 및 국별교섭.활동사항
(네덜란드)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6 / 3 / 1~402(402p)

1. 금진호 상공부장관이 1985년 통상장관 회담 개최 계획의 일환으로 1985.5.30.~6.21. 구주 5개국을
순방함.
 노르웨이: 6.1.~4.
 덴마크: 6.4.~7.
 스웨덴: 6.7.~10.
 네덜란드: 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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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6.15.~20.

2. 대표단 구성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부장관(부인 동반)
 대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구주통상과장, 재무부 외자관리과장, 외무부 통상정책과 서기관 등 관계 부처 직원
 수행기자: 서울신문, 중앙일보 기자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참가자: 노인환 전경련 부회장 및 삼성중공업 고문, 효성그룹, 쌍용그룹, 현대중공업 및
대한선주 회장, 대우중공업 사장, 선경 부사장 등 27명

3. 네덜란드 주요 방문 일정
 한·네덜란드 통상장관 회담(6.11.)
 제9차 한·네덜란드 공동위 및 제5차 민간 경협위 개최(6.12.)
 Broek 외상 예방(6.13.), 로테르담 시장 예방 및 항만 시찰(6.13.), 필립스사 방문(6.14.)

| 85-1243 |

금진호 상공장관 구주 순방, 1985.5.30-6.21.
전3권. V.2 국별교섭 및 활동사항(노르웨이,
덴마크)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6 / 4 / 1~210(210p)

1. 노르웨이 주요 방문 일정(6.1.~4.)
 Haugstvedt 통상장관 부부 주최 만찬(정부 대표 전원 참석, 6.1.)
 유전(Statfjord) 시찰 및 유적지(Trollhaugen) 방문(6.2.)
 한·노르웨이 통상장관 회담(오슬로, 6.3.)
 제7차 한·노르웨이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금진호 장관 연설, 6.3.)
 노르웨이 경제인연합회 주최 오찬(정부 대표, 민간기업인 전원 참석, 6.3.)
 Svenn Stray 노르웨이 외상 예방(6.3.), 주노르웨이대사 주최 리셉션(6.3.)

2. 덴마크 주요 방문 일정(6.4.~7.)
 Stetter 덴마크 산업상 주최 만찬(정부 대표, 민간기업인 전원 참석, 6.4.)
 East Asiatic Co. 주최 오찬(6.5.), Carlsberg Co. 주최 오찬(6.6.)
 한·덴마크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6.6.)
 한·덴마크 통상장관 회담(6.6.)
 덴마크 경제인연합회 주최 만찬(정부 대표, 민간기업인 전원 참석, 6.6.)
 Schluter 덴마크 수상 예방(6.7.), Enggaard 덴마크 에너지상 예방(6.6.)

133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Willoch 노르웨이 수상 예방 및 Syse 노르웨이 공업상 예방(6.4.)

| 85-1244 |

금진호 상공장관 구주 순방, 1985.5.30-6.21.
전3권. V.3 국별교섭 및 활동사항(스웨덴,
이탈리아)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6 / 5 / 1~164(164p)

1. 스웨덴 주요 방문 일정(6.7.~10.)
 Peterson 스웨덴 통상장관 주최 만찬(장관 내외 및 통상진흥국장 참석, 6.7.)
 세계무역장관회의 참석

2. 이탈리아 주요 방문 일정(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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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라노 유리공업 단지 시찰, 주재 상사 및 교포 상사와의 만찬 간담회(밀라노, 6.16.)
 밀라노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밀라노 상공회의소, 6.17.)
 한·이탈리아 통상장관 회담(6.18.)
 제3차 한·이탈리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로마, 6.18.)
 Capria 이탈리아 통상장관 주최 오찬(6.18.)
 Altissimo 이탈리아 공업상 예방(6.18.)

Gol, Jean 벨기에 부수상 겸 대외무역장관 방한,
1985.4.17-20

| 85-1245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서구1과

MF번호

2015-86 / 6 / 1~170(170p)

Jean Gol 벨기에 부수상 겸 대외무역 및 법무, 제도 개혁 장관이 금진호 상공부장관의 초청으로
1985.4.17.~20. 공식 방한함.
1. 주요 체한 일정
 대통령 예방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한·벨기에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회의 참석
 전경련 회장 예방
 경희대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
 부수상 주최 만찬 및 리셉션 개최

2. 수행원
 Rijmenans 부수상 관방장 등 7명 수행

3. 외무부장관 예방 시 한국 측 주요 언급 요지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 표명 및 대북한 관계 자제 요청
 아프리카 미수교국(루안다, 부룬디)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벨기에의 측면 지원에 사의 표명
 한·벨기에 간 통상, 경협 관계의 지속적 증진 희망 및 EC의 대한국 수입 규제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등에서 측면 지원 기대
 1985년도 IMF/IBRD 총회, 86년도 아시안게임, 88년도 서울 올림픽 등 한국이 주최하는 국제 행사의 성공을
위한 관심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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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장관 예방 및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참석
 외무부장관 예방

Yin Guang-wu(윤광무) 중공 복건투자기업공사
복주 분공사 사장 방한, 1985.8.22

| 85-1246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86 / 7 / 1~50(50p)

1. 윤광무 중국(구 중공) 복건 투자기업공사 복주 분공사 사장 등 중국 실업인 3명이 한·중국 간 경제협력
방안 협의를 위해 1985.8.22. 방한함.
 주시카고총영사의 건의에 따라 외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간에 협의를 통해 방한을 허가함.
 윤광무 등 중국 실업인 3인은 당초 방한 시 1박 예정이었으나 중국 중앙정부의 사전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8.22.(목) 06:20 서울 도착, 동일 17:50 서울 출발로 일정을 변경함.
 이들의 방한에는 주시카고총영사관과 방한단과의 연결을 담당한 곽노윤 교수(재미 교포, 아이오와 대학 교수)가
1336

동행함.
 방한단은 ㈜녹십자 및 ㈜대우 관계자와 한·중국 간 교역 촉진에 관해 면담함.

2. 윤광무 사장의 방한을 허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중국은 현재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추진 중인바, 인접국으로서 기술수준, 자원부족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한국과 중국이 교역을 증진하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됨.
 한·중 간 간접교역이 증대되고 있으나,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직교역을 모색하는 것이 유익함.
 우선 복건 투자기업공사와 한국 기업 간에 복건성 개발에 필요한 합작투자 및 산업정보 교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Ahmed Bin Abdulnabi MACKI 오만 상공차관
방한, 1985.6.24-27

| 85-124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5-86 / 9 / 1~150(150p)

1. Macki 오만 상공차관이 최호중 상공부차관의 초청으로 1985.6.24.~27. 공식 방한함.
 주오만대사의 다음과 같은 건의에 따라, 최호중 상공부차관이 방한 초청함.

- Macki 차관은 1976년 비공식 방한한 바 있는 친한 인사로서 외무차관 및 주미, 주유엔 대사를 역임했으며,
오만의 유력한 상공정책 결정자로서 한국 업체의 오만 진출에 기여 가능한 인사
- 한국 측이 동인의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초청
- 동인은 1984.12월 두바이 삼성지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방한

 상공부차관 예방 및 상공부차관 주최 만찬
 코트라 사장 주최 오찬
 수출산업공단 방문
 삼성전자(수원) 방문
 대한 상의 회장 예방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대우 중공업(인천) 및 대우 자동차(부평) 방문
 대우 주최 만찬 및 선경 주최 오찬

3. 상공부차관 주최 만찬 시 주요 환담 내용
 Macki 차관은 한국 정부가 무역사절단을 오만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
 최호중 차관은 대오만 원유 수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무역수지 역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양국에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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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체한 일정

Hellstrom, Mats 스웨덴 대외무역장관 방한,
1985.4.1-4

| 85-124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6 / 10 / 1~155(155p)

1. Mats Hellstrom 스웨덴 대외무역장관이 금진호 상공부장관의 초청으로 1985.4.1.~4. 공식 방한함.
 수행원

- 공식 수행원: 스웨덴 외무성 통상국 국장 및 과장 등 4명
- 비공식 수행원: 한·스웨덴 민간 경협위원회 스웨덴 측 위원장 등 8명
 방한 경위

1338

- 1984.11월 Hillstrom 대외무역상이 한·스웨덴 통상증진 방안 및 GATT 관련 상호협력 방안 협의를 위한
방한을 희망
- 1984.6월 금진호 상공부장관의 스웨덴 방문에 대한 답방
- 1985.1월 금진호 상공부장관 명의의 초청장 전달

2. 한·스웨덴 통상장관회담 시, 스웨덴 측 언급 내용
 한국의 수입규제, 창고 이용 문제 등 한국 주재 스웨덴 상사의 각종 부품 수입상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
 스웨덴 기업의 대한국 프로젝트(경부고속전철 등) 참여 희망 피력
 트럭 및 버스의 개방 시기(Saab의 관심사) 문의
 New Round 관련 동향 설명

Amarasiri, M. Sirisena 스리랑카 통상해운장관
방한, 1985.5.19-25

| 85-124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6 / 11 / 1~54(54p)

1. Amarasiri 스리랑카 통상해운장관이 1985.5.19.~25. 방한함.
 금진호 상공부장관의 1984.12월 스리랑카 방문 시 구두 초청
 수행원: Demel 스리랑카 통상해운 차관 등 3인

2. 주요 체한 일정
 한·스리랑카 통상장관회담(5.20.)
 한·스리랑카 친선협회장 주최 만찬(5.20.)
 한·스리랑카 민간경협위원장(이경훈 대우중공업 사장) 주최 오찬
 대우자동차(부평), 대우중공업(인천), 대우조선(옥포), 대우전자(옥포 및 구미) 시찰

3. 상공장관 회담 시 양측 제기 사항
 한국 측

- 스리랑카 투자촉진 지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하여 최소 10년 면세기간 부여 요청
- 방콕협정 활성화를 위해 양허품목 확대 적극 추진 희망
 스리랑카 측

- 대한 무역역조 시정 요구
- 스리랑카 상품(천연고무, 홍차, 코코넛 오일)에 대한 수입 증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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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갑진 한진흥업 주식회사 회장 주최(중구 필동 자택)

KOSOL Krairiksh 태국 상무장관 방한,
1985.4.10-12

| 85-125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6 / 12 / 1~72(72p)

1. Krairiksh Kosol 태국 상무장관이 1985.4.10.~12. 방한함.
 동 장관은 4.10. 방콕 출발 시 기자회견에서 방한 목적이 타피오카 펠릿에 대한 관세인하 확인 및 냉동 닭고기
등 태국 농축산물의 대한 수출 증대에 있다고 언급

2. 체한 주요 일정

1340

 외무부장관 면담(4.11.)
 상공장관 회담(4.11.)

- 상공부장관과 타피오카 펠릿 수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3. Kosol 상공장관은 1985.4.12. 방콕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한 성과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한국 정부는 타피오카 펠릿에 대한 관세인하를 1985.4.15.부터 실시키로 하였으며, 85년 중 총 325천 톤의
타피오카 펠릿 수입에 합의
 한·태국 간 교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태국산 원당, 천연고무, 옥수수 등 교역확대 방안 협의
 한·태국 통상장관회담을 9월 중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

Pattie, Geoffrey 영국 상공부 공업 및 정보
기술담당 국무장관 방한, 1985.6.9-14

| 85-125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86 / 13 / 1~54(54p)

1. Geoffrey Pattie 영국 상공부 공업 및 정보기술 담당 국무장관이 영국 경제인단(실업인 10인)을 인솔하고
한국과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확대 방안 협의차 1985.6.9.~14. 방한함.
 숙소: 영국 대사관저

2. 주요 체한 일정
 외무부장관 예방 및 한·영국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과기처장관 주최 오찬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KBS 사장 예방
 한·영국 민간 경협위 위원장 주최 만찬
 충남지사 주최 만찬
 판문점 시찰, 대덕단지 방문, 삼성전자(수원) 방문, 금성정밀(구미공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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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차관, 체신부차관, 국방부차관 예방
 무역협회 회장, 서울올림픽 조직위 수석 부위원장, 한국 데이터통신 사장, 대한항공 사장, 대우그룹 회장,

미국 통상관계 주요인사 방한, 1985

| 85-125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6 / 14 / 1~103(103p)

1. Anna Chennault 미국 대통령 수출위원회(President’s Export Council) 부위원장이 1985.2.13.~17.
방한함.
 동인은 방한에 앞서, 1984.10.27. 방한한 바 있는 더윈스키 미국 국무부 자문관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을 보냄.

- 동인이 조만간 방한하여 대통령을 직접 예방하고 중국(구 중공) 등소평 주임과 조자양 수상의 메시지를
전달 예정임을 언급함.
1342

 동인은 1984.7.21.~25. 중국을 방문, 조자양 수상 등을 만나 한·중국 간 관계는 현재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중국 측의 입장을 듣고, 주미대사를 통하여 동 내용을 알린바 있음.

2. Olin Wethington 미국 상무부 국제교역담당 부차관이 한·미 양국 간 통상관계 협의를 위해 1985.3.17.~19.
방한함.
 동인은 아주지역 상무관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주재한 후, 한국을 포함한 아주 수개국을 순방함.
 방한 목적은 한·미 간 통상 관련 사항, 특히 지적 소유권 및 시장개방 문제 협의임.
 동인은 외무부차관 면담 시 미국 헬리콥터 부품의 대북한 유출에 대해 미국 상무성이 주무부처로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일부 한국 언론이 미국 정부가 관여된 것처럼 과장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관련된 범법자는
엄히 제소하고 진전 사항을 한국 측에 통보 예정임
-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

3. Anna Chennault 미국 대통령 수출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중국(구 중공) 간 경제협력 촉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985.9.7.~11. 방한함.
 동인은 방한에 앞서 9.3.~7.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체한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상공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예방, 국가안전기획부 방문, ㈜대우 방문(상담)

4. Orville Freeman 전 미국 농무장관(전 미네소타 주지사)이 인솔하는 미 중서부 경제사절단(11명)이
한·미 경제협의회 초청으로 1985.10.13.~16. 방한, 미국 중서부 지역과의 경협 강화 방안을 논의함.
 체한 주요 일정: 상공부장관, 외무부 제2차관보, 농수산부 제2차관보 예방

한·이란 구상무역, 1984-85

| 85-1253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6 / 15 / 1~39(39p)

1. 이란 상무성은 1985.1.5. 주이란 상무관에 대해 한국 경제사절단의 이란 방문(1984.12.16.~21.) 시 협의한
대로, 한국이 현 수준의 대이란 원유 도입량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동 도입 금액의 50% 이상을 이란에 대응 수출토록 허용하겠다고 언급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2. 이에 대하여, 외무부는 상공부의 입장을 토대로 1985.1.24. 다음 원칙에 따라 대이란 구상무역을
 이란 측의 구체적 제의를 보아 가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 3개사(럭키금성, 선경, 대우)가 동등히 추진함.
 각 사별 원유 도입 가격은 spot market price로 하며, 대응 구매 비율은 최저 70%로 추진함.
 대응 수출 품목은 과당 경쟁이 발생치 않도록 조정함.

3. 주이란대사는 한국의 대응 구매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이란 측과 수차례 교섭하였으나,
이란측이 50%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외무부는 동력자원부와 협의 후,
1985.3.6. 다음과 같은 입장을 주이란대사에 통보함.
 이란산 원유의 현 도입 수준이나 증량 도입에 대한 정부 간 약속은 곤란함.
 따라서, 구상무역 추진은 대응교역 상사와 정유사 간에 commercial base에 의하여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민간상사 자율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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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키로 하였음을 주이란대사에게 통보함.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 1984-85. 전2권. V.1
미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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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6 / 16 / 1~133(133p)

미주 지역 주재 공관이 보고한 1984~85년 기간 중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브라질
 과거에는 일부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 협정 및 선진 국가와의 장기차관 협정에 의거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누적된 대외채무로 인하여 대외 지불수단이 부족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하에 구상무역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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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함.
 일례로 국영 석유회사의 수출입 자회사인 Interbras사는 85년도 석유 수입 예상액 68억 불 중 약 반을 대응
무역으로 시행 예정임.
 정책적 차원에서 구상무역에 의한 교역 물량, 품목 등이 결정되면, 실무적으로 무역회사가 이를 시행하는
형태임.

2. 에콰도르
 종래에는 동구권 국가와 실시하였으나, 외환사정 악화 및 대외부채 증가로 인해 구상무역을 확대 실시함.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구상무역의 경우에는 4~5일이면 수입허가 가능(일반 거래의 경우, 20일 이상 소요)
 상공성이 구상무역 전담부서로 지정됨.

3. 콜롬비아
 과거에는 동구권 일부 국가와 선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84.2.15. 이후 구상무역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여
전반적으로 실시 중임.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외 경쟁력이 약한 콜롬비아산 상품 수출 증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 중이나,
86년경 콜롬비아산 원유가 수출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통상적인 무역 정책으로 전환될 예정임.

4. 캐나다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정신에 입각, 구상무역에 반대하나, 최근 세계무역에서 구상무역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 기업에 대해 구상무역을 이용하도록 권유함.
 캐나다 상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만 고려되며, 구상무역 제의를 받는 경우 긍정적으로 응한다는
입장이지 스스로 제3국에 구상무역 제의를 하는 입장은 아님.

5. 칠레
 현재 구상무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규나 제도도 없음.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 1984-85. 전2권. V.2
미주 이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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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6 / 17 / 1~301(301p)

미주 이외 지역 주재 공관이 보고한 1984~85년 중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오스트리아
 자유무역 정신에 입각, 구상무역 정책을 채택한 바 없음.
 타국으로부터 구상무역 제의에 대하여는 기업이 이윤 원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하며,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개입은 없음.

2. 쿠웨이트

3. 호주
 구상무역에 관한 법규는 없으나, 구상무역을 제의 받을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임.

4. 나이지리아
 수출액 중 95% 이상이 원유 수출분으로 구상무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5. 이란
 바터교역과 쌍무교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이란과 구상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루마니아, 유고, 불가리아임.

6. 대만(구 자유중국)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아직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나 제도도 없음.

7. 인도
 소련 등 동구권 국가와 제한적으로 구상무역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학계와 업계 측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구상무역 정책을 검토 중임.

8. 싱가포르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되므로 원칙적 반대 입장임.
 관련 법규나 제도도 없음.

9. 말레이시아
 정부 방침에 따라 구상무역이 적극 권장되며, 공업화 계획에 따른 제조품 수출의 해외 판로를 개척키 위한
필요성에 기인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막대한 오일 달러로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구상무역을 고려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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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 가봉에 정부파견 의사로 근무 중인 홍성수(한의사)는 1985.5월 가봉 보건성으로부터 1985년도
예산에서 2만 불 상당의 한약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배정받고, 1985.6월 한국 제약회사와
한약품 구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한국 수출 대행업체는 아프리카 국가의 신용에 비추어 D-A 방식은 곤란하며 L/C 개설에 의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1346

2. 주가봉대사의 건의에 따라, 외교부는 동 수출이 성사되도록 관계부처 및 해당 제약회사와 협의한
결과, 가봉 정부가 대금 지급 보증 및 수입계약서를 사전 제출할 경우 수출하겠다는 수출 대행업체의
양보를 얻어냄.
3. 그러나 가봉 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동 한약재 수출은 성사되지 못함.

대가나 선박 연불 수출 및 대금 상환문제,
1977-85. 전2권. V.1 19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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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rry Sawyer 가나 교통체신장관이 1979.11.30.~12.6. 방한함.
 1978.2월 현대조선과 체결한 대형 화물선 4척의 연불 수출 계약과 관련, 방한 중 현대조선과 연불 대금 체납액
관련 재협상 실시

2. Sawyer 장관은 1981.1.12.~16. 현대조선 측과 유조선 신규 발주 및 기 도입계약 화물선 연불 대금
상환 협의를 위해 재차 방한함.

 기 수출 화물선 체납액 186만 달러의 조속 지불 합의

3. 현대중공업은 1982.11.15. 가나 측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연불 대금 연체를 지속함에 따라 선박 압류
방침을 결정, 동 방침을 가나 교통체신장관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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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신영 대통령 특사의 가나 방문(1980.11.29.~12.1.) 시 Limann 가나 대통령은 한국 유조선 도입에 관심 표명
 2만5천 톤급 유조선 1척 구매 의사 표명

대가나 선박 연불 수출 및 대금 상환문제, 1977-85.
전2권. V.2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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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7 / 1 / 1~188(188p)

1. 현대중공업의 대가나 선박 연불수출(1980.6월) 관련, 가나 측이 1982년 이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동 대금 지불을 연체함에 따라, 1984.6월 현재 원금 3천만 달러 및 연체이자 700만 달러가 미지불
상태로 지속됨.
2. 주가나대사관이 가나 중앙은행에 확인한바, 가나 측은 1985.7.2. 연체액 중 일부인 약 300만 달러를
현대 측에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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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나 측은 이종찬 대통령 특사의 가나 방문(1985.9월) 시 현대로부터 연불 구입한 선박 4척의 연체
미불금을 장기 저리차관으로 전환토록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대쿠웨이트 선박류 수출 지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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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쿠웨이트대사는 주재국 KOTC(Kuwait Oil Tanker Corporation)가 1985.1.15. 석유제품 운반선 6척
및 시추선 3척을 발주하는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KOTC 측은 본건 발주에 약 5억 달러를 계상 중이며, 시추선 option을 제외하고도 3.5억 달러 상당이라고 언급
 입찰 참가를 요청받은 업체는 총 18개의 세계적인 업체(한국 3개, 일본 7개, 핀란드 포함)
 동 선박 제조를 위한 기후 조건이 핀란드와 한국이 가장 적합하고, 일본은 가격이 높을 것이므로, 금번
입찰에는 한국과 핀란드가 가장 경쟁력이 있음.

 수주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추선을 포함 일괄 응찰이 가능한 3개사를 추천
 입찰 결과 short list에 포함된 업체 중 한국 업체가 최저 응찰자인 경우, 타 2개사는 즉시 수주 활동을 중지

3. 상공부는 1985.7.13. 동 건 재입찰과 관련, 삼성, 대우, 현대의 입찰을 승인함.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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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건 관련, 상공부는 1985.2.7. 대우,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 3개사의 국제입찰을 승인함.

대몰디브 선박 수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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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디브 외상은 1984.8월 한국에 발주한 냉동선 인도 지연 관련 주스리랑카대사에게 다음 요지의
공한을 송부함.
 몰디브가 한국에 발주한 냉동선 3척이 한국 건조회사인 기림조선의 재정난으로 인해 인도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
 동 선박 건조 자금은 Kuwait Fund인바, 동 자금 집행상 하자 발생 시 몰디브 정부의 신용도 하락으로 향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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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획득에 문제점 발생 우려
 한국 선박 제조업체에 대한 신용도 저하도 우려

2. 냉동선 건조 및 인도 지연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대우(주)는 1982.10.24. 몰디브 수산공사와 냉동선 건조 계약 체결

- 선주: 몰디브 수산공사
- 품목: 850톤 냉동선 3척
- 건조 가격: 655만 달러
- 건조자: 기림조선(주)
- 인도 일자: 1983년 8월 및 11월
 인도 일자 연기

- 1차 연기: 1984년 3월
- 2차 연기: 1984년 7월
 건조 지연 사유

- 선주 측의 수차에 걸친 추가 공사 요구
- 건조 회사인 기림조선의 재정난 및 기술수준
- 대우와 기림 간의 자금 문제로 인한 이견

3. 외무부는 1984.9월 상공부 및 대우(주)에 대해 몰디브와의 관계 및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 계획 등을
고려, 냉동선의 조기 인도를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대우 측은 1985.5.2.까지 총 3척의 냉동선을 몰디브에 인도하였으나, 몰디브 측은 이 중 2척의 냉동설비
기능에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

대나이지리아 철도차량 수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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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7 / 4 / 1~94(94p)

1. Aleyideino 나이지리아 철도청장이 1984.9.1.~8. 철도청장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함.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4.5.28. 나이지리아 철도청장 면담 후, 한국 업체의 철도 차량 입찰 및 동 조립 공장
건설 참여 지원을 위해 동인의 방한 초청을 건의
 동인의 방한 관련 경비는 삼성 및 대우가 부담
 주요 체한 일정

2. 나이지리아 철도청 시행 철도 차량 입찰에 대한 한국 상사 간 과당 경쟁 조정을 위해 1984.9.25. 상공
부차관 주재로 삼성물산(주)과 대우(주) 간 협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함.
 객차 수주는 삼성이, 철차 조립공장은 대우가 추진키로 함.
 나이지리아 정부가 객차 입찰과 철차 조립공장 사업을 통합 추진한다는 입장이 확고할 경우, 삼성이 이를
검토, 추진함.

3. 삼성물산은 1985.4.10. 객차 160량(3,900만 달러)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을 신청함.
4.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5.5.28. 나이지리아 교통장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이에 대해, 교통부는 예산 사정상 초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주나이지리아대사는 다음 현안을 고려, 삼성 및 대우의 경비 부담 조건으로 방한 초청하는 방안을 교통부에
재검토 요청

- 대우의 철도차량 조립공장 합작
- 삼성물산의 철도차량 수출 계약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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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청장 주최 만찬
- 대우중공업, 대우정밀, 대우조선 시찰
- 삼성정밀 시찰
- 현대차량, 대한조선공사, 철도 공작창 시찰

대소련 철강재 수출 추진, 1983-84

| 85-1262 |

생산연도

1983~1984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5-87 / 5 / 1~28(28p)

1. 벨기에의 동구권 교역 전문상사인 Chemi Metal은 1983.4.25. 벨기에 주재 대우 지사를 통해 포항제철산
전기 강판의 소련 수출 가능성을 문의함.
 Chemi Metal은 벨기에 국적 상사로서 소련 무역기관의 구매 대행 상사이나 거래 형식은 간접교역임.

2. 수출입 당사자 간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던 중, 포항제철 측이 1983.5.3. 한국 상표 명시
조건 포항 FOB 조건 톤당 830달러를 제시함으로써 타결됨.
1352

 그러나 동 건은 KAL기 격추 사건으로 취소됨.

3. ㈜대우는 1984.10.10. 외무부 동구과에 대소련 철강재 수출 관련 다음 사항을 통보함.
 대소련 전기 강판 수출을 추진 중임.
 전기 강판은 전동기 및 전자제품의 core에 사용되며, 발주자 측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감안, 우선 100톤
내지 200톤의 시험 수출을 구상 중임.
 포항제철의 회신을 접수하는 대로 상공부 문의 후 본격 추진 계획임.

대미국 자동차 및 부품 수출 추진,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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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87 / 6 / 1~173(173p)

1. 주시카고총영사는 1984.11월 대미 수출 증진 방안의 하나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건의함.
 한국 업계에 대해 부품별 시장 조사 업무를 분담시키고, 동 조사 업계에게 조사 부품에 대한 OEM 시장 수출
상 일정한 혜택을 주는 시장조사 사업을 추진
 디트로이트 주재 한국 종합상사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부품 전시실 겸 창고의 설치
 미국의 경우, 국내법상 소수민족 기업으로부터 일정량의 부품을 구입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 교포 실업인

 GM 및 Ford 사내 자동차 기술 전문기관 또는 학교에 한국 기술진을 유학시켜 기술 습득 추진
 미국 노조의 한국산 부품 수입 반발에 대비, 미국 내 투자 부품 조립 한국 업체를 설립

2. 상공부는 1985.1.10. 외무부에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 증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국내 자동차 생산의 규모화를 통한 부품업체의 양산 체제 구축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기존 중소 부품업체의 전문 생산체제를 활용한 수출로 투자 효율 제고
 중소 부품업체와 대기업과의 보완적 협력 수출 추진
 미국과의 합작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 공동 생산 추진으로 대미 기반 조성
 가공된 단품 수출에서 조립, 기능 부품으로 단계적 확대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수출 지원 체제 강화

3. 주미대사관은 1985.6.4. 외무부에 1985년 말로 예정된 현대자동차의 미국 진출과 관련, 미 의회 의원들
을 통해 접수된 현대자동차 대리점(딜러십) 희망자 명단을 송부하고 이에 대한 호의적 고려를 건의함.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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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 이를 소수민족 회사로 등록하여 동 회사를 통해 대미 부품 수출을 추진
 선진 자동차 공업국과 기술 제휴로 부품검사 기관을 국내에 설치, 대외 수출 부품의 품질관리 철저에 기여

한국의 대이디오피아 군수품 수출, 1985

| 85-1264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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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5-87 / 8 / 1~53(53p)

1. Abdissa Dinka 에티오피아 국방성 조달국장(대령)이 수행 장교 2명과 함께 1985.9.18.~23. 방한함.
 무역진흥공사가 국제입찰 유력인사 초청 계획의 일환으로 초청함.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수출 총액의 25% 이상이 군납임(매년 8백만 달러 수준).
 방한 목적

- 1984년도말 에티오피아 국방성 실시 군수품 입찰에서 낙찰된 한국 업체의 공급물품에 대한 Inspection
- 한국산 하드웨어 분야의 군수품 수입 모색
1354

2. 주요 체한 일정
 한봉수 KOTRA 사장 주최 오찬
 대우실업 방문, 대우 수통 공장 시찰, 고려피혁 공장 시찰, 현대종합상사 방문
 외무부 아프리카 국장 주최 오찬
 국방부 조달본부 방문

대가나 군수품 수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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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87 / 9 / 1~78(78p)

1. 1984년 한국 국군의 날 행사를 참관한 바 있는 가나의 Quainoo 군사령관은 1984.10.17. 주가나대사에게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사용되었던 불꽃놀이 장비, 각종 색깔의 풍선, 대형 국기(가나) 등을 수입할 뜻을
밝히고 이들 품목의 단가를 문의함.
 동 장비는 1984.12.31. 가나 혁명 기념일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언급

2. 국방부는 1984.12.14. 상기 품목을 가나 측에 송부하였으며, Quainoo 군사령관은 이기백 합참의장에게
이에 대한 감사 서한을 전달함.

장기적으로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정기적으로 수입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주가나대사는
이러한 가나 측 구매 계획을 감안, 가나 국방부 군수감 Awuku 대령을 한국 국방부 명의로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4. Awuku 가나 국방부 군수감이 국방부 방산국장의 초청으로 1985.4.10.~13. 방한함.
 방한 목적

- 연 3~4백만 달러 규모 군장비 구매 계획 검토
- 주로 피복류에 관심 표명 (Quainoo 군사령관 방한 이후 상당수의 한국산 군장비 샘플을 가나에 송부)
- 주가나대사는 군용 지프차 등 한국산 hardware의 구매 전망도 있다고 보고
 체한 주요 일정

- 방산국장, 대우 사장 면담
- 대우정밀, 대우 의류공장, 대우자동차 공장 시찰
- 외무부 아프리카 국장 주최 만찬
 주요 성과

- 대우 측과 1차로 군복 3천 벌, 원단, 양말 등 약 12만 달러 상당의 구매 계약 체결
- 향후 배낭 4천 개, 군화 3만 족, 베레모, 원단 등 약 150만 달러 상당의 물품 구입 희망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Quainoo 군사령관은 1985.1.17. 주가나대사에게 향후 가나 군장비를 한국제로 대체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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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이란 군수품 수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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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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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5-87 / 10 / 1~133(133p)

1. Walker 주한 미국대사는 1985.6.12. 외무부장관 면담 시 한국의 대이란 방산품 수출 문제에 관해
언급함.
 구급차(ambulances) 700대의 대이란 수출과 관련, 이란에 대한 동 구급차 선적 허가 조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경이 아닌지 의문
 대우(주)가 이란에 대해 장갑차 200대의 재생을 위한 offer를 제시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문
 이란 국방부 대표단의 방한 사실에 주목
1356

2. 외무부는 동 건 관련, 국방부, 상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진위를 조사하는 한편, 대미 회보 문제에
관해 관련 부처와 협의 결과, 동 문제를 가능한 한 실무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기로 하고, 1985.7.25.
외무부 미주국 안보과장이 주한 미국대사관 담당관(1등서기관)을 초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대이란 방산품 수출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정책에는 변경이 없으며, 이라크-이란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미국 노력에 적극 호응하여 이란의 전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일을 삼가는 것이 한국의 기본 입장임.
 대이란 구급차 선적 건에 대한 조사 결과, 효성물산이 1983.11월 이란 보건부로부터 구급차 생산 주문을 받은
후, 아세아자동차에 의뢰하여 1984.3월까지 950대를 생산하였으나, 4월 대이란 수출 전면 중지 조치로 수출
이 중단됨.

- 아세아자동차는 도산 위기까지 무릅쓰면서 정부 정책에 호응, 1984.8월 250대를 자체 해제하였으나,
나머지 700대는 1985.3월 아세아자동차가 서독 민간회사의 L/C를 접수, 이란이 아닌 제3국으로 선적한
것이 확인됨.
- 민간 회사에 의한 L/C가 발급되었고 목적지가 이란이 아닌 타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음.
 대우의 장갑차 재생 오퍼 제시설은 확인 결과, 사실무근임.
 이란 국방부 대표단의 방한설도 사실무근임.

3. 국내 언론은 1985.12.19. 미국이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 과도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한국 방위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함.
 동 보도는 미국의 보수적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 산하의 아시아연구센터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인용함.
 동 보고서는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에 visiting fellow 와 있던 한국 국방부 소속 황동준 대령이 귀국
전 작성한‘South Korea’
s Defense Industry: An Asset for the U.S.’제하 backgrounder임.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대책,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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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7 / 11 / 1~164(164p)

1. 정부는 1984.11.22. 부총리 주재로 지적소유권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함.
 부총리(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문화공보부장관,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특허청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참석
 회의 결과

2. 정부는 1985.3.4. 해외협력위원회 부단장 주재로 물질특허 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
 해협위 부단장, 경기원 정책조정국장, 외무부 경제국장,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농수산부 농산국장,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보사부 약무식품국장, 특허청 기획관리관, 해협위 투자협력관 등 참석
 회의 결과

- 적극적인 연구 개발의 촉진을 통한 정밀화학 공업의 진흥과 원만한 대외 경제협력 및 대외적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물질특허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 시기에 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대립된 의견을 조정하여 consensus를
이룬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기술 수준이 낮은 정밀화학 공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으로 물질특허의 도입 시기를 규범
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수용 태세를 유도, 구비시키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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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업 및 문화의 장기적인 발전과 대외협력 관계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적 소유권을 적극적
으로 보호하는 기본 원칙 수립
- 저작권 관계 국제협약에 88년 이전에 가입하기로 하되 협약 가입 전의 외국인 저작권을 단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를 85년 중 추진
- 상표권의 심사 기준 강화, 원 권리자의 적극 보호, 단속 강화 등 필요한 행정조치와 제법특허 제도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을 84년 내 착수하여 상표권과 제법 특허권자를 완전 보호
- 88년 이전에 물질특허 제도 도입
- 소프트웨어의 보호 방향에 대하여도 국내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보호 시기는
WIPO와 국제적인 보호 동향을 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함.

아르헨티나산 우육 수입, 1984-85

| 85-126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7 / 12 / 1~58(58p)

1. 농수산부는 1983.12.28. 상공부가 아르헨티나와의 개발무역 추진을 위해 아르헨티나산 가공 우육
(boiled beef)을 수입하는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함.
 최근 농촌에서 소, 돼지 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공 우육의 수입은 그 물량 과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불만이
예상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100톤 이내에서 수입 종결하며 향후 가공 우육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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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부는 1984.2.17. 가공 우육은 향후 개발무역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대한국 수출 목적의
아르헨티나 현지 합작투자를 위한 공장 건설과 자금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3. 해외협력위는 1984.4.9. 남미진흥(주)의 대아르헨티나 식품(수프)가공 합작투자 사업에 관하여 동
사업이 대아르헨티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 승인함.
4. Dante Mario Caputo 아르헨티나 외상이 1985.4.17.~20. 방한함.
 동 외상은 국무총리 예방 및 한·아르헨티나 외무장관 회담 시 아르헨티나산 우육의 대한국 수출에 관심을
표함.

호주 및 뉴질란드산 쇠고기 수입문제, 1984-85

| 85-1269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7 / 13 / 1~48(48p)

1. 주호주대사는 1984.7.11. 외무부에 한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 감소 전망과 관련, 금후 호주산 쇠고기
수입 증대를 호주의 한국산 공산품 수입과 연계시킬 것을 건의함.
 쇠고기는 장기 수급 계획이 필요 없고 수입선이 다양하여 호주 이외의 여타국으로부터 경쟁적인 가격으로
수입 가능
 호주는 한국과의 심한 무역 역조(3:1)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타이어, 섬유, 철강 제품, 완구 등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 중

 기본 입장

- 쇠고기는 수입 여건이 좋은 호주로부터 수입량을 대폭 축소하기는 곤란함.
- 육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하여 정육 구매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정육 생산국인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응찰 기회를 확대해 나감.
- 현행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변경하기는 곤란함.
 연계 방안

- 호주에 대하여 쇠고기 수입과 공산품 수출을 구체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상기 기본 입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공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상공부에서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수립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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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대해 농수산부는 1984.10.16. 다음과 같은 입장을 외무부에 통보함.

브라질산 철광석 수입, 1980-85

| 85-1270 |

생산연도

1980~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7 / 14 / 1~68(68p)

1. 주브라질대사는 1980.8.8. 브라질 정부가 동북부 Carajas 지방의 철광석, 망간, 보크사이트, 니켈, 동
등 지하자원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미 독일(구 서독), 일본 등은 투자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장기구매 계약을 서두르고 있으므로 한국도 포항제철에서 철광석 장기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함.
2. 박태준 포항제철(주) 회장(국회 재무위원장)은 1981.8.9.~14. 브라질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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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목적

- 85년 생산 개시 예정인 Carajas 철광석 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 서명식 참석
- 브라질 정부 훈장 수여식 참석
 주요 일정

- 외상 면담 및 훈장 수훈
- 대통령 예방
- 카라자스 철광석 구매 기본협정 서명
 브라질 대통령은 철광석 구매가 양국 간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함을 언급
 브라질 외상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한국 입장 지지 예정임을 확인

3. 포항제철 철광석 수입선인 CVRD사 Batista 사장이 1984.7.13.~14. 방한함.
 동인은 청와대 강경식 비서실장을 예방하였으며, 김기환 해협위 기획단장 면담 시 펄프, 농장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합작 투자에 관심을 표명함.

중공산 석탄 수입, 1985

| 85-127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87 / 15 / 1~156(156p)

1. 주홍콩총영사는 중국(구 중공)이 1985.7.23. 석탄 수출의 무질서한 거래를 지양하기 위해 대외 창구를
중국 매탄(석탄) 진출구 총공사로 일원화하였다고 보고함.
 중국 매탄 진출구 총공사는 중국의 석탄 수출 업무를 전적으로 단독 총괄 책임짐.
 석탄 수출은 동 매탄 총공사가 날인한 석탄 수출 허가증을 신청, 획득해야 하며 동 허가증 없이는 세관 통관이
불가함.

2. 중국 매탄 진출구 총공사 부총경리는 1985.7.29. 주홍콩총영사관을 접촉. 중국이 최근 개발에 착수한
 한국의 유연탄 수요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84년에는 1,210만 톤을 수입한바, 이 중 중국산이 4.4만 톤임.

3. 대우, 쌍용, 효성 등 3개 업체는 1985.9월 중국 유연탄 수입 허가를 정부에 요청, 허가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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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shou 탄광(산서성 북부 소재)산 유연탄을 한국이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함.

중공산 옥수수 수입, 1985

| 85-127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87 / 16 / 1~37(37p)

제8차 한·중국(구 중공) 교류 조정 실무위원회가 1985.8.8. 안기부 주재로 개최됨.
 외무부 아주국장,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농수산부 농업정책국장, 해협위 제2협력관 등 참석
 심의 안건: 중국산 옥수수 도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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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삼미, 골든벨, 코오롱, 효성, 국제 등 6개 상사는 중국산 옥수수 37만 5천 톤(약 4,697만 달러)을
중국으로부터 도입, 구매자 측(사료협회, 축협, 옥수수 가공협회)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의
옥수수 가격 인상 조치로 수입 불가 상황
- 구매자 측은 수입상사에 대해 계약 이행 보증금 몰수 등 제재 예정
 회의 결과

- 중국산 옥수수 가격 상승, 미국산 옥수수 가격 하락에 따라, 삼성, 삼미, 코오롱 등이 가격 조건이 유리한
미국산 옥수수를 도입하여 축산협회 등에 납품토록 함.
- 단, 상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상기 회사의 계약 위반에 대해 계약 이행 보증금(약 2억 원)을 몰수하고
지체보상금 부과함.
- 향후 국내 상사의 중국산 옥수수 도입은 지명 경쟁 입찰제를 통하는 방안을 강구함.
- 한국 업체 간 과당 경쟁 방지
- 홍콩 중계상사와 중국산 옥수수 도입 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금 확보

모로코산 인광석 정책 수입, 1983-85

| 85-1273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7 / 17 / 1~100(100p)

1. 모로코는 1983~85 기간 중 대한국 무역역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이 모로코산 인광석을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1983.12월 Tadlaoui 주한 모로코대사(동경 상주)의 중동국장 면담 시 인광석 수입 거론
 1984.5월 권익현 특사(민정당 사무총장) 모로코 방문 시 Lamrani 수상이 인광석 수입 요청
 1985.8월 국정자문 위원단의 모로코 방문 시 Lamrani 수상이 인광석 수입 재요청

2. 한국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동 건에 대해 다음 입장으로 대응하였으며, 1985.10월 모로코
 인광석을 전량 수입 사용하는 3대 국내 비료회사(남해화학, 영남화학, 진해화학)는 기존의 대종 수입선(미국)이
합작 투자선으로서 가동 초년기부터 장기 공급 계약 조건으로 도입하고 있는바, 유리한 공급조건 등을 감안할
때 인광석 도입선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현 비료 제조 설비는 미국산 인광석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적으로도 곤란한 실정이며, 1983.3월 요르단
국왕의 방한에 따라 84년 이후 정책 수입으로서 요르단 인광석을 연간 15만 톤씩 사용하고 있어 여타국
으로부터의 수입은 불가능함.
 다만, 장기 공급 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는 87년 이후(요르단 포함)에나 모로코산 인광석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경우, 검토 여지가 있음.

3. 모로코 인광석청(OCP) Ait Cap 판매부장이 1985.10.8.~12. 방한하였는바 국내 수입선들과의 협의 결과
는 다음과 같음.
 동양화학 및 진해화학 관계자와 대한국 인광석 수출 상담 협의
 동양화학과는 우선 85년 내 3천 톤의 인광석을 시험 수출키로 하고, 경과를 보아 추후 계속 협의토록 함.
 진해화학과는 86년도에 2만5천 톤의 인광석 수출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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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광석청 판매부장 방한에 즈음하여 이를 재확인함.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5

| 85-127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5-87 / 18 / 1~26(26p)

1. 주미대사는 1985.3.25. 미 하원 무역 소위원회 Frenzel 위원장의 Eveland 보좌관이 미네소타 주 젖소
수출업자를 대동하고 대사관을 방문, 한국과의 젖소 교역에 관한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동 수출업자는 1984.12월 한국종축개량협회와 783두의 젖소 공급 계약을 체결, 1차 공급키로 한 463두
중 126두는 1985.1.17. 선적하였으나, 한국의 젖소 수입금지 조치로 인하여 1차분 잔량 337두의 선적이 3월
초까지 지연되어 15만 달러의 손해를 가져왔으며 금융기관 및 젖소 공급자로부터 신용이 추락되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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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2차 공급분 320두의 수입 금지를 해제하고 손해액을 계약 금액에 추가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

2. 미네소타 주지사는 1985.3.27. 주미대사 앞 공한을 통해 동 건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3. 농수산부는 1985.4.20. 외무부에 동 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농수산부의 젖소 도입 중단 조치는 1984년 하반기 이후 우유 소비 증가 둔화에 의한 생산 과잉과 지속적인
소 값 하락 방지 대책상 불가피한 조치였음.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젖소 도입 건에 대해서는 그간 젖소 공급자 측에서 1985.10월 이후 육성우(당초는
임신우) 도입 조건으로 구매계약을 재체결할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국내 실정을 감안, 제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통보함.

해운항만청.아르헨티나 항만청 간의 기술협력
협정, 1982-85

| 85-1275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5-87 / 19 / 1~82(82p)

1. 한국 해운항만청과 아르헨티나 항만청 간 항만기술 협력협정이 1985.1.30. 서울에서 체결됨.
 서명자

- 정연세 해운항만청 청장, 주한 아르헨티나대사(항만청장 대리)
 주요 내용

- 항만의 운영, 화물 및 컨테이너의 취급, 안전관리 및 항만기술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걸친 정보 교환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항만업무의 기술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

 1982.2.24. 해운항만청 해운 협력단(수석대표: 정연세 해운항만청 차장)의 아르헨티나 항만청 방문 시 부산항/
부에노스아이레스 항 간 자매결연 추진 협의
 1982.4.12. 해운항만청, 자매결연 제의 서한 발송
 1982.5.12. 아르헨티나 항만청장, 자매결연 합의
 1983.9.16. 해운항만청, 아르헨티나 대표단 초청 서한 발송
 1983.12.10. 아르헨티나 정부, 민정 이양
 1984.4.13. 아르헨티나 항만청, 부산항/부에노스아이레스 항 간 항만기술 협력협정안 제시
 1984.11.30. 해운항만청, 한국 해운항만청과 아르헨티나 항만청 간 항만기술 협력협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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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 체결 연혁

한·중국 해운위원회. 제2차, Taipei, 1985.9.17-19

| 85-127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87 / 20 / 1~66(66p)

1. 제2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해운위원회가 1985.9.17.~19. 타이베이에서 개최됨.
 한국 측 수석대표: 권훈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대만 측 수석대표: Tung Chi-Fu 교통부 항정국 부국장

2. 주요 협의 의제
 공통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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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국제해운 동향과 양국의 해운 정책
 한국 측 제의 의제

- 제3국 항로상의 양국 선대의 적취 불균형 시정
- 대만 수입 원면의 한국 선사 수송 참여 확대
- 한국 해운회사의 현지 주재원에 대한 처우 개선
 대만 측 제의 의제

- 해운 통계 자료 등의 상호 교환
- 제3차 해운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회의 결과(합의의사록)
 제3국 항로상의 양국 선대 적취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만 측의 주의 환기 및 해운협정 제2조 조항 존중 보장
 대만 수입 원면의 한국 선사 수송 참여 시 실질적 방해 제거 (대만 정부의 자국 방직협회에 대한 공문 발송 약속)
 한국 주재원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 제공 확보 (주재원 증원 문제에 대한 대만 정부의 구체적 약속)
 양국 간 해운 통계 자료의 상호 교환

한·일본 해운협력, 1984-85

| 85-1277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87 / 21 / 1~121(121p)

1. 부산-오사카 간 여객선 정기항로 개설 문제
 1983.5월 해운항만청은 국제훼리(주)에게 부산-오사카 운항사업에 대한 면허 부여(내인가)
 1984.2.8. 국제훼리(주)의 일본 내에서의 동 사업 추진 활동과 관련, 시모노세키 훼리 사장 등이 아베 외상 및
운수성 해운국장에게 진정하는 한편, 시모노세키 시장이 후쿠다 전 수상, 아베 외상, 운수상 등에게 진정
 1984.3.2. 일본 운수성 해운국 외항과장은 동 항로 개설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기본 사항에
대해 양국 과장 또는 국장급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
 1984.11.21. 해운항만청은 외무부에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올림픽을 대비하고 한-일 간 여객선 정기항로

관 예방 및 국제운수 관광국장 면담을 통해 항로개설 문제 협의

- 양측은 1985.8월중에 제1차로 한국 국적선이 취항토록 합의
- 기존 선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 투입 선박의 컨테이너 적재 물량 제한은 국제훼리
(주)의 경영 적자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

2. 중고 선박 수입 문제
 1985.3.29. 주한 일본대사관은 한국 국제해운과 일본 사카다통상 간의 중고 선박 수입 매매 계약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입 불허 결정에 대해 외무부에 문의함.
 1985.4.4. 동 건에 대한 상공부 측 입장 설명은 다음과 같음.

- 현행 무역거래 제도상 수입 품목은 원칙적으로 신품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중고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공부 고시에 열거된 용도 및 품목에 한하여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추천에 의해 수입이 허용
되어 왔음.
-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업 수준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생산시설의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1985.2.21.부터 동 제도의 개선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전 중고품목에 대한 수입 추천을 중단하고 있음.
- 동 건의 경우, 해운 합리화 등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운항만청이 수입의 가부를 결정
- 해운항만청은 3.22. 수입 불허 결정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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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변화를 위하여 부산-오사카 간 여객선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 중임을 설명
 1984.12.2.~5. 해운항만청 해운국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키 위해 일본에 출장하여 운수성 사무차

한·말레이시아 항공 협력, 1984-85

| 85-127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조약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7 / 22 / 1~97(97p)

1. 말레이시아 항공에 대한 서울 이원 미국 서부 취항 문제
 말레이시아 측은 1984.10월 한·말레이시아 외무장관 면담 이래, 쿠알라룸푸르-서울 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항공(MAS)에 대한 미국 서부 이원권 부여 가능성을 한국 측에 타진해 옴.
 이와 관련, 교통부는 1985.7.8. 다음과 같은 입장을 외무부에 회신함.

1368

- 대한항공은 서울-쿠알라룸푸르 간 제3/4 자유(양 체약국 간 운항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데 반하여
말레이시아 측은 쿠알라룸푸르-서울 간 제3/4 자유를 포함하여 타이베이-서울 간의 제5 자유를 행사하고
있어 양국 간의 운수권 행사에 형평을 잃고 있음.
- 말레이시아 측에 서울 이원권을 인정할 경우, 한국 측도 이에 상응한 쿠알라룸푸르 이원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쿠알라룸푸르 이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국으로부터의 운수권을 확보하고 있
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 운수권 획득 추진 계획도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측에 대한 서울 이원권 인정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이
쿠알라룸푸르 이원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양측이 협의할 것을 희망함.

2. 말레이시아 항공의 서울/타이베이 구간 운송사업 위반 행위
 승객 초과수송 문제

- 한국 측은 1972.10.13. 비밀 양해각서 및 1973.4.24. 항공협정 개정에 따른 제5의 자유운수권 제한규정
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호관계를 고려 1979.6.25. 서울-타이베이 간 운수권(승객제한 편당 65명)을
허용한 바 있으며, 1984.4.3. 교환각서를 통해 다시 말측의 요구(편당 70명과 월 누적 계산)를 수락함.
- 그러나, 말측은 동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초과 운송해 옴.
- 교통부는 1985.9.27. 말레이시아 항공의 법정 허용 여객 수를 초과한 수송 행위에 대해 경고 서한을
발송함.
- 외무부도 1985.10.2.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훈령, 승객 초과수송 문제는 한국 측이 양해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레이시아 정부에 강조하도록 지시함.

한·노르웨이 해운협력 합동협의위원회, 제1차.
서울, 1985.10.29-30

| 85-127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7 / 23 / 1~44(44p)

1. 제1차 한-노르웨이 해운협력 합동협의 위원회가 1985.10.29.~30. 서울에서 개최됨.
 개최 근거: 한·노르웨이 해운협정 제11조
 장소: 해운항만청 소회의실
 대표단

- 한국: 권훈 해운항만청 해운국장(수석대표) 등 5명
- 노르웨이: Nygaard 상무해운성 해운국장(수석대표) 등 5명

 양국의 해운 정책

- 노르웨이 해운 정책: 해운산업의 수출 산업화 및 다양화
- 한국 해운 정책: 무역활동 지원 및 선대 체질 개선(선사의 통폐합)
 해운협력 증진 방안

- 해운 정보 및 기술 교류 촉진
- 해운 전문 인력의 훈련 지원
- 송출 선원의 고용 확대
 제2차 위원회는 오슬로에서 개최하되, 개최 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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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협의 사항

최기덕 철도청장 버마 방문, 1985.12.16-17

| 85-128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7 / 24 / 1~18(18p)

1. 최기덕 철도청장이 1985.12.16.~17. 미얀마(구 버마) 철도청장의 초청으로 미얀마를 방문함.
 주요 방문 일정

- U Tin Tun 미얀마 철도청장 면담
- U Saw Pru 미얀마 교체성 장관 예방
- 미얀마 철도 관계 시설 시찰
 수행원: 김재근 철도청 전기국장
1370

2. 철도청장은 미얀마 방문에 앞서 독일(구 서독)(12.6.~12.) 및 태국(12.13.~16.)도 방문함.

손수익 교통장관 스리랑카 및 중국 방문,
1985.3.22-28

| 85-128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7 / 25 / 1~64(64p)

1. 손수익 교통부장관은 1985.3.22.~25. 스리랑카 교통장관의 초청으로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함.
 주요 일정

- 자예와르데네 스리랑카 대통령 예방
- 모하메드 스리랑카 교통장관 예방
- 한-스리랑카 교통 부문 관계관 회의 참석
- 교민 대표 오찬 참석
 주요 협의 사안

2. 손수익 교통부장관은 1985.3.26.~28. 대만(구 자유중국)을 공식 방문함.
 주요 일정

- 장경국 총통 예방
- 유국화 행정원장 예방
- 외교부장 예방
 주요 협의 사안

- 대만 측은 한국의 컨테이너 부두, 서울 지하철 현황(공정, 공사 애로사항 등), 오토바이에 대한 정책,
항공 노선 수, 관광 진흥 사업 현황 등에 관심 표명
- 한국 측은 대만 교통부의 주요 업적 청취

3. 손수익 교통부장관은 스리랑카와 대만 방문에 앞서 1985.3.19.~22. 태국을 방문함.
 제41차 ESCAP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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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철도차량 및 버스의 대스리랑카 수출 문제
- 스리랑카 전철 타당성 조사
- 대한항공의 중동 이원권 문제
- 관광 부문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 방안

U Saw Pru 버마 교통체신성 장관 방한,
1985.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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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7 / 26 / 1~63(63p)

U Saw Pru 미얀마(구 버마) 교통체신성 장관이 손수익 교통부장관의 초청으로 1985.6.10.~17.
공식 방한함(U Tin Tun 철도청장 수행).
1. 방한 경위
 주미얀마대사는 동 장관이 미얀마 정부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1983.4월에 이어 두 번째 방한할 만큼 친한적인
인사이며, 금후 한국의 대미얀마 진출에 있어서 유망 분야인 공항 건설, 항만 건설, 선박 수주, 철도차량, 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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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통체신 분야의 책임을 맡은 각료인 점에 비추어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을 주선토록 건의함.

2. 방한 결과
 주요 체한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대리 예방
- 교통부장관 예방 및 교통부장관 주최 만찬
- 체신부장관, 철도청장 예방
- 지하철 공사장, 대우중공업 부곡 공장, 대우 센터 방문
- 현대 차량 공장, 삼성정밀 공장 방문
- 제주 관광단지 시찰, 민속촌 관광
 외무부장관 예방 시 언급 사항

- Pru 장관은 자신이 노신영 국무총리 예방 시 우산유 미얀마 대통령이 곧 방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음을 언급함.
- 이원경 장관은 미얀마 정부가 랑군 사건에 대해 완벽한 조사를 진행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만족을 표함.

Lien Chan(連戰) 중국 교통부장 방한, 1985.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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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7 / 27 / 1~57(57p)

Lien Chan 대만(구 자유중국) 교통부장이 손수익 교통부장관의 초청으로 1985.6.16.~21. 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주대만대사는 동 부장이 대만 정계에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영향력 있는 인사이며 실제로 대한항공의
취항 횟수 문제 및 한국 선박의 대만 내 영업활동 문제 등에서 동인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체한 일정 중 대통령 예방 주선 및 훈장 수여를 건의함.

 수행원

- 왕금의 교통부 참사
- 이덕무 총무국장
- 우위 관광국장
- 황가와 운수연구소장
 주요 체한 일정

- 대통령 예방
- 국무총리 예방
- 교통부장관 면담
- 수교훈장 광화장 수훈
- 인천 항만 시설, 서울시 지하철 시설, 관광 시설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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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1373

Smit - Kroes, Neelie 네덜란드 교통.공공사업
장관 방한, 1985.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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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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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2과/서구1과

MF번호

2015-87 / 28 / 1~102(102p)

Neelie Smit-Kroes 네덜란드 교통·공공사업 장관이 1985.1.23.~26. 손수익 교통부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함(로테르 시장 동행).
1. 방한 경위
 주네덜란드대사는 동 장관이 1984.10.31. KLM의 서울 취항 기념행사 참관차 방한을 희망한다는 통보를 받고,
KAL기 피격 사건 시 한국이 네덜란드 항공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받았음을 감안, 동 장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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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해 줄 것을 건의함.
 동 장관은 당초 1984.10월 방한 계획을 연기, 1985.1월 방한키로 함.

2. 방한 결과
 주요 체한 일정

- 교통부장관 예방 및 교통부장관 주최 만찬
- 건설부장관 및 체신부장관 예방
- 서울 일원 관광 및 올림픽 종합운동장 시찰
- 낙동강 개발지구 시찰
- 경주 관광
- 판문점 시찰
- KLM 사장 주최 오찬
 동 장관은 귀국 후 주네덜란드대사에게 방한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교통부장관,
건설부장관, 체신부장관에게 네덜란드를 방문토록 초청함.

해외전시사업 [국제박람회] 참가 계획,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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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공부는 1983.3.18. 세계박람회(EXPO) 참가와 관련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함.
 1984년도 New Orleans 박람회, 1985년도 츠쿠바 박람회, 1986년도 밴쿠버 박람회 참가 여부 원칙 협의

2. 외무부는 1983.6.8. 상공부의 84년도 해외 전시사업 계획에 대하여 다음 의견을 제시함.
 시장성, 수익성 등 경제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외교적 측면도 고려되기를
희망 (잠비아, 콩고 등은 한국 상품 홍보활동을 통해 수교를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
 84 Louisiana Expo에는 주휴스턴총영사를 통한 참가 활동 지원
 매번 대상에서 제외되는 파푸아뉴기니, 피지, 포르투갈에 대해서도 고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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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년 개최 예정인 New Orleans 박람회는 예산만 확보되면 참가함을 원칙으로 함.
- 박람회 참가 업무의 주관부서는 상공부로 하고, KOTRA를 시행기관으로 함.
- 상공부가 동 내용을 안건으로 작성,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토록 함.
- 현재 EXPO는 약 3년을 주기로 Bureau of Int’l Exposition 가맹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바, 한국이 예상하고 있는 1990년대 초반에 EXPO를 개최하려면 동 사무국 가입이 선결
요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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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T(아시아태평양지역국제무역박람회) 제4차.
북경, 1985.11.15-30. 전3권. V.1 대ESCAP
교섭문서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동북아2과

MF번호

2015-88 / 1 / 1~370(370p)

1. 주태국대사는 1984.2.24. 중국(구 중공) 정부가 ESCAP과 공동으로 1985.11.15.~30. 북경에서 개최할
예정인 국제무역 박람회(ASPAT) 준비를 위해 1983.4월 ESCAP 총회 이래 ESCAP과 긴밀히 협의해
온바, 최근 한국은 비정부기관(KOTRA 등)이 전시행위 없이 공식 참여자의 자격으로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정부의 기본 입장은 ESCAP이 박람회를 공동 주최할 경우 한국도 여타 ESCAP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 및
대우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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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84.11.12. 다음 지침을 주태대사에게 시달함.
 기본 입장

- 중국의 11개 미수교국에 대한 초청장과 동등한 초청장을 한국에도 발송할 것을 계속 요구 (중국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CCPIT)의 한국 정부 초청)
- 참가 시 전시 행위는 자진해서 하지 않고 무역 상담, 세미나 등 활동에만 참가
- 정부 및 민간 대표 파견 (공무원은 정부 관리 자격으로 참가)
 배경

- 박람회 개최 시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며, 미리 양보할 필요 없음.
 추진 방안(단계별 추진)

- 제1단계: 1984.11월 북경 개최 3차 운영위 시 ESCAP 대표를 통해 한국 입장 재차 전달
- 제2단계: 1985.3월 제41차 ESCAP 총회 시 국제기구 주관 행사에 모든 회원국의 동등한 대우 받을 권리
천명
- 제3단계: 1985.9~10월경 중국 측 태도에 따라 최종 결정

3. 외무부는 1985.10.2. 한봉수 KOTRA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ASPAT 85 참가 한국 대표단 명단을
KOTRA 사장 명의 서신으로 ESCAP을 경유 CCPIT에 공식 통보함.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및 신두병 외무부 경제국 심의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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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T(아시아태평양지역국제무역박람회) 제4차.
북경, 1985.11.15-30. 전3권. V.2 참가대책 및
대표단 구성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동북아2과

MF번호

2015-88 / 2 / 1~383(383p)

1. 외무부는 1985.7.25. ASPAT 85 참가 대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1985.7.17. 방콕에서 개최된 ASPAT
제4차 운영위 결과를 감안).
 재확인된 중국(구 중공)의 입장

- 기 송부 초청장(1984.7.12.자 Board of Trade of Korea 앞)이 계속 유효하며, 재작성 발송은 불가함.
- 박람회 참관 대표단 중 정부대표는 국장급 이하 2명으로 제한하며, 공식 직함은 고문으로 함(민간대표의
수에 관한 언급은 없음).
- 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2개의 세미나에는 각 2명씩 추천 가능
- 향후 한·중국 간 교류확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는 면과 중국의 특수한 대북 관계를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계속 명분상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향후 대책

- KOTRA 사장 명의 회신 (동 서한은 외무부가 작성하여 KOTRA 사장의 서명을 받아 ESCAP을 경유하여
1985.8월중 발송)
- 대표단은 KOTRA사장, 정부 대표(국장급 이하 2명) 및 민간기업 대표 15~20명 정도로 구성
- 관계 부처(청와대, 안기부, 해협위, 상공부, KOTRA, 재무부) 간 회의를 소집하여 상기 안을 협의한 후
대통령 재가 상신

2. ASPAT 85 대표단 구성(총 16명)
 단장: 한봉수 KOTRA 사장
 부단장; 신두병 외무부 경제국 심의관(대표단 고문 겸임)
 대표단 고문: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간사: 무역협회 이사, KOTRA 부장
 단원: 삼성물산 사장, 효성물산 사장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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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사항

ASPAT(아시아태평양지역국제무역박람회) 제4차.
북경, 1985.11.15-30. 전3권. V.3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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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동북아2과

MF번호

2015-88 / 3 / 1~150(150p)

1. 중국(구 중공) 개최 ASPAT 박람회(1985.11.15.~30. 북경) 참가 보고(주요 활동)
 박람회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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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봉수 KOTRA 사장 및 대표단 전원(15명)
- 중국이 역사상 개최한 박람회 중 최대 규모(약 20만 명 관람)
- 호주, 캐나다, 동독, 서독, 인도, 미국, 소련, 싱가포르 등 25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전시 내용으로는
일본이 가장 인기(로봇 첨단기술 중심)
- 중국은 대외개방 자세 및 투자유치 노력 선전
 중국 CCPIT와 ESCAP 공동주관 세미나 참가

- 투자 및 무역에 관한 세미나 (신두병 외무부 경제국 심의관 발표, 장기호 외무부 동북아2과장 옵서버
참가)
- 기술이전에 관한 세미나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발표, 장기호 외무부 동북아2과장 참가)
 중국 정부 및 실업계 인사 접촉

- 한-중국 간 직교역 가능성 타진
- 상담 추진 및 계약 체결
 중국의 배려

- 홍콩 공항 내에서 중국 입국 절차 사전 안내
- 북경 도착 시 이민 수속관이 대표단원에 접근, 전 여권을 일괄 입국수속 처리
- 안내자 제공 (체류 기간 중 전 일정 안내)
- 대표단 신변 보호 (활동의 자유 인정 및 신변 위험 무)

2. 대표단의 관찰 내용
 중국은 대외개방과 실용주의 정책에 따라 경제, 사회, 생활 여건이 변화 중이며, 대외협력의 다변화를 추진
중임.
 중국의 대북한 지지 태도는 불변이나, 북한의 김일성 부자 승계 및 폐쇄사회에 대한 일반 시민의 비판적 견해
 현 단계에서 한국에 대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 견지

중공 개최 박람회 참가, 1982-85

| 85-1289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동북아2과

MF번호

2015-88 / 4 / 1~108(108p)

1. 주영대사는 1982.2.26. CHINA 82 중국(구 중공) 박람회(1982.11.23.~28. 북경)에 한국 업체의 참가
가능성을 파악 중이라고 보고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주뉴욕총영사 및 상공부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주뉴욕총영사는 현 단계에서 한국의
참가는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상공부는 박람회의 성격이 기존 상품의 대중국 진출이 아니라 대중국
기술제공 및 중국 내 합작투자를 유치키 위한 것으로서 한국의 참가가 큰 의의를 갖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중국 무역박람회가 1984.4.15.~5.5. 중국 광주에서 개최됨.
초청장을 접수함.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가 확인한바, 중국 측은 특별히 한국 교포 실업인들에게 초점을 둔 것은 아니며 이미 미국
시민으로 중국과 무역 거래를 갖고 있는 실업인을 초청한 것이라고 확인함.

3. 중국 아모이(하문시)에서 1985.6.25.~27. 개최된 Xiamen 국제박람회에 코오롱 상사(홍콩 현지법인
명의)가 섬유 제품을 가지고 참가함.
4. 중국 하얼빈 Int’l Hitec 85 박람회가 1985.12.9.~14. 하얼빈에서 개최됨.
 삼성, 효성, 럭키금성, 선경, 코오롱 등 5개 상사 참여(홍콩 현지법인 명의)
 홍콩 HOREN 상사가 주관함.
 상공부 직원 및 KOTRA 직원 각 1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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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교포 상공인 10명이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으로부터 박람회에 참석을 요청하는 중국 정부

쯔꾸바 국제박람회(EXPO ’85) 참가, 1985. 전2권.
V.1 참가추진, 1981-84

| 85-1290 |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동북아1과

MF번호

2015-88 / 5 / 1~280(280p)

1. 주한 일본대사는 1981.11.2. 공한을 통해 츠쿠바 국제박람회가 1985.3.17.~9.16. 일본 이바라키 현
츠쿠바 과학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초청 대상국: 일본과 국교가 있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관(40여 개국 참가 예상)
 주제: 인간의 거주 환경과 과학기술
 성격: 국제박람회 조약에 입각한 특별 박람회로 1981.4.22. 국제박람회 사무국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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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1983.9.13. 동 박람회 참가 의사를 일본 외무성에 공식 통보함.
 한국 정부 대표(Commissioner General)로 이기주 주일 공사를 임명
 제1차 정부대표자 회의가 1983.10.12.~13. 동경에서 개최됨(주최 측 요청 시 수시 참가).
 한국관 후보지의 위치 및 규모는 1983.9월 상공부차관 방일 시 결정
 주최 측은 동 박람회와 관련 3회의 심포지엄 개최를 계획

- 1차: 인간을 위한 과학 기술(1984.6월)
- 2차: 인간의 주거(1984.10월)
- 3차: 과학 도시(1985.6월)

쯔꾸바 국제박람회(EXPO ’85) 참가, 1985. 전2권.
V.2 한국의 날 참가, 1985

| 85-1291 |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동북아1과

MF번호

2015-88 / 6 / 1~156(156p)

1. 주한 일본대사는 1985.2.8.자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일본 정부가 1985.3.17.~9.16. 개최되는
츠쿠바 국제박람회 기간 중 5.15.을 ‘한국의 날’로 명명하고 동 기념행사에 참석할 한국 정부 대표를
일본 정부 명의로 공식 초청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통보함.
 일본 정부는 정부대표 및 배우자와 수행원 3인에 대하여 4박5일간 일본 국내 체재비를 부담

2. 외무부는 한국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에 파견할 한국정부 대표는 동 박람회 업무 주무부처인 상공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였으며, 상공부는 동 정부대표로 이원홍 문공부장관(부인 및 부처 담당자 2명

3. 츠쿠바 국제박람회 한국의 날 공식행사가 1985.5.15. EXPO PLAZA에서 이원홍 문공부장관, 최경록
주일대사, 이카와 일본정부 대표, 에도 만국박람회 협회 부회장, 다케우치 이바라기 현 지사 등 내외
귀빈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됨.
 동일 저녁 한국관에서 개최된 기념 리셉션에는 박람회 소련 대표 등 5명의 소련 관리가 참석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포함)을 파견함이 적절하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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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개최 전시회 참가, 1985

| 85-129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88 / 7 / 1~72(72p)

1. CONSTRUCT 85 전시회(건축자재)가 중국(구 중공) 남경에서 1985.5.16.~22. 개최됨.
 한국 측은 삼성, 대우, 쌍용, 럭키금성, 효성, 선경 등 6개 상사가 현지법인 명의로 참가코자 하였으나, 중국 측에
의해 거부됨.

2. 중국 국제 자동차 공업 전시회가 1985.7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됨.
 주홍콩총영사는 중국 내 전시회의 경우 MADE IN KOREA(한국제품 표기) 및 한국인 입국 문제로 인해 한국의
1382

참가는 곤란함을 확인함.

3. OA China’ 85 사무실 자동화 및 시청각 기재 전람회가 1985.9.7.~13. 중국 북경에서 개최됨.
 홍콩 전시회 주최 회사인 Edutec은 한국인 입국 가능성을 홍콩 주재 신화사 경유 중국 당국에 타진하였으나
입국을 거부당함.

4. 중국 하문(아모이) 전시회(전자, 통신, 건설자재, 교통시설, 식품산업)가 1985.12.6.~12. 아모이에서
개최됨.
 럭키금성, 선경, 삼성전자 등 3개 상사가 참가 신청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중국 측이 중도 거부할 경우 임차료는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함.

KOTRA 무역관 직원 직위 승계 및 법적 지위, 1985

| 85-129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5-88 / 9 / 1~54(54p)

1.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1985.3.20. 85년도 상반기 해외직원 정기인사와 관련, KOTRA 직원이
외교공관의 부속기관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도네시아, 주페루, 주에콰도르, 주아르헨티나대사관
및 주제다총영사관의 경우, 신규 파견되는 직원에 대하여 동 직위가 계속 승계되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4.13. 해당 공관에 동 KOTRA 직원의 지위 승계 조치를 취하도록 훈령함.

2.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5.10.15. 트리폴리사무소 관장인 이정민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관용 여권을
 이와 관련, 주리비아대사도 주재국 내 차량 구입상의 어려움 및 KOTRA 관옥 사용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여권으로 교체함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외무부는 현행법상 KOTRA 직원에게 외교관여권 발급은 불가하나, 주재국 국내법상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외교관여권을 발급한 예가 있음을 감안, 11.14. 트리폴리 주재 이정민 관장의 외교관 여권교체 발급을 승인함.

- 현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무부 본부 승인하에 공관 행정요원(Administrative Staff) 직명 사용을
허가

3.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5.11.11. 방글라데시 주재 다카 무역관의 법적 지위 개선(KOTRA 직원에
대한 주재관 신분 부여)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이에 대해, 외무부는 12.5. 다음 사유로 주재관 신분 부여는 불가함을 통보함.

- 과거에 주재국 국내법상 KOTRA 해외지사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주재국의 사정이 변경되어
KOTRA 지사 설치가 허용되면 원 직명으로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KOTRA 직원에게 상무관 내지 상무
관보의 주재관 신분을 부여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임에 비추어,
다카 주재 KOTRA 직원의 경우 주재관 신분 부여는 불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외교관여권으로 교체 발급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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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츠와나 및 가봉 KOTRA 사무소 설치추진,
1983-85

| 85-1294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8 / 10 / 1~49(49p)

1. 주케냐대사는 1983.2.15. 보츠와나 출장 후 외무부 보고에서 조속한 시일 내 Gaberones 주재 KOTRA
지사 설치를 건의한 데 이어서 1984.10.4. 동 건을 재차 건의함.
 보츠와나는 한국의 남부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중요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다대
 상주공관 설치는 당분간 불가하나, 대신 KOTRA의 조속한 설치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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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보츠와나 무역관 설치에 대해 상공부의 입장을 조회한바, 상공부는 1984.10.17. 양국 간의
교역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현 상황하에서는 설치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를 회신함.
3. 주가봉대사는 1983.10.25. Libreville 주재 KOTRA 지사 신설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상공부, KOTRA 등 유관 부처와 동 건을 협의하였으나, 1984.2월 상공부가 확정한 KOTRA 해외지점
망 정비 계획에서 가봉 사무소 개설은 누락됨.

주한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ICE) 사무소 직원의
법적지위 문제, 1984-85

| 85-1295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구주1과/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5-88 / 11 / 1~76(76p)

1.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84.1.17.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I.C.E.)의 모든 해외 사무소가 정부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새로이 부여받고, 명칭도 Italian Trade Commission(ITC)으로 변경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이에 따라 ITC 서울 사무소 직원들에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행정 및
기술요원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함.
2.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84.5.17. ITC는 비엔나 협약상의 ‘외교공관’ 또는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3. 이탈리아 외무성은 1985.9.18. 비엔나협약 12조(공관 소재지 이외 지역에서의 공관 구성원 설치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 필요)에 따라 밀라노 주재 무역관(KOTRA)의 지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를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함.
4.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5.11.18. 이탈리아 외무성에 밀라노 무역관 설치에 관한 양국 정부 간 공한
3건을 수교하면서, 동 공한에 따라 양국 무역사무소가 상호 합의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음을
설명한바, 이탈리아 외무성(특전과장)은 동 공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밀라노 무역관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밀라노 당국에 통보, 금후 무역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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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아니므로 동 지위 부여가 불가하다고 통보함.

미국 Alaska 주정부 한국사무소 설치, 1983-85

| 85-1296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5-88 / 12 / 1~106(106p)

1. 미국 알래스카 주 하원의장은 1983.12.13. 주앵커리지총영사 앞 서한에서 알래스카 주 통상 증진
목적으로 서울에 통상사무소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원을 파견할 예정임을 알리고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함.
 1983.10월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후 한국에 대한 관심 고조가 배경
 1984.1.7. 조사원 방한 (외무부, 상공부, KOTRA 관계관 면담)
1386

2. 알래스카 주 서울 통상사무소 설치안은 1984.5.25. 주 상원을 통과하였고, 알래스카 주지사가 6.20.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동 사무소 개설이 확정됨.
3. 알래스카 주정부 한국사무소(Alaska State Office Seoul Korea)가 1985.6.10. 개설됨.
 공식 개소식은 11월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시 개최
 대표: 양경선
 명예소장: 이선기 전 동자부장관
 사무국: 종로구 교보빌딩

77그룹 외상회의, 제9차. New York, 1985.10.2-4

| 85-129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5-88 / 13 / 1~99(99p)

정부는 유엔 창설 40주년을 기념하여 1985.10.2.∼4.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제9차 77그룹
외상회의에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국제 경제개발 상황 검토
 제40차 유엔 총회 준비

 아프리카 등 후진국 경제 상황
 선언문 채택 및 차기 의장 선출

2. 외무부장관의 기조연설(1985.10.3.) 요지
 77그룹이 지난 20년간 개도국의 단결과 협력을 증대시키고 신국제경제 질서 수립을 위해 기여해 왔음을 평가
 금차 외상회의가 77그룹의 목표와 행동 계획을 재검토하여 개도국 간 협력 및 선진국들과의 협상을 효과적
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수립을 기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난 등 개도국의 경제사회 불안 해소를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 촉구
 개도국 간 남남협력의 결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도출 희망
 한국 정부의 대외 경제 및 기술협력 현황 설명 및 확대 의지 표명

3. 회의 결과
 선·후진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 및 남남협력 강화를 위한 77그룹의 단합을 촉구하는 선언
문을 채택함.
 의장국 선출과 관련하여 아시아 그룹은 지역 내 파키스탄이 입후보를 철회함에 따라 유고슬라비아를 추천하
기로 의결함.
 박길연 북한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남남협력 등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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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 간의 경제협력 방안 및 제4차 정부 간 경협 이행 및 조정위원회(IFCC) 보고서 검토
 개도국의 무역 및 외채 문제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1차. Bonn(독일)
1985.5.2-4. 전2권. V.1 사전준비

| 85-129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88 / 14 / 1~161(161p)

독일 본에서 1985.5.2.∼4. 개최 예정인 제11차 서방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확대 준비회의가 2.15.∼17. 본에서 개최된바, 정부는 동 준비회의 결과를 토대로 G7 정상회담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한국 입장 반영을 위해 사전 대비함.
1. 주미 및 주독일대사가 보고한 예상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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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종전 40주년과 관련한 정치선언 채택
 이란-이라크 전쟁 등 국제 분쟁 및 주요 국제관계 토의
 미국의 전략방어 계획(SDI), 제네바 군축회담 등 군비 문제
 핵 감축 등 소련과의 관계
 세계 경제상황, 선·후진국 관계, New Round 협상을 중심으로 한 무역협상 및 보호무역에 대한 대책 및
환경 문제

2. 외무부의 주요 공관에 대한 관련 사항 파악 지시(1985.3.15.) 내용
 예상 의제 준비 동향
 G7 각국 정부의 입장 및 언론 반응
 수시 개최 예정인 후속 준비회의 동향
 4월 벨기에 개최 4개국 통상장관회의 결과
 4월 개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이사회 결과

3. 외무부 경제국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 검토(1985.4.1.)
 한반도 문제 및 남·북한 경제회담 등 남·북한 관계와 관련한 한국 입장 반영
 선·후진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등 중진국의 역할 증대 방안 모색
 88 서울 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국제 테러리즘 대책 수립
 세계적인 경기회복 추세의 지속을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 촉구
 New Round 무역협상 추진 시 개도국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이익 추구를 위한 접근 및 한국 등 신흥공업국
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 모색
 선진국의 보호무역 장벽 완화, 시장개방 확대 및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 방안 도출

4. 일본에 대한 입장 전달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5.4.11.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에게 선진국 보호주의 완화, 대개도국 기술이전, New
Round의 신중한 추진 등 한국의 관심사항을 전달함.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1차. Bonn(독일)
1985.5.2-4. 전2권. V.2 결과보고

| 85-129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88 / 15 / 1~312(312p)

독일의 본에서 1985.5.2.∼4. 개최된 제11차 서방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 개최 결과임.
1. 참석자 및 의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 및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장 참석
 서방의 결속, 군축회담,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 동·서 관계 및 지역분쟁 등 정치 문제
 경제 정책 및 전략, 실업 및 인플레 대책, 개도국 경제발전 등 세계경제 현황, 국제무역의 확대, New Round
무역협상 개시 일정, 환경보호 및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 등 경제 문제

 정치선언 채택

-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상기하여 자유, 평화, 정의를 수호할 책임 확인
- 미·일·유럽의 결속 및 동반자 관계를 통한 세계 평화의 보장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분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
 경제선언 채택

-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의 중요성 확인
- 개도국의 성장 지원, 재정난, 외채 문제 해소를 위한 선진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강화
- 다자무역체제 및 국제통화체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선진, 개도국이 참여하는 New Round 무역협상의
85년 중 개최 합의

3. 한국 관련 사항
 정부의 정상외교 및 사전교섭의 결과로 동 정상회담 사상 최초로 정치선언에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가 언급됨.
 전두환 대통령은 동 정치선언문 내 한반도 문제 포함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내용의 5.7.자 친서를 7개국 정상
및 EC 집행위원장에게 송부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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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300 |

77그룹 ECDC / IFCC(개도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간 후속조치 및 조정위원회) 회의, 제4차.
Jakarta, 1985.8.19-23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89 / 1 / 1~206(206p)

정부는 1985.8.19.∼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개최 77그룹 ECDC/IFCC(개도국 간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 간 후속조치 및 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 최상섭 주인도네시아대사를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동 회의는 개도국 간 경제협력(ECDC) 관련 유엔 77그룹 각료회의에 대한 건의사항을 채택하고 개도국 간의
1390

협력을 모색하는 회의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함.
 개도국 간 경제협력은 호혜의 기반 위에서 무역, 식량, 농업, 원자재, 금융, 과학기술, 에너지, 정보교환 등
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 국제경제질서(NIEO)의 조기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바, 한국은 대비동맹 관계
심화 및 대개도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대표단 활동
 1985년 IBRD/IMF 총회 서울 개최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미수교국 대표단의 참가를 교섭함.
 개발 전략 면에서 건축 산업 분야에서의 개도국 간 협력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공유 의지를 표명함.
 개발사업의 다각적인 정보교류(MSI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data bank의 연계 및 UNDP(유엔개발계획)의
재정지원을 제의함.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 외채문제 해소 및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 완화를 위한 개도국은행(South
Bank)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제금융기구 및 선진국의 출자 가능성 검토를 제안함.
 1981년 카라카스 회담 시 채택된 이행계획(CPA)과 관련하여 한국이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전문가 교환 및
합동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홍보하고 동 계획의 지속적인 이행 의지를 표명함.

3. 대표단 건의 사항
 비동맹 그룹 및 제3세계의 공식 대변자로서의 77그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회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ECDC 자발적 기금으로 한국은 1982년 이후 6만 달러의 자발적 기여금을 지원하였으나 동 재정의 고갈 상태
를 감안하여 1986년 3∼4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건의함.

| 85-1301 |

ECDC / TCDC(개발도상국간경제협력 /
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정부간회의. Bangkok,
1985.11.5-10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5-89 / 2 / 1~200(200p)

1. 회의 개요
 1985.11.5.∼10. 태국 방콕 개최
 주태국대사관 관계관을 정부대표로 파견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주관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역내 15개국이 참가함.
 역내 개도국 간의 경제협력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 실적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개최됨.

2. 주요 의제

 국별 경제협력, 기술협력 담당 기구의 강화 방안
 지역별, 지역 간 및 개별 양자 간 협력 실적 검토 및 계획 수립

3. 회의 결과
 농업 및 연관 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은 구체적인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여 ESCAP과 협의함.
 각국 정부는 경제, 기술협력 담당 부서에 ECDC 상세 사업 내역을 제공하여 향후 효과적인 협력사업 계획
수립을 도모함.
 TCDC/ECDC 국별 담당 기구 회의를 1987.2월 뉴델리에서 개최함.
 금차 회의 결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ESCAP 전체회의를 1986.4월 개최함.

4. ESCAP 담당관 방한
 Partosoedar TCDC/ECDC 담당관은 상기 정부간회의 사전 협의를 위해 6.5.∼8. 방한하여 과기처 및 동자부
관계관과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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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간 기술협력 방안 검토
 기술협력 실적 검토 및 이행 계획 수립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총회, 제4차. 서울,
1985.4.29-5.1

| 85-130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경제협력과/태평양정상회담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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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1985.4.29.∼5.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 지원하에 개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
 22개국 대표가 참가

2. 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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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CC는 주요 태평양국가 간의 다변적 협력을 위한 비공식 협의체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ASEAN 6개국, 한국 등 12개 역내 시장경제국 및 남태평양 도서국이 회원국임.
 동 총회는 18개월 주기로 각 회원국의 정부, 실업계 및 학계 인사로 구성되는 3자 대표단이 참석하여 역내
경제협력 방안과 태평양협력체 개발 과제 수립을 목적으로 개최됨.

3. 주요 의제
 신 국제무역협상(New Round) 및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한 지역협력
 역내 연안 개도국의 수산개발 지원
 역내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이전 및 자본협력 확대

4. 합의 사항
 New Round 협상 주요 의제에 관한 역내 국가 간 합의 촉진
 광물 및 에너지 전문위원회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 추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경제계 및 정부의 직접 대화 강화
 200해리 경제 전관수역 내의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지원
 중국(구 중공)에 대해 PECC를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중국의 관련 의사 타진

5. 외무부의 서울 총회 개최 의의 평가
 22개국 대표가 참석함으로써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함.
 성공적인 회의 개최 및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사항 도출을 통해 한국의 역내 위상 제고 및 PECC의 발전에
기여함.
 한국과 역내 각 참가국들 간의 유대 강화의 계기를 마련함.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제18차.
Auckland(뉴질란드) 1985.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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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5.3.11.∼13.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4차 환태평양경제이사회(PROC) 및
5.12.∼18.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제18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제4차 환태평양경제이사회(PROC)
 캐나다공사 및 전경련 관계자가 정부대표로 참석함.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이 참가하여 종래 미국 및 서구 중심의 국제경제 관계가 태평양 연안국 중심으로

관심도 및 한국에 대한 에너지, 광물의 지속적인 공급 필요성 등을 설명함.
 캐나다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 캐나다 업계의 한국 진출, 투자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함.

2. 제18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금진호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전경련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간 대표단이 참석함.
 아시아·태평양지역 17개국이 참가하여 역내 민간 기업인 간의 경제협력 증진 및 정부의 지원 방안을 협의함.
 수석대표는 다음 내용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관련 입장을 표명함.

-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 및 의존성 활용을 통한 협력 강화
- 개도국의 입장을 배려한 New Round 협상 추진
- 개방정책 채택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지양
- 일본의 시장개방 및 기술이전 노력 촉구
 수석대표는 Lange 뉴질랜드 수상 등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의 증진 및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함.
 대표단은 1986년 제19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 예정임에 따라 한국의 밤 행사를 통해 동 회의 준비 상황 등을
홍보함.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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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는 추세를 분석하고 아시아와의 경제 유대 강화 및 교역 다변화 추진 필요성을 논의함.
 대표단은 한국과의 교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한국의 수입자유화 계획, 기술이전 관련 한국 기업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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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Zaid 대통령과 함께 연방의 주역인 Rashid 부통령(두바이 국왕)이 5월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후계자 문제와
관련하여 정세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기 5년 시한인 1986년 새로운 연방 구성 과정에도 어려움
이 예상됨.
 원유 세입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 및 지방정부가 불경기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나 예산안 확정 등 주요 일정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1394

2. 경제 상황
 아랍에미리트 경제는 아부다비, 두바이 2개 산유 연방의 연방 재원조달 및 여타 비산유 연방에 대한 지원의
구조로 유지되는바, 최근 계속되는 원유 세입 감소로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함.
 연방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비산유 부문 중장기 발전 경제계획 수립을 검토 중으로 신규 세제 도입, 국공채
발행, 비산유 부문 자국 산업 육성, 걸프국가협의체(GCC) 간의 무역 확대, 서방 일변도 교역 지양 및 교역
대상국 다변화 등의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민간 항공사인 Emirate Airline 설립 계획이 5.28. 발표되고, 10.25. 동 취항함.

3. 대외 관계
 친 서방 온건 대외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 다변화를 위해 Zaid 대통령의 85년 하반기 이후 아시아 순방을
추진 중임.
 경기침체 타개 및 외교 다변화 계획의 일환으로 동구권과의 경제협력 관계 설정을 모색하는 한편, 1984.11.1.
중국(구 중공)과의 수교에 이어 11.15. 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4. 한국과의 관계
 1985.7.15. 아랍에미리트 국무회의는 한국, 중국, 필리핀 주재 상주 공관 설치를 결정함.
 동국 내 건설 근로자, 상사 주재원, 체육 관련 인력 등 1,50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으로 아랍에미리트는
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예상됨.
 이영호 체육부장관이 3.11.∼13.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부수상 등 주요 인사 면담 시 양국 관계 강화 및 체육
분야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함.

앙골라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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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정세
 Dos Santos 대통령은 온건, 개방주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당 및 군부 내 좌경 친소파의 견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정부 독립연맹(UNITA)과의 화해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Crocker 국무부 차관보의 Dos Santos 대통령 접촉을 통해 앙골라와의 관계 개선, 동국 주둔 쿠바군
철수, 남아공과의 휴전 달성 등을 협의하고 동 대통령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나, 소련의 강력한
압력으로 실질적인 진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미국은 관계 개선이 확실시될 경우 대앙골라 지원을 시행할
예정임.

 앙골라 대통령은 1985.2.6.∼9. 자이르를 방문하고 동국 모부투 대통령과 회담 시 양국 난민의 상호 교환,
남아공의 UNITA 지원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등을 협의하고 상호방위협정 등 6개 협정에 서명함.
 앙골라 대통령은 6월 가봉을 방문하고 봉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인정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철폐 및 남아공민족해방운동(ANC)과의 연대투쟁 전개에
합의함.
 앙골라 대통령은 6.18. 코트디브아르를 방문하고 우푸에브와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앙골라 독립투쟁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양국 간 유대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 과학, 기술, 문화 협력 협정에 서명함.

3. 북한군 앙골라 주둔 문제
 자이르 주재 포르투갈대사는 5월 주자이르대사 면담 시 약 1천 명의 북한군이 앙골라에 주둔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동 북한군이 향후 철수 예정인 쿠바 병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대주변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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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사하라 문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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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사하라 지역의 영토 귀속 문제와 관련한 1985년 모로코-서부사하라 해방기구(Polisario)
간의 분쟁 동향임.
1. 모로코의 서부 사하라 주민투표 제안 및 관련 국제적 반응
 Lamrani 모로코 수상은 1985.10.23.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Polisario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 시행 및 86년 중
유엔 주관하의 서부사하라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고 모로코는 이를 위하여 유엔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1396

표명함.
 Polisario는 서부사하라 주둔 모로코 병력의 철수 및 직접 협상 선결을 요구함.
 알제리는 모로코 측 제안이 새로운 내용이 없는 제안임을 비난하고 유엔 총회 결의 104호에 의거한 당사자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함.
 미국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해결책으로서의 동 제안을 환영함.
 프랑스는 동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휴전 제의를 환영함.
 스페인은 주민투표 시행 방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임을 평가함.

2. 모로코 Hassan 국왕의 주민투표 제안 재확인
 Hassan 국왕은 1985.11.6. 상기 제안이 서부사하라 분쟁 해결을 위한 유일한 평화적 해결 방안임을 재확인하고
모로코군의 철수 주장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임을 강조함.
 동 국왕은 모로코는 알제리와의 대화를 포함하는 모든 협상에 응할 것이나 영토보전에는 양보가 없을 것임을
천명함.

3. 유엔 총회의 알제리 제안 결의안 채택
 제40차 유엔 총회는 12.2. 당사자 간의 직접 교섭 및 주민투표 시행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알제리 제안
결의안을 찬성 96, 반대 7, 기권 39로 채택함.
 모로코는 상기 결의안 채택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유엔 총회 및 위원회의 서부사하라 문제 관련 토의에
불참할 것임을 발표함.

호주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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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Hawke 수상의 노동당 정부는 1984.12월 총선에서 하원 의석 148석 중 82석을 확보하여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마련함.
 호주 내 미군 기지 문제, 미국의 SDI(전략방위계획)에의 참여 여부, ANZUS(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 동맹)
관계, 미국의 MX 미사일 관련 협조 문제 및 세제 개혁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당내 일부 중도좌파 세력이
좌파와 연합하여 Hawke 수상의 시책에 반대함에 따라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소비세 12.5% 부과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7월 야당, 당내 좌파 및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
됨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정치적 곤경에 처함.
 원자재, 곡물 등 호주 주요 수출품목의 세계적인 과잉 공급에 따라 과거 연평균 8.3%의 수출 신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대외 관계 및 안보 정세
 ANZUS 동맹을 근간으로 미국, 뉴질랜드와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추진 중임.
 198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유엔 군축기능의 확대 및 강화를 추구함.
 주요 인사 호주 방문 현황

- 일본 나카소네 수상이 1.15.∼18. 방문, 아시아, 태평양지역 협력확대, 군축 문제, 교역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함.
- De Cuellar 유엔사무총장이 2.12.∼15. 방문, 안보리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 방안, 군축 문제 등을 협의함.
- 중국 호요방 공산당 총서기가 4.13.∼18. 방문, 경제협력 확대 문제를 협의하고 서부 철광 생산 지역을
방문하여 중국의 철광 개발 투자 가능성을 타진함.

4. 한국과의 관계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반자이며 호주의 주요 자원 수출시장으로 인식하고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함.
 양국 간의 전통적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호요방 당 총서기의 4월 방문 시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
내용을 한국에 통보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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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정세

오스트리아 정세, 1983-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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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집권 사회당은 1983.10월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Sinowatz 수상을 당수로 선출한바, 신임 당수는 사회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추진, 집권당의 결속 강화 및 70년대 이래 추구해 온 Austrian Way를 근간으로 한 대내외 정책의
추구를 강조함.
 사회당은 1985.10.25. 전당대회에서 1986.5월 시행 예정인 대통령 선거 사회당 후보로 Steyrer 보건환경장관을 지
명하고 야당인 국민당은 Waldheim 전 유엔사무총장을 후보로 선출한바, 여론조사는 Waldheim 후보의 우세를
1398

예상하고 있으나 제3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결선투표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정세
 1984년 중 6.3%의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 3%의 경제성장 등 안정세를 유지함.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재정적자 축소, 물가 안정, 고용 증대 및 투자활동 확대를 1985년 주요
경제정책 목표로 제시함.

3. 대외 관계
 1955년 중립조약에 의거한 중립정책을 견지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국제분쟁 해결에의 기여,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대외 공적원조의 지속적인 증액을 추진함.

4. 대한반도 정책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등거리, 중립정책을 견지함.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한국의 남북대화
추진 노력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인식하나 한국 입장에 대한 공개적인 대외적 지지 표명은 유보함.

5.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
 1985.4.30. Moser 초대 주한대사가 부임하여 5.14. 신임장을 제정함.

방글라데시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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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Ershad 대통령의 대통령직 계속 수행 여부 및 정부의 개발계획 추진 등에 관한 3.21. 국민투표에서 95%의
찬성을 확보한 현 정부는 동 투표 결과를 기초로 민정 이양 시기 연기 및 계엄조치 강화를 통해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함.
 야당은 계엄 철폐, 총선거 실시 및 조속한 민정 이양을 요구하면서 노조와 함께 총파업 등 반정부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상기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활동이 약화된바, Ershad 대통령은 4.6.로 예정된 총선거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함.

 농업 생산 및 해외 근로자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방글라데시 경제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및 외국의
원조 지원에 의한 경제개발 계획 추진의 한계성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됨.
 12.5%에 달하는 인플레율의 상승세, 외환 보유고의 계속적인 감소, 86년 5억 달러로 예상되는 외채 상환액의
증액 및 연평균 6억 달러를 기록해 온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감소(85년 4.3억 달러 예상) 등으로 단기적인
경제상황 호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대외 관계
 비동맹 국가와의 유대 강화, 서남아 협력기구 활성화, 대서방 원조 확보, 인도 및 소련의 영향력 견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함.
 인도와의 국경 분쟁, 갠지스강 수자원 관련 충돌 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인도 측의 관계 개선 노력으로 당분간은
관계 악화 사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비동맹권의 지원하에 86년도 유엔 총회 의장국 피선을 위해 교섭을 시행 중임.

4. 대한반도 정책
 Ershad 대통령의 1985.6월 방한 이후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실질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7·4 공동
성명에 천명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원칙을 지지함.
 한국의 방글라데시에 대한 수출은 84년 1억 달러를 달성한바, Ershad 대통령의 방한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경제관계 강화 필요성 인식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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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Martens 수상의 연립정부는 긴축정책의 성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 왔으나 5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영국이탈리아 간의 유럽 축구 결승전에서 응원단 간의 충돌로 3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국내 정치 문제화되어
국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10.13. 조기 총선이 시행됨.
 상기 총선 결과 Martens 수상의 기독교사회당-자유당 간의 중도우파 연합이 상·하원 모두 과반의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재집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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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정세
 신내각은 주요 경제사회 정책으로 기존의 긴축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한편 재정적자 감축, 경기회복 및 고용
증대, 기업 경쟁력 제고, 교육의 지방분권화, 국영방송 민영화를 추진 중임.
 경기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EC(구주공동체)의 평균을 상회하는 14.5%의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대외무역의 확대로 1984년 5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바, 국민 1인당 세계 제1위의 무역고를 기록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동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 정책
 EC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전통적인 협력 강화,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동·서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한다는 기본 정책을 견지함.
 신정부는 자이르 등 구 식민지 국가와의 정치, 경제적 유대 강화를 통한 자원 확보 및 잠재적인 교역 대상
개도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함.
 동맹국과의 연대 및 서구 안보 유지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들과의 협의하에 3월 말 16기의 유로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군축 협상에 결실이 없을 경우 87년까지 32기의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결정함.

4. 한국과의 관계
 한국 정부의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통일 정책,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을 지지함.
 북한을 승인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접촉을 유보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함.
 한국과의 85년 교역액은 약 3억 달러로 예상되며 양국 경제구조의 보완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미얀마(구 버마)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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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집권 사회주의개혁당은 1985.8.7. 제5차 전당대회에서 U Newin 의장을 재선하고 신임 중앙위원 280명을
선임함.
 제4대 국회의원 지명 및 각급 인민위원회 대표 지명을 위한 투표가 10.6.∼20. 실시된바, 동 투표는 집권당이
지명한 대표에 대한 신임 여부만을 선택하는 가부 투표로 동 투표 결과 489명의 국회의원 등이 임명됨.
 인민회의는 11.4. San Yu 대통령을 재선함.
 상기 전당대회 및 국회의원 지명투표 등 정치 일정과 연계하여 소수 민족 반정부 무장세력은 민심 교란과

2. 경제 정세
 미얀마 정부는 1985.11.3. 긴급성명을 통해 현행 화폐의 통용 중단 및 보유 화폐액의 신고 의무 등 화폐 개혁
조치를 발표함.
 주재 외교단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를 통해 전액 신권으로의 환전을 허용함.

3. 대외 관계
 중국(구 중공) 이선념 국가주석은 1985.3.3.∼11. 미얀마를 공식 방문하고 대미얀마 경제지원 입장 등 양국 간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베트남 견제를 위한 협력, 캄보디아 연정에 대한 지원 및 소련의
영향력 배제 문제 등을 협의함.
 Newin 당의장은 상기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5.4. 중국을 공식 방문함.

4. 한국과의 관계
 이영호 체육부장관은 1985.2월 미얀마 방문 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San Yu 대통령을 방한 초청함.
 미얀마 교통체신상은 1985.6월 방한 중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San Yu 대통령의 방한 희망 의사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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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현 정부의 대외적인 위상 실추를 목적으로 10.16. 북부지역 군사령관 암살 등 반정부 공격을 강화함.

브라질 대통령 선거, 19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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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통령 선거로 1985.1.15. 당선된 Tancredo 신임 대통령이 지병으로 4.21. 서거함에
따라 Sarney 부통령이 4.22. 대통령직을 승계한바, 동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브라질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Tancredo 야당 민주연합 후보의 당선 및 서거
 국민들의 집권 PDS 당의 정책에 대한 반감, 여당의 분열로 Tancredo 야당 후보의 당선이 예상된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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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에 따른 투표 결과 Tancredo 후보가 총 투표인단 686표 중 480표를 확보하여 당선됨.
 Tancredo 신임 대통령 당선자는 대외적으로는 불간섭 자결원칙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정하고 경제적 실리추구
정책을 표방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시책 시행, 군부의 정치중립 확보 및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는 헌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을 공약함.
 동 대통령 당선자는 3.14. 취임식을 앞두고 입원 중 4.21. 서거함.

2. Tancredo 서거 이후 국내 정세 및 대외 정책 전망
 Tancredo 대통령의 서거로 동 대통령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위한 개헌 및 조기 총선 공약 이행 문제, 과도한
외채, 노조 파업,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 등으로 국내적으로는 정치, 사회 불안 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대통령직을 승계한 Sarney 신임 대통령의 정치 성향에 비추어 기존의 친미, 친서방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에 대한 우호정책 및 유대관계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집권 야당연합 내에 좌경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의 대브라질 수교
교섭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3. 한국 정부의 관련 조치 사항
 대통령 명의 1985.4.21.자 조전을 발송함.
 주브라질대사는 4.23. 동 대통령 국장에 참석함.

브라질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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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Tancredo 대통령 당선자의 1985.4.21. 급작스러운 서거로 대통령직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권력 투쟁의 위기가
있었으나 4.22. Sarney 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승계 및 전임자의 유업 계승 선언으로 신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함.
 의회는 5.9. Sarney 신임 대통령이 제출한 대통령 직선 선거법안 및 정당 설립 자유화 법안 등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킨바, 상기 정당 설립 자유 조항에 따라 1922년 창당 이래 불법화되어 온 공산당이 합법화됨.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로 인한 동 이자 상환금 부담, 연 200%의 인플레율 등 구정권의 경제적 난제를
인수받은 신정부는 인플레 억제, 공공적자 감축 및 연 5% 경제성장 달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임.
 무역 흑자의 40%를 점하는 미국 시장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IMF(국제통화기금)와의 외채상환 협상
지연 등으로 경제시책 목표 달성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됨.

3. Setubal 외상의 5.15. 대외정책 관련 의회 연설
 대미 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6월 방미 계획을 언급하는 한편, 구주공동체(EC)가 대외수출 2위 대상
지역임에 따라 EC와의 경제, 교역 확대를 희망함.
 초강대국으로서의 소련의 지위 인정, 불간섭, 상호 존중 및 호혜의 원칙에 의거한 동구권과의 정치, 경제,
통상 관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일본 및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증진 및 여타 아시아 제국과의 협력을 추구함.

4. 대한반도 정책
 Setubal 외상은 대외정책 의회연설과 관련한 기자회견 시 북한과의 정치적인 접촉이나 외교관계 수립 계획이
없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실익을 찾을 수 없다고 언급함.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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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정세

캄푸챠 정세, 1985. 전2권. V.1 국내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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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캄보디아(캄푸치아)의 주요 국내 정세에 관한 관련 공관 보고 내용임.
1. 베트남의 군사공세 강화 및 주요국 입장
 베트남은 1985.1월, 1978년 캄보디아 침공 이래 시아누크의 캄보디아 연정 세력에 대한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을
통하여 시아누크 연정의 거점을 점령하고, 1월 인도차이나 3국 정례 외상회의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대중국(구 중공) 화해를 제안함으로써 캄보디아 분쟁 해결을 위한 주도적 지위 확보를 목표로 화전 양면
1404

정책을 병행함.
 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베트남의 군사작전으로 인한 난민들의 태국 영토 유입, 반공세력인 손산파에
대한 타격 등에 따라 1985.2월 특별 ASEAN 외상회의를 개최하여 시아누크에 대한 무기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해 인도적 지원 이상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함.
 중국은 시아누크 연정에 대한 계속적인 무기 지원, 베트남 황폐화 정책의 유지 및 추종 세력인 크메르루주
지원 등을 계속함으로써 베트남과의 화해를 거부함.
 미국은 4.3. 시아누크 연정에 대한 5백만 달러의 원조 결정, 4.10. 군사원조 제공 방침 발표 등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베트남 병력의 캄보디아 철수 선결 이후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2. 인도차이나 공산 3국 외상의 1990년 시한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 병력 철수 발표 및 반응
 인도차이나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공산 3국 외상들은 1985.8.16. 제11차 외상회의를 통해 1990년까지
베트남 병력의 캄보디아로부터의 철수를 발표함.
 ASEAN 제국은 1979.11월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의거하여 베트남 병력의 무조건적인 완전 철수를 요구해 왔으나
베트남은 중국의 위협, 태국 등의 시아누크 연정에 대한 지원 중단 선결을 이유로 동 철수를 거부함.
 베트남은 다음과 같은 고려에 따라 상기 철수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과 월남전 실종 미군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이 진행 중임에 따라 대미 관계 개선에 활용함.
- 제40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함.
 동 철수 계획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평화와 안정이 저해될 경우 병력을 재주둔시킬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이해 당사자인 ASEAN, 중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표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연정 내 크메르루주 세력
제거 요구 등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캄푸챠 정세, 1985. 전2권. V.2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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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캄보디아(캄푸치아)의 대외 관계 관련 주요 동향임.
1. 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 외상회담(1985.2.11.)
 동 외상회의는 캄보디아 정세 관련 다음 공동성명을 발표함.

 캄보디아 연정에 대한 군사적 원조 요청은 ASEAN 제국이 기존의 인도적, 정치적 지원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각국별로 독자적인 군사적 원조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2.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 동남아 순방(1985.1.25.∼2.18.)
 캄보디아 사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분쟁 지역 및 동남아 이해 당사국들을
직접 순방하여 현지 실정을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베트남 방문 시 베트남군의 선철수가 문제 해결의 선결 요건이라는 태국의 입장을 전달한바, 베트남은
크메르루주를 제외한 캄보디아 연정세력과의 비밀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함.
 캄보디아 연정의 시아누크 수반 면담 시 월맹 측 제의를 전하였으나 시아누크 측은 연정 분열을 의도한
시도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3. 미국의 입장(1985.7.2. 주미대사 보고)
 베트남군의 철수가 선결되어야 하며 캄보디아 연정 내 비공산세력인 시아누크 및 손산파를 지원함.
 ASEAN 외상회의 요청에 따라 캄보디아 연정에 대해 500만 달러의 정치, 군사 원조를 시행 예정임.

4. 제40차 유엔 총회의 캄보디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1985.11.4.)
 ASEAN 제국 등 59개국은 캄보디아 내 외군 철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을 골자로 하는 결의
안을 제출함.
 동 결의안은 찬성 114, 반대 21(소련 등 공산국가), 기권 16의 표결 결과로 채택됨.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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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군의 1985.1월 대규모 군사작전 및 태국 영토 침범을 규탄하며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함.
- 베트남에 대해 대화에 의한 사태 해결을 촉구함.
- 유엔 사무총장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며 지속적인 노력 경주를 요청함.
- 캄보디아 연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요청함.

챠드 사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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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차드 정세에 관한 주유엔대표부 및 주카메룬, 가봉, 프랑스대사관 등 관련 공관의 보고
내용임.
1. 국내 정세
 Habre 대통령은 1985.3월 남부지방 순시 및 5월 중부 및 동부지방 순시를 통해 인종, 종교, 언어의 차별 없는
전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고 반대 파벌과 화해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동 순시로 동 대통령의 집권 기반이
1406

강화된 것으로 분석됨.
 Habre 대통령은 6.7. 수도 Njamena 탈환 3주년 기념식에서 리비아의 차드 북부지역 점령을 비난하고 국토 회복
및 국민 단결을 위해 모든 반대 세력과의 대화를 제의함.
 차드는 계속된 한발, 프랑스 및 자이르 병력 철수 이후 반란세력 평정을 위한 군비 지출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유일한 재원인 면화의 흉작과 목축업의 퇴조로 정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와 남부 반군 간의 9.4. 협상의 결과로 1,200여 명의 남부 반군이 투항하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했던 약 15,000명의 차드 난민이 귀환함으로써 Habre 정부의 대화정책이 결실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나
이로 인한 심각한 식량 및 주거 문제가 대두됨.

2. 대외 관계 및 국제적 동향
 차드 정부는 1985.1.30. 리비아의 북부지역 점령 및 요인 암살 미수 사건 규탄을 위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동 회의에서 리비아의 행위를 비난한바, 리비아 측의 부인 및 반박으로 정회됨.
 프랑스는 4.25. Dumas 외상의 리비아 방문, 10월 Nucci 대외협력상 및 Penne 대통령 보좌관의 차드 방문을
통해 리비아 병력의 철수 및 차드 내전 종식을 위한 중재를 시도한바,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86년 총선을
앞두고 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중재 노력 이상의 개입을 자제함.
 가봉 Bongo 대통령의 중재로 11.11. 차드 정부와 반군 세력의 일파인 GUNT 간에 차드 내 모든 정파 간의 대화를
통한 국민통합 달성 및 정치적 망명자에 대한 사면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이 가봉에서 서명됨에 따라 향후
반군 세력을 포함하는 연정 수립 가능성의 기초를 마련함.

칠레 국내정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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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칠레 좌익 민주국민운동(MDP)의 Almeyda 회장이 1984.2.5. 동 단체의 전국대회 연설을 통해 현행
헌법 폐지, 총선거 실시, 정보부 폐지 및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여 투옥된 것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가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외무성은 2.21. 프랑스대사를 초치하고 내정 간섭에 대한 불만을 전달함.
2. 스웨덴 외상의 1983.11.11. 동국 의회에서의 칠레 반정부 세력에 대한 재정 지원 시인 발언과 관련하여
외무성은 2.23. 스웨덴대사를 초치하여 불만을 전달한바, 동 대사는 스웨덴의 지원은 반정부 단체에

3. 칠레 정부는 1984.1.16. 이후 교황청대사관에 피신 중인 4명의 테러 용의자에 대해 교황청과의 협상을
거쳐 4.7. 안전통행증(Safe Conduct)을 발급하고 동 4인은 에콰도르로 출국한바, 교황청은 동 협상
과정에서 칠레 내 가톨릭 세력 및 국제 여론을 활용하는 한편 특사 파견 등의 노력을 경주함.
4. Pinochet 대통령은 1984.3.11. 대중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 등 국내 정치 문제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함.
 군사평의회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검토할 예정임.
 반정부 세력에 의한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교황청대사관에 피신 중인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안전통행증 발급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
 외국 정부의 칠레 국내 문제 간섭을 배격함.
 기업의 부채 경감을 위한 이자 인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5. 칠레 외무성은 1984.3.30. 프랑스대사관의 칠레 좌경 테러리스트에 대한 해외도피 지원설을 보도한
3월 프랑스 Le Figaro지 기사와 관련하여 프랑스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는 한편 4.2. 관련 부영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48시간 내 출국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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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이 아니며 국제기구에서 선정한 개인에 대한 인도적 성격의 재정 지원이라는 입장을 전달함.

카나다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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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Mulroney 수상의 진보보수당은 1984.9월 출범 이후 고용 증대, 재정적자 감축, 여성지위 향상,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해외투자권장법안 제정, 미국의 대캐나다 투자 장려 시책, 2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고용 창출 계획 입안 등의 조치를 시행함.
 특히, 36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긴축재정 계획서를 발표하는 한편, 국영기업체의
민영화, 국영방송 등 공기업 예산 삭감, 재외공관 감축, 정부 각 부처의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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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음.

2. 대외 정책
 Mulroney 수상은 1985.2.1.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요 대외정책 방향을 천명함.

- 군축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 및 SDI(전략방위계획) 개발을 지지함.
- 미국의 NORAD(북미 대공방위 사령부) 체제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방위 및 주권 보전을 위해
적절한 범위의 책임을 분담할 예정임.
- 동·서 관계에 있어 민주주의 및 집단적 안보 수호의 측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임.
 미국과의 분야별 자유무역 정책 협상과 함께 1984.12월 Clark 외상의 일본 방문 이후 대일본 수출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84년 제8차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한국과의 무역 확대를 추진 중임.

3. Quebec 주 관련 사항
 Quebec 주 수상은 1985.5.17. 연방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Quebec 주민의 자치권 확대 등을 포함하는 권한
분할의 명시, 연방대법원 판사 중 3명 임명권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함.
 12.2. Quebec 주 총선에서 야당인 자유당이 총 의석 122석 중 99석을 확보하여 승리한바, 동 선거 결과는 집
권 Quebec 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발과 함께 연방정부의 조건부 예산지원 정책 및 주정부 사업에 대한 통
제 등에 대한 주정부의 미흡한 대처, 경기 침체, 실업 증가 등에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중공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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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도 중국(구 중공) 정세에 관한 주홍콩총영사관 및 주미국, 일본대사관과 중남미 주재
관련 공관들의 보고 내용임.
1. 중국 외교부가 1985.1.9. 기자회견 시 발표한 대외정책 요지
 베트남은 중국 및 태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베트남의 동 군사행위를 강력히 규탄함.
 미·소련 간의 제네바 군축협상 재개를 환영하며 진지한 협상 노력을 기대함.
 Arkhipov 소련 부수상의 중국 방문 시 3개의 경제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양국 간 경제 관계 증진이 중국의

 조자양 수상이 영국 및 독일을 방문할 예정임.

2. 이선념 국가주석의 1985.2.20. 발표 내용
 적극적인 경제, 과학, 기술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제7차 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중국의 통일을 위해 대만(구 자유중국) 국민당 지도자들이 명철한 결정을 통해 양안 대치 상태를 조속히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함.
 베트남은 중국 국경에 대한 침범을 계속 중인바, 중국군은 동 침범을 섬멸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3. 중남미 국가들의 중국과의 수교 동향
 볼리비아(1985.7.9.), 그레나다(10.2.), 니카라과(12.7.) 등 3개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1월 최초로
중국을 방문한 우루과이 의회대표단은 1년 내 중국과의 수교 가능성을 시사함.
 조자양 수상의 10월 중남미 4국 순방을 전후한 상기 수교는 중국의 대중남미 영향력 및 지위 강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루과이와의 수교 실현 시 동 지역에서는 파라과이가 대만의 유일한 수교국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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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 대한 기본 입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양국 간 중요한 장애 요인이 내재함.
 미국 합참의장이 85년 중 방문하여 국방장관, 군 참모총장 등과 군사협력에 관해 협의 예정임.

중앙아프리카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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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Kolingba 대통령은 국방상 및 군 참모총장을 겸임하면서 군부 내 정권 경쟁 세력을 퇴진시키는 한편,
1985.9.21. 칙령을 통해 국가재건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형식상의 군민혼성 내각을 구성하여 자신의 전권행사
체제를 공고히 함.
 동 대통령은 신정당 설립 추진 허용, 3∼5년 내 신헌법 채택, 국회 및 사법부 부활 등의 정치일정 계획 수립을
시사하고 있으나 반대 세력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로 당분간 동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 집권당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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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정세
 동 대통령이 1981.9월 집권 이후 추진 중인 경제개발 계획은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식량 자급자족, 긴축정책
시행 및 GDP 1.62% 성장 등 전반적으로 성과를 이루고 있음.
 연평균 경제성장률 3%, 국민 생활수준 향상, 생산설비 투자확대 및 균형 재정수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을 86년부터 시행 예정임.
 주종 수출품목인 면화, 커피, 목재, 다이아몬드 및 금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안정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대, 관광산업 활성화가 예상됨.

3. 대외 관계
 비동맹 정책을 표방하면서 프랑스와의 전통적 유대관계 및 친서방 온건 정책을 유지함.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모든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내륙국이라는 지리적인 한계
극복을 위해 인근 제국과의 우호 협력, OAU(아프리카단결기구), UDEAC(중부아프리카관세동맹) 등 지역
기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4. 한국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립 및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견지하며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임.
 최근 한국 입장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태도 표명은 유보함.

사이프러스 사태,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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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러스의 그리스계 및 터키계 간의 분쟁과 관련한 1985년 주요 정세 동향임.
1. 유엔 사무총장 중재 3자회담 개최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 중재에 따른 Kypriano 대통령, Denktash 터키계 대통령 간의 3자회담이 1985.1.17.
∼20.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나 사이프러스에 주둔 중인 터키군의 철수 일정, 영토획정 문제, 주민들의 이전,
정착 및 재산권 등 3개의 기본적 권리 보장 문제 및 연방공화국 수립을 위한 국제적인 보장 문제 등 주요

주민투표 시행 및 총선거 실시 계획을 발표함.

2. 북부 터키계의 헌법안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1985.5.5. 투표 결과 70.2%의 찬성으로 헌법안이 채택된바, 그리스와 사이프러스 정부는 동 주민투표 시행을
비난하고 유엔 사무총장 및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터키계의 조치에 대한 항의를 전달함.
 유엔 사무총장, EEC(구주경제공동체) 및 구주위원회는 5.6. 상기 국민투표에도 불구하고 현 Kypriano 정부가
사이프러스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함.

3. 북부 터키계의 대통령 선거 및 총선거 시행
 1985.6.9. 대통령선거 결과 83년 북부 사이프러스공화국을 수립하고 독립을 선언한 Denktash 대통령이 재선됨.
 EEC 및 미국은 6.10. 동 대통령선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북부 사이프러스공화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함.
 6.23. 총선으로 북부 공화국은 의회 제도를 기초로 한 독립국으로서의 형식을 마련하였으나 국제적인 승인을
확보하지 못함.

4. Kypriano 대통령 재선
 1985.12.8. 총선 결과 현 대통령이 재선됨.
 신정부는 유엔 결의에 입각한 터키군의 완전 철수 등 터키계에 대한 압박정책을 고수하고 협상에 있어서도
보다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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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동 3자회담 결과에 대해 양측은 상호 비난하는 입장을 표명한바, 터키계는 향후 별도의 헌법 제정을 위한

덴마크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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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SDI(전략방위구상) 반대 결의안 가결
 국회는 1985.3.26. 야당 사민당이 제안한 SDI 반대 결의안을 74:66으로 가결함.
 덴마크는 외기권 무기의 개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동 연구계획은 미국 및 소련이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ABM(요격미사일)협약에도 위배되지 않음을 근거로 동 구상에 찬성하고 3.26.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상
회의에서도 찬성 입장을 확인함.
 상기 국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으로 덴마크는 NATO 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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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ensen 외상 중국(구 중공) 방문
 Jensen 외상은 양국 간 수교 3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5.4.26.∼5.3. 중국을 방문함.
 동 방문 시 양측은 투자보장협정 및 2억5천만 크로네 규모의 대중국 개발차관 합의서에 서명함.

3. Schluter 수상의 1985.10.1. 국회 시정 연설 요지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실업 감소, 예산의 균형화, 국제수지 개선, 임금 향상, 수출 및 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사회 분야에 있어 불공정한 연금 제도 및 노후 복지제도 개선, 환경 보호, 개인의 인권보장 확대, 난민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덴마크 국민과 동등한 대우 보장에 주력할 것임.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유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EC(구주
공동체), 북구협력체제와의 협력을 통한 동서화해에 기여하고 군비 축소와 핵 위협의 제거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

도미니카공화국 정세, 1985

| 85-132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90 / 10 / 1~63(63p)

1. 국내 정세
 1986.5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분열 및 정부와 의회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나 미국과의 유대 관계,
민주적 정치체제 유지 및 도서국으로 쿠바, 니카라과 등 인근 좌경 국가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함에 따라
비교적으로 안정된 정국이 계속되고 있음.
 설탕 등 1차산품의 국제시장 가격 하락, 물가 앙등,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점 등으로 산발적인 파업이
계속되고 있음.

 정부는 IMF(구제통화기금)와의 4.6억 달러의 차관 상환교섭에 따라 긴축정책을 통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출 감소, 물가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설탕의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약 1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40%에 달하는 인플레율이 경제난을 가중시킴.

3. 대외 관계
 전통적인 친미, 친서방 정책을 기조로 실리 추구를 위한 외교 다변화 및 제3세계와의 협력 강화를 병행 추진
중임.
 1985.2월 중남미 채무국 외상회의 주최, CARICOM(카리브공동체) 및 Cartagena 그룹과의 협력 강화 등 역내
경제통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임.

4. 한국과의 관계
 긴축정책 시행에 따른 재외공관 감축 조치의 일환으로 1985.2.25. 한국을 포함한 영국, 스웨덴, 벨기에 주재
대사관 폐쇄를 결정하였으나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동국 내 친한 인사들의 반대에 따라 주한대사관 폐쇄
결정이 철회됨.
 기존의 우호관계를 기초로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바, 85년 중 주요 인사 교류 현황임.

- 박쌍용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 파견(5.26.∼29.)
- Camps 국무장관 방한(6.19.∼21.)
- 황낙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사절단 파견(9.8.∼11.)
-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 파견(1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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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동향

이집트 정세, 1985

| 85-132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5-90 / 11 / 1~113(113p)

1. 국내 정세
 Mubarak 대통령에 대한 군부의 견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통해 안정적인 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사정 악화와 회교 원리주의자들의 세력 확장이 정세 불안 요인으로 잠재함.
 Mubarak 대통령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1985.9.5. 경제 전문가의 수상 임명 등 다수 경제관계 각료를 교체하는
개각을 시행함.

1414

2. 경제 동향
 이집트는 350억 달러 상당의 외채 상환에 동국의 연간 원유 수입액에 상당하는 연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연 60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수지 적자, 고물가, 고실업, 해외 취업인력의 송금 감소 등의 경제난이 회교 원리
주의자들의 세력 확장의 요인으로 작용함,

3. 대외 관계
 미국은 이집트에 대한 최대 원조지원국으로 1985년 10.4억 달러의 원조를 시행한바, Mubarak 대통령은 9월
미국 방문 시 동 원조와 별도의 차관 이자율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이스라엘 병력의 레바논으로부터의 철수를 계기로 타바 국경지역 문제로 동결된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협상을 1월 개최하는 등 신축적인 대이스라엘 관계를 추진 중임.
 이스라엘 Weizman 정무장관은 4.16. Mubarak 대통령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
문제, 중동평화를 위한 구상 등을 협의함.

4.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경제적,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단계적인 관계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1973년 이래의
군사협력 관계를 기초로 한 북한과의 특수 관계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임.
 북한은 이집트의 주한 총영사관 설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엘살바도르 정세, 1985

| 85-132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90 / 12 / 1~82(82p)

1. 국내 정세
 Duarte 대통령은 1984.6월 취임 이후 좌익 게릴라와의 평화협상 추진, 극우단체의 테러행위 근절 및 미국의
군사지원을 통한 내전에서의 우위 확보를 통해 1985.3.31.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하는 성과를 달성함.
 동 총선 결과로 Duarte 대통령은 통치권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평화정착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을 중점
적으로 추진 중임.

2. 경제 정세
감소 등 경제난에 처해 있으며 50%에 달하는 실업률, 고 인플레 등으로 단기적인 경제상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내전으로 인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방위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며 미국과의 교역 및 미국의 경제, 군사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3. 대외 관계
 현 정부의 평화협상 추진, 테러 근절 개선 등 평화정착 지향 정책 및 인권상황 개선 노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엘살바도르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Duarte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미국은 1985년 경제원조 3.26억 달러, 군사원조 1.28억 달러를 지원하고 점차적인 원조지원 확대를 검토 중임.

4. 한국과의 관계
 신정부는 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계속 유지를 희망하는 한편,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 중임.
 철저한 반공 시책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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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계속되고 있는 내전의 장기화에 따른 커피, 면화 등 주요 농산물 생산 감소, 자본의 해외 도피, 교역량

이디오피아 정세, 1985

| 85-132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90 / 13 / 1~53(53p)

1. 국내 정세
 Mengistu 군사정부 수반은 1984.9월 군사 쿠데타 10주년을 계기로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표방하는 노동당을
창당하고 자신이 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이후 확고한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함.
 현 정권은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한 헌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동 헌법을 토대로 하여 1986.9월 혁명 12주년을
맞아 에티오피아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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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정세
 사유재산 몰수 등 극단적인 사회주의 시책으로 인해 경제 피폐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1984년 이래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나 한발에 따른 난민구호, 군사 부문의 과도한 지출 등으로
동 계획 추진이 난관에 봉착함.

3. 대외 관계
 비동맹정책을 표방하나 소련과의 우호협력조약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공산권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소련의 해군기지 등에 약 5천 명의 소련군 및 6천 명의 쿠바군이 주둔함.
 유엔 및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창설 회원국으로 OAU 사무국을 수도에 유치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함.

4. 한국과의 관계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남북한 대사관이 동시에 상주함.
 Mengistu 수반은 1983.10월 및 1985.11월 2차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바, 동 방문 시 북한은 2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지원을 약속함.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하여 친북한 입장을 표방함.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5.7월 Wolde 외상 면담 시 8월 동 외상의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제의한바, 에티오피아
측은 당 정치국의 분위기,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등을 이유로 동 제의를 수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함.

피지 정세, 1985

| 85-132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90 / 14 / 1~55(55p)

1. 국내 정세
 Mara 수상은 집권 여당의 의회 내 다수석 확보, 독립 이후 집권을 경험하지 못한 야당의 내분 등으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 중임.
 경제 난국 타개를 표방하고 1985.7월 창당된 노동당은 저소득층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바, 1987년 예정된
총선에서 기존 야당 세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정세

및 세력 기반 확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됨.

3. 대외 관계
 비동맹 중립정책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우호관계 강화를 기조로 함.
 영연방, 주변 도서국과의 유대 및 ANZUS(호주, 뉴질랜드, 미국 동맹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보장 체제를
유지하며 소련 등 공산세력의 남하를 경계함.
 Schultz 미 국무장관은 7월 피지를 방문하고 피지의 미 해군 함정 입항 재허용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의 안보협력 강화 문제를 협의함.

4. 한국과의 관계
 단독 수교국으로 국제기구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에 다음가는
경제대국으로 평가하여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희망함.
 손성필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1985.4월 피지 방문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피지 정부는 아웅산 테러 등
북한의 테러 행위를 이유로 동 방문을 불허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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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월 이후 2차에 걸친 태풍으로 4,3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초래됨.
 경기침체의 심화, 임금동결조치 시행, 84년 말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 등의 경제난은 노동당의 창당

핀란드 정세, 1985

| 85-132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90 / 15 / 1~135(135p)

1. 국내 정세
 현 연립정부는 연정 내 4개 정당 모두 1987년 총선까지 현 연립정부 체제의 존속을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에
따라 안정적인 정국이 유지됨.
 공산당은 주택난 해결과 관련한 현 정부의 시책을 비난하고 고소득 기업의 소득세를 인상하여 주택자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정부 불신임 결의안을 1985.3.19. 제출하였으나 110:28로 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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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정세
 정부의 긴축재정 시행으로 84년 재정 적자 폭 감소에 성공하는 한편 금융 고이자 정책 채택에 따른 외국
자본의 유입 및 외화 보유고 축적으로 1985.4월 외환 보유고는 3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함.
 경제성장 추세의 지속, 인플레율 하락 등으로 경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됨.

3. 대외 관계
 북구 제국 간의 협력,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및 자유경제 체제와의 협력을 통한 동서화해, 소련과의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에 의거한 선린관계 유지를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함.
 노르웨이 및 덴마크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북구 비핵화지대 설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함.
 유럽 내 교역 확대 시책에 따라 11.4. EFTA(유럽자유무역연맹)에 가입함.
 후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강화 정책을 채택하여 85년 GNP의 0.4%에 달하는 동 원조금액을 89년 0.7%로
증액하는 계획을 추진함.

4. 한국과의 관계
 남·북한에 대한 엄정 중립 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확대를 희망하며 1985.6.1. 주한
상주대사 임명을 결정함.
 1983.4월 유재환 북한대사 추방 조치, 1984.10월 이후 북한의 핀란드에 대한 부채상환 불이행 등으로 사실상
북한과의 관계 동결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프랑스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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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사회당 정부는 1981.5월 미테랑 대통령 당선 이후 계속된 경제정책의 실패로 집권 초기의 국민적인 지지를
점차적으로 상실해 온바, 1985.3월 지방의회 선거에서 25%의 지지만을 확보함에 따라 1986.3월 예정된 총선
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미테랑 대통령은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평등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정을 추진 중이나 국유화 등
주요정책에 대한 우파 야당의 반발, 실업자 증가, 국제수지 악화 및 좌파 정부 내 공산당의 이탈 등 경제, 사회
분야의 문제점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가 약화됨.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의 국유화, 사회보장제도 개선, 근로자의 지위 향상, 외환 통제 등 주요
시책이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Fabius 신임 수상 주도의 산업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은
부분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첨단기술 개발, 직업교육 강화, 산업구조 개편, 투자 촉진, 긴축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 중으로 1985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 국제수지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3. 대외 관계
 미테랑 대통령은 1985.4.28. TV 회견을 통해 5월 Bonn에서 개최 예정인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미, 영, 일본 등이
미국의 SDI(전략방위계획)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전통적인 독자적 핵 억지력을 통한
방위 및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SDI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Gorbachev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5.10.2.∼5. 프랑스를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동서화해, 군비축소 및
미국의 SDI 계획에 관해 협의함.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실험에 대한 호주, 뉴질랜드의 강경한 반발에 따라 프랑스는 1985.11월 이후 지하
핵실험 방식으로의 전환을 발표함.

4. 한국과의 관계
 사회당 정부는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이념을 명분으로 1984년 북한 승인 방침을 고려하였으나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12월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를 일반대표부로 개칭하는 조치만을 결정함.
 상기 결정 이후 프랑스는 남북한 양측이 공히 동의하지 않는 외교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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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봉고 대통령은 강력한 대통령제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현대화 및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 중임.
 동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따른 부의 편재, 부정부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야당, 반대세력의 부재로 당분간 현 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1985.5.15. 공수부대 사령관 주도의 쿠데타 기도가 사전에 적발되어 동 주모자들이 8.11. 공개 처형됨.
1420

2. 경제 정세
 세입의 55%를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국제 원유시세 및 달러화의 하락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로 85년 4/4분기부터 각종 신규 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등 긴축정책을 추진함.
 산유국으로 인근 국가들에 비해 높은 국민소득 수준을 향유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로
부터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약 20만 명의 구직 인구가 각종 하급 업종에 종사 중으로 치안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됨.

3. 대외 관계
 봉고 대통령은 국내 정치 안정 및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역내 지도자로서의 역할 부각을 위해 노력하며,
1985.12.18. UDEAC(중부아프리카 관세 및 경제동맹) 회의를 가봉에서 주최함.
 구 식민종주국인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봉고 대통령의 1당 독재체제를 비판하여 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소원하였으나 1984.12월 봉고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 및 1985.12월 프랑스 불어권 정상회담 참석 등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회복함.

4. 한국과의 관계
 가봉은 전통적으로 친한 입장을 견지해 온바, 특히 봉고 대통령의 1984.9월 공식 방한 이후 가봉은 1985.9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및 10월 제40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9.11. 가봉을 방문하였으나 가봉 측은 공식적인 접촉을 기피함.

독일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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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집권 CDU(기민당)은 1985.3.20. 전당대회에서 현 당수인 Kohl 수상이 91.7%의 지지로 당수로 재선된 이후 87년
총선에 대비한 당의 결속을 강화함.
 야당 사민당(SPD)의 Rau 수상 후보는 10.15. 회견을 통해 87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할 경우 안보 및 사회
보장 정책의 변화를 언명하고 미국 주도의 SDI(전략방위계획) 참여 반대, 실업수당의 원상회복을 공약함.

2. 동·서독 관계
해임하는 한편, 동독에 대해 동 사건이 양독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며, 야당 SPD의 내무상
해임 결의안은 의회에서 부결됨.
 동독은 호네커 의장의 서독 방문을 미·소 정상회담 이후인 12월로 연기함.

3. 대외 관계
 영·독 정례 정상회담이 1985.1.18. 본에서 개최된바, 양측은 Warsaw 동맹에 대한 대처, 미·소 협상 재개에
따른 동·서 관계 개선 및 EC(구주공동체)의 장래 등을 협의함.
 Fabius 프랑스 수상은 2.4. 서독을 방문하고 테러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 수립에 합의하고 6월 EC 이사회에서
토의될 예정인 유럽 연맹 추진 계획에 대한 대책을 협의함.
 SPD의 Brandt 당수는 5.27. 소련을 방문하고 Gorbachev 당서기장과 군축 문제 및 동·서 관계에 관해
협의한바, 소련 측은 미국의 SDI 구상과 관련한 SPD의 반대 입장에 지지를 표명함.
 조자양 중국(구 중공) 수상은 6.8. 서독을 방문하고 경제협력 관련 제반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양국 간의
교역 확대 추진에 합의함.
 Bush 미국 부통령은 6.25. 서독을 방문하고 양국은 미국의 SDI 구상에 대한 서독의 참여 문제,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함.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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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실 여비서의 1985.8월 동독으로의 망명 등 동독 간첩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Kohl 수상은 8.29. 정보부장을

가나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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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세
 WB(세계은행)는 1985.5.2. 가나의 경제회복 진행 과정 및 경제산업 각 분야의 사업계획의 진척 여부에 대한
성과 검토 결과를 조건부로 2.5억 달러의 무이자 차관 승인을 발표함.
 가나 정부는 1983년부터 추진 중인 제1차 경제개발 4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 조달, 생산성 제고, 자원
개발, 고용 증대 및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법을 7.17. 공표함.

1422

2. 대외 관계
 호주 정부는 1985.1.14. 가나의 정치발전 과정 및 경제발전 현황 등을 감안하여 1957년 개설한 주가나대사관의
폐쇄를 발표한바, 동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가나 정부는 5.31. 호주 주재 대사관의 폐쇄를 발표함.
 Rawlings 수반은 2.12. 알제리를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알제리의 가나에 대한 차관 형식의 원유공급,
목재개발 등 가나 경제회복 사업에 대한 알제리의 참여에 합의하고 양국 정상은 나미비아 독립, PLO(팔레스
타인해방기구)의 참가를 통한 중동문제 해결 및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를 촉구함.
 Rawlings 수반은 9.16.∼21. 중국(구 중공)을 방문하고 중국의 가나 관개수리사업 협력 제공 및 가나 국립문화
극장 건설을 위한 1천만 달러의 무이자 차관 제공에 합의하는 경제협력 의정서를 체결함.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원수는 12.9. 가나 방문 시 가나에 대한 원유 공급을 약속하고 양국은 다음 요지의 공동
성명을 발표함.

-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연대 투쟁을 강화함.
-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철폐 및 나미비아의 독립을 촉구하며 미국의 앙골라 반군에 대한 지원을 규탄함.
- 이스라엘의 아랍지역 점령을 규탄하며 중동평화 정착을 위한 아프리카-아랍제국 간의 협력 강화를
촉구함.
- 비동맹운동을 지지하며 신국제경제질서 수립 및 남남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함.

기니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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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aore 전 수상 주도의 쿠데타 기도 실패
 Traore 전 수상(대령, 현 교육상)은 Conte 대통령이 토고 개최 ECOWAS(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정상회담
참석 중인 1985.7.6.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정변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반대 및 Conte 대통령을 추종하는
군부의 개입으로 3시간 만에 진압되고 Traore 전 수상은 체포됨.

 쿠데타 진압으로 군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Conte 현 대통령의 집권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정세
 Clausen 세계은행 총재는 1985.6월 기니를 방문하고 수도권 전력 배전망 개선을 위한 8백만 달러의 차관
협정에 서명하고 화폐 평가절하 계획을 협의함.
 기니 정부는 12.23. 국립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 업무의 전면 중단 조치 등 경제, 통화개혁 조치를 발표한바,
동 후속조치로 1,500%에 달하는 화폐 평가절하 조치 시행이 예상됨.

3. 한국과의 관계
 정부는 1984.3월 Toure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대기니 관계개선 및 수교를 적극 추진함.
 기니 측은 선 경협, 후 수교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정부는 1985년 중 50만 달러 규모의 국산 기자재 원조를
결정함.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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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3월 Toure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Conte 현 대통령은 국가재건군
사위원회 의장으로 취임 후 국명을 인민공화국에서 공화국으로 개칭하는 등 친서방 입장을 채택하는
한편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함.
- 신정부 초기 수상에 임명된 Traore 대령은 실권자로 부상한 바 있으나 Conte 대통령은 1984.12월 수상
직제를 폐지하고 Traore 전 수상을 교육상에 임명한바, Traore 대령은 동 조치에 불만을 품고 현 정부의
친서방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협의하에 동 쿠데타를 주도함.

그리스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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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의회는 1985.3.29. 사회당 계열의 Sartzetakis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6.2. 총선에서 Papandreou
수상 주도의 사회당이 의회 의석 300석 중 162석을 확보하여 7.25. 사회당 주도의 제2기 Papandreou 내각이
출범함.
 동 수상은 취임 이후 복지국가 건설, 공공분야, 보건, 교육 및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대기업에 불리한
사회주의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함.
1424

2. 경제 정세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로 신정부는 1985.10.11.자로 15%의 화폐 평가절하 및 향후 2년간 임금 인상
동결조치를 발표함.
 동 조치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과 시위가 계속되는 한편 전기, 수도, 유류대금 인상 및 약 20%에 달하는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됨.

3. 대외 관계
 Papandreou 수상은 집권 1기 4년간 미국 미사일의 유럽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국 및 NATO(북대서양조
약기구) 동맹국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바, 향후 88년까지 미군 기지 철수 실현, 그리스의 NATO 탈퇴
공약 등에 비추어 서방과의 소원한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동 수상은 터키군의 사이프러스 북부로부터의 완전한 철수 선결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사이프러스 분쟁
해결 및 터키와의 관계개선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함.
 Papoulias 외상은 1985.10.15. 기자회견 시 12월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계획을 밝히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을 언급한바,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제상황 타개를 위한 미국과의 경제, 통상 협력을 의도한
것으로 분석됨.

4. 한국과의 관계
 그리스 외상은 공산당의 대북한 수교 촉구 서한에 대한 1985.10.15. 회신을 통해 수교는 시기상조로 북한의
통상대표부 설치에는 이의가 없음을 답변함.
 황장엽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11.9.∼15. 그리스를 방문하고 공산당 간부와 회담함.

기니비사우 정세,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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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1980.11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Vieira 대통령은 1984.5.17.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정협의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1인 통치 체제를 강화함.
 동 대통령은 3월 총선 실시 및 민정 이양 계획을 공약한 바 있으나 동 일정 추진이 지연됨.

2. 부통령 주도의 쿠데타 실패
 Correia 부통령 겸 법무상은 1985.11.5. 현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 및 경제 회생을 명분으로 Vieira 대통령 축출을

계획을 준비함.
 상기 정변 음모 혐의로 부통령 및 일부 각료, 군 장교 등 20여 명이 체포되고 향후 민정이양 일정의 지연과 함께
현 대통령의 1인 통치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3. 국제 관계
 Vieira 대통령은 1985.3.7. 기니를 방문하고 Cont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수역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석유 탐사계획의 공동 추진에 합의함.
 Vieira 대통령은 3.12. 세네갈을 방문하고 Diouf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수역분쟁 문제를 제네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함.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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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동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함.
 동 쿠데타는 사실상 정권 내의 권력 투쟁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동세력은 84년부터 Vieira 대통령 암살 등의

과테말라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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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31년간의 군정 종식을 위하여 1985.11.3. 제1차 대통령 선거에 이어 12.8. 시행된 2차 선거에서 진보적 중도
성향의 Cerezo 기민당 후보가 68.37%의 득표로 당선됨.
 동 결과에 대해 Victores 군사정부 수반은 12.10. 동 선거가 공명하게 실시되었음을 환영하고 신정부에 대한
군부의 정치개입 배제 및 민선 대통령의 권한 존중을 언명함.
 장기간에 걸친 군사정권 체제의 청산 문제, 침체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민선정부의 향후 성공은 군부와
1426

의 원만한 관계 유지 여부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정세
 과테말라 정부는 1985.4.10. 재정 악화 해결을 목적으로 각종 증세를 골자로 하는 긴급 재정 및 금융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정계, 재계, 일반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 및 민심 동요에 따른 쿠데타설까지 유포됨에 따라 4.22.
동 조치를 철회함.
 재정적자의 누적, 정정불안에 따른 자본의 해외 도피, 연 50%에 달하는 인플레, 40%의 고실업률, 24억 달러의
외채상환 문제 등의 경제문제 해결이 신 민선정부의 최우선 과제인바, 미국, 구주공동체 등 서방제국은 12월
대통령 선거의 공명한 실시 및 민정 이양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에 따라 과테말라에 대한 경제 지원 및
투자 확대를 추진 중으로 향후 동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 관계
 Cerezo 대통령은 기존의 친미, 친서방, 반공 및 친한 정책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신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중미지역 통합, 중미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역내 협력 강화 및 중미 사태에 대한
중립 입장 견지를 천명함.

가이아나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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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21년간 독재 정권을 유지해 온 Barnham 대통령이 1985.8.6. 수술 중 사망하여 Hoyte 부통령 겸 수상이
대통령직을 승계함.
 12.9. 실시된 총선에서 Hoyte 대통령 서리의 PNC(인민회의 당)가 의회 내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동인이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피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제반 시책 추진을 언명함.
 경제 상황 악화와 함께 저변에 내재한 흑인과 인도 아시안계 국민 간의 갈등이 최근 표면화되어 정세 불안
요인이 됨.

 가이아나는 중남미 최빈국 중의 하나로 광물 등 천연자원 및 농산물의 수출 부진, 13억 달러의 외채 연체에
따른 IMF의 신규차관 지원 중단 등의 경제난에 처해 있음.
 대부분의 대외 교역이 공산권 및 쿠바 등과의 구상무역에 의한 교환 형식으로 행해지며 서방의 원조는 전무한
상황으로 공산권으로부터의 원조, 지원도 미미한 상태임.

3. 대외 관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관계 강화를 기조로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자본주의 및 친공산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함.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동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4. 한국과의 관계
 Barnham 전 대통령은 친북한 일변도의 대한반도 정책을 고수하며 1978년 및 83년 2차에 걸쳐 북한을 방문
한바, 78년 이래 한국 겸임대사의 신임장 접수를 회피함.
 신정부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점진적인 대서방 경제 접근을
모색 중인바, 한국 정부는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동국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검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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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장래 실무대책반,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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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홍콩 장래에 관한 영국과 중국(구 중공) 간의 협상이 1984년 중 타결되는 한편 97년
이후 홍콩이 중국에 귀속될 예정임에 따라 장래 주홍콩총영사관의 지위 존속, 한국의 이익 보호
및 중국에 대한 진출 방안과 관련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외무부 아주국장을 반장으로 관계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1984.12.1.∼1985.6.30. 운영함.
1. 중점 검토 사항
1428

 대중국 진출의 관문, 교역 중개지, 한국의 제3위 수출시장(1983년 807백만 달러 수출) 및 75개 한국 상사 주
재지로서 홍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97년 중국 귀속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동 귀속 이후 투자 및 무
역환경에 대해 검토함.
 중국은 최소한 한국의 무역대표부 지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대중국 관계 증진 추이에 따라 한국
공관의 지위와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한·중 간의 관계 개선 미실현
상황 하에서 과도기 중 북한의 홍콩 진출 강화에 따른 외교, 경제, 교민 등 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함.

2. 대책 방안
 홍콩 내 한국의 지위 강화를 위해 기득권을 최대로 확보, 행사하는 한편 총영사관의 존속을 위해 노력을
경주함.
 홍콩을 대중국 진출 거점으로 확보하여 중국과의 수교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북한의 활동에 대처함.
 홍콩의 지위 협상 당사국인 영국과 한국의 장래 지위 및 이익 보호에 관한 측면지원 확보를 위한 외교적 교섭을
시행하며 미국 등 우방국과 관련 정보 교환 및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함.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홍콩과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교류 강화 및 홍콩정청 고위인사 방한 초청, 실업인,
경제사회 단체 간의 교류를 확대함.
 교민 및 체류자(1983년 말 현재 교포 447명, 체류자 1,993명)들의 지위와 신분보장 대책을 강구하며 홍콩 내
한국의 위상 강화의 측면에서 코리아센터 건물의 신규 구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함.

3. 현지 조사단 파견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을 단장으로 1985.6.25.∼7.2. 홍콩 및 마카오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상기 대책 시행을
위한 현지 실정을 파악함.
 현지에서 중국 신화사 통신 홍콩지사 책임자, 마카오 총독대리 및 마카오 주재 중국대표 등을 면담함.

온두라스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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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1985.11.24.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중도우익 성향의 자유당의 Hoyo 후보가 51%의 득표로 동국 최초의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됨.
 동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에서 절대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동시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당이 의회 의석 132석 중 62석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경제위기 등 전 정권하에서 누적되어 온 제반 문제점 해소와 함께 야당과의 타협을 통한 국정 운영이 향후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됨.

 니카라과와의 국경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정정 불안, 자본의 해외도피, 커피, 바나나 등 수출 주종 농산품의
생산 감소, 중미지역 역내 교역 침체 등으로 경제난이 계속됨.
 정부는 경제 활성화, 투자 촉진을 위해 미국, 아르헨티나, 대만(구 자유중국), IMF(국제통화기금) 등과 차관도입
교섭을 추진 중이며, IMF 측이 제시하고 있는 평가절하, 공공지출 감축 등의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됨.

3. 대외 관계
 Hoyo 대통령의 신정부도 기존의 친미 반공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
 Gordova 전 대통령은 1985.5.20.∼23. 미국을 방문하고 니카라과와의 국경 충돌과 관련한 미국의 군사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지원에 따라 온두라스에 주둔 중인 1만여 명의 Contra 반군의 지위 관련 문제를 협의
하고 Reagan 대통령에게 경제원조 13억 달러, 군사원조 4억 달러 등을 요청한바, 미국은 온두라스 영토 보전을
위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원조 문제에 관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함.
 Barnica 외상은 6.10.∼13.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의 농, 어업 및 전력개발 부문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호관계
증진 입장을 전달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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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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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서남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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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 / 4 / 1~248(248p)

1. 국내 정세
 1984.10월 총선에서 압승한 간디 신정부는 정부 개혁, 행정체제 개편을 통하여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제반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Punjab 및 Assam 지역문제의 해결을 통한 정세 안정을 위해 노력
중임.
 동 수상은 1985.8.15. Assam 협정 체결 및 9.25. Punjab 지역의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
하고 9.25. 자신이 국방장관을 겸직하는 대폭적인 개각 및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강력한 지도체제를
1430

구축함.

2. 경제 정세
 신정부의 경제자유화 조치로 투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한편 풍작에 따른 농업 생산 증가, 농산물
및 공산품 수출의 호조로 경제 안정세가 유지됨.
 1985년을 시점으로 한 IMF(국제통화기금) 차관 30억 달러에 대한 상환개시 및 장기 공공차관의 감소 추세로
당분간 국제수지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신정부는 1985.11월 투자 확대, 연 평균 5%의 경제성장률 달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인력, 농업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제7차 경재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착수함.

3. 대외 관계
 1985.1월 핵군축 6개국 정상회담, 4월 비동맹 특별 외상회담 및 비동맹 여성회의 주최를 통해 인도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와 함께 비동맹 주도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모색함.
 간디 수상은 3월 체르넨코 소련 서기장의 장례식 참석에 이어 고르바초프 초청으로 5월 소련을 재차 방문하
여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함.
 간디 수상은 6.11.∼16. 미국을 방문하고 통상, 기술, 문화 분야의 관계 증진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
정부 및 국민들에 대해 인도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함.
 간디 신정부는 중국과의 긴장 해소 및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1.4.∼11. 뉴델리에서 제6차 외무
차관급 국경회담을 개최한바,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으나 양국 공히 향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됨.

인도네시아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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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정세
 수하르토 대통령은 1984년 하반기에 격화된 반정부 소요, 테러 및 방화 등의 사태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면서
1987년 총선 및 1988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통한 계속적인 집권을 목표로 노력함.
 동 대통령은 1인 중심체제 강화를 위해 집권당 정예 당원 800만 명 확보, 각 사회, 종교단체 내 정부 지지
기반 조성 및 군부 개혁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식인 계층, 좌경 세력, 분리주의자, 극단 회교세력
등의 반정부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1984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원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 경감, 비원유 부문 육성 지원, 대체
에너지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원유시장 악화에 대비한 국제수지 개선책 마련을 위해 동구권과의 교역 확대, 미국 등 서방 제국에 대한
투자유치단 파견 등의 활동을 강화함.

3. 대외 관계
 자주, 비동맹 중립정책을 기조로 ASEAN(동남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한 역내 협력 추진, 대서방 우호관계
강화 및 소련, 동구권과의 교역 증진을 통한 관계 개선을 추구함.
 유엔 사무총장 참석하에 아시아·아프리카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를 1985.4.24. 주최하여 비동맹 및
개도국의 주요 지도적 국가로서의 지위를 과시함.
 중국(구 중공)의 65년 인도네시아 공산당 주도의 쿠데타 지원을 이유로 67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한바,
1985.7.5. 중국과의 직교역 합의서 서명을 통해 국교 재개의 기반을 마련함.

4. 한국과의 관계
 남·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를 지지함.
 미군 및 유엔군의 한국 내 주둔은 한국의 주권적 안보 사안으로 인정하며 북한의 과격성을 경계함.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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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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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후세인 대통령은 1985.2.13. 친이란 시아파 과격주의자, 친시리아 반정부 단체, 쿠르드 무장 게릴라 및 공산당
원에 대한 형식적인 사면령을 발표하였으나 반정부 활동은 오히려 격화되는 추세임.
 이라크 정부는 후세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숭배 강화와 함께 전 국민을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에 강제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하고 동 조치에 반대하거나 기피할 경우 생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1432

2. 경제 정세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1985년 중 60~90억 달러의 외채가 추가로 증액되었으며 85년 중 상환액은 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됨.
 1985.9월 사우디 송유관 1단계 공사 완공에 따른 원활한 원유 수출로 재정 압박이 해소되는 추세이며 85년 중
체결된 건설사업 규모는 84년 대비 30% 증액된 약 60억 달러 규모로 이라크 건설시장은 낙관적으로 평가됨.

3. 대외 관계
 이라크 정부는 조속한 대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 및 소련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란은
후세인 대통령 퇴진 시까지 전쟁 종식을 거부함에 따라 전쟁의 장기화가 전망됨.
 Aziz 부수상은 1985.10.9. 워싱턴 아랍연맹 7개국 외상회담 시 Schultz 미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대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역할을 강조한바, 미국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함.
 후세인 대통령은 12.16. 소련을 방문하고 대이란 전쟁의 조속한 종식 및 시리아, 리비아의 이란에 대한
지원 중지를 위한 소련의 영향력 행사와 함께 SS-12 미사일의 추가지원을 요청한바, 소련은 동 요청에 호의
적인 입장을 전달함.

이란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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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1985.8.16.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호메이니 등 성직자들의 지지를 배경으로 제4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Khamenei 현 대통령은 10.27. Musavi 수상을 재임명함.
 동 대통령은 9.4. 취임식에서 이라크와의 전쟁 계속 수행의지를 표명하고 원유 의존 경제정책의 지양, 실업과
인플레 해소, 각종 사회적 부조리 척결 및 회교 이념에 입각한 국가 건설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천명함.

2. 경제 정세
외환 수입은 175억 달러의 원유 세입을 포함하여 총 195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힘.
 이라크와의 전쟁 장기화, 민간 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Kharg도 등 원유 생산 시설에 대한
이라크군의 계속적인 공격에 따른 원유 생산 차질 등으로 경제난이 계속됨.

3. 대외 관계
 이란 외상은 1985.5.27. 외교단을 초치하여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 민간인 폭격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비난
하고 이란의 보복 및 확전 가능성을 경고함.
 이란 국회의장은 중국(구 중공) 방문 중 6.29.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 통상, 건설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음을 밝히고 미국과의 관계 재개 가능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 중단 등 일련의
조치가 선결되어야함을 강조함.
 이란 국회의장은 7.1.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 외상과의 회담 시 동 외상이 84년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페르시아
만의 안전항해 보장, 항만시설의 안전한 사용, 화학무기 사용 금지 등 3개 항목에 대해 이란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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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총재는 1985.11.13. 발표를 통해 이란의 외환 보유고가 85년 상반기 중 8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85년

이탈리아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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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Craxi 수상의 연립정부는 1985.5.12. 지방선거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고 6.9. 인플레 억제 및 임금 통제 관련
정부 제출 법령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승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강화하고 동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6.24. 대통령 선거에서 기민당의 Cossiga 후보가 당선됨.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Craxi 수상은 10.7. PLF(팔레스타인해방전선) 특공대에 의한 Achille Lauro 여객선
납치 사건과 관련한 유화정책 및 미국과의 이견이 정치 문제화되어 10.16. 내각 사퇴를 제출하였으나 10.31.
1434

대통령의 사퇴 반려 및 의회의 재신임으로 11.8. 제44차 Craxi 내각이 출범함.

2. 경제 정세
 Craxi 수상은 1985.6.9. 국민투표 결과로 임금 인상률을 9%로 동결하고 재정적자 감축, 인플레 억제 등
긴축정책과 함께 국제수지 균형을 통한 연 2.5%의 안정적인 성장 달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함.
 중국(구 중공), 소련, 동구권 및 알제리와의 교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무역구조에 따라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초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 관계
 Craxi 수상은 1985.3.6.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SDI(전략방위구상)는 ABM(탄도요격미사일)조약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대서양동맹국으로서의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함.
 나카소네 일본 수상은 7.16.∼18.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양국 간 교역, 경협 증진, 일본의 대이탈리아 투자
확대, 제3국 합작투자 및 정밀기술 분야 합작 및 공동 생산 추진에 합의함.
 1985.10월 여객선 납치 사건으로 미국과의 이견을 노정하였으나 10.24. Craxi 수상의 방미 및 Reagan 대통령
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함.
 여객선 납치사건 및 팔레스타인 강경 Abu Nidal 세력에 의한 12.27. 로마공항 테러 사건에 대한 대처와 관련하여
대중동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중동 제국과의 역사적 연고를 표방하고 중동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 협상에 대한 지원 입장을 견지함.

코트디브아르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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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Boigny 대통령은 1985.10.27.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99.9%의 지지로 재선되어 1960년 독립 이후 사실상
종신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

- 동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가진 상기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동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이 재확인됨.
 동 대통령이 80세의 고령으로서 후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 선거 이전인 10.11. 대통령 유고 시
국회의장이 대행토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하여 후계 문제와 관련한 권력 투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

2. 경제 정세
 총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이며,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 및 코코아의 생산 증대로 경제는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 간의 교통 연결망 확대, 농산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건설을 중점적으로 시행함.
 정부는 1985년 약 2.3억 달러 규모의 도로건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2억 달러의 융자
및 차관 확보 협정체결을 추진함.

3. 대외 관계
 Boigny 대통령은 1985.10월 당 전당대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전통적인 대외 중립주의 정책 견지 입장,
아프리카 국가 간의 유대와 단결 강화 필요성, 내정 불간섭 및 주권 존중 원칙을 강조함.
 제네바에서 12.17. 개최된 Boigny 대통령과 Perez 이스라엘 수상 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973년 중동전
발발에 따라 단절된 양국 간 외교관계 재개 및 1986.1월중 대사 상호 파견에 합의함.

- 이스라엘은 73년 외교관계 단절 이후에도 코트디브아르에 대한 대통령 경호 및 군사, 안보 분야의 지원을
계속해 옴.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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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유일 집권당의 단결을 확인함.

일본 정치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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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카소네 수상의 1985.1.25. 시정연설 요지
 민영화, 연금법 개정 등 그간의 행정, 재정 개혁 실적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 국립 철도회사, 세제 등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미·일 안보조약, 비핵 3원칙, 전수방위, 문민통제 등 방위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효율적인 자체 방위력
정비를 추진할 것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군비 축소,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아시아의 일원으로 한, 미, 중, 서구, ASEAN(동남아
1436

국가연합) 등 우방과의 유대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개도국,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
 소련과의 북방 영토 문제 해결, 평화조약 체결 등 상호 신뢰에 기초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 내수경기 확대, 시장 개방, 엔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자간 무역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전두환 대통령은 1984년 한국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바, 동 방문은 양국 간 선린,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획기적인 역사적 계기가 됨.

2. 제4차 나카소네 내각 출범
 1985.10.30. 취임 3주년을 맞은 나카소네 수상은 1986.6월 참의원 총선에 대비하여 1985.12.28. 내각 및 집권
자민당 집행부를 개편함으로써 제4차 나카소네 내각이 출범함.
 신임 내각은 아베 외상, 대장상, 방위청장관 등 주요 3각료 및 당 부총재 등 당4역을 유임시킴으로써 개편 전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정책의 계속적인 추진을 통한 나카소네 수상의 지도력과 정국의 안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아베 외상의 유임에 따라 신내각의 대외정책 기조 및 한·일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에 대한
기본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1986.5월 동경에서 개최 예정인 G7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를 위한 미국 및 서방 진영과의 결속 및 협력관계 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일본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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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카소네 수상 서독 공식 방문(1985.4.30.∼5.1.)
 Kohl 수상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은 1986.5월 동경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및 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조
및 G7 정상회담 의제 초안에 합의함.
 양국은 New Round(신무역협상)에 대비한 준비, 보호무역주의 경향 완화 및 공정한 무역체제 확립의 필요성에
공감함.

2. 중국(구 중공)과의 원자력협정 가서명(1985.7.5.)
내용으로 하는 동 협정에 가서명함.
 동 협정은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 목적으로의 제한 규정 및 제3국으로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국은 협정 위반 시 일본이 제공한 원자력 기기, 핵물질의 반환에 대한 일본의 반환
청구권 보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3. 나카소네 수상 프랑스 공식 방문(1985.7.13.∼16.)
 나카소네 수상은 최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동경 G7 정상회담 불참 가능성 언급 등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호의적 입장 확보를 위해 노력한바, 정상회담 시 동 대통령은 G7 회담 참석을 확인함.
 나카소네 수상은 프랑스 방문 중 일본·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 및 연 150억 프랑의 대일 무역 역조에
대한 프랑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본이 경제 선진국으로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하여 유럽 국가
들과의 정치, 안보,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강조함.

4. 정부 및 자민당의 대미 무역마찰 대책 회의(1985.9.27.)
 일본 무역사절단의 1985.10월 미국 방문 계획 및 미 정부, 의회 인사 면담에 대비한 대미 무역마찰 대책
회의에서 미국의 호의적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맥 등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여 해외 원조로 전환,
미국의 관심이 높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민생 안정 목적의 원조 강화 및 미국 석유제품의 긴급 수입 등의
방안을 협의함.
 나카소네 수상은 Reagan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대일 무역보복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미 의회와의 협조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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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에서 개최된 양국 간 원자력협정 체결 교섭에서 양국은 중국의 원자력 평화이용을 위한 일본의 협력을

자메이카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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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야당은 현 Seaga 수상이 1983년 부정선거에서 선출되었음을 주장하며 1985년 중 조기 총선 실시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 수렴 및 군중 집회 등을 계속 중이며 현 정부의 긴축정책 및 물가고 등 경제난이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 요소로 잠재함.
 자메이카 6대 노조는 1985.6.24. 물가고, 저임금 및 정부의 감원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을 개시한바,
1주일간 계속된 동 사태는 1939년 총파업의 규모를 능가하는 자메이카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Seaga 수
1438

상이 동 파업을 반정부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가담 인사에 대한 징계 등의 강경책을 발표함으로써 종식됨.

2. 경제 정세
 정부의 경제구조 개편 조치에도 불구하고 1984년 30%의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2%의 경제 성장률, 30%의
실업률 및 4.8억 달러의 외채상환 부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됨.
 수출의 1차 산품 의존도가 과대하게 높고 84년 총 무역액 중 대미 수출이 35%, 수입이 40%를 점유하는 등
대미 편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85년 약 5억 달러의 수입초과가 예상됨.

3. 대외 관계
 비동맹 중립, 남남협력 강화 및 OAS(미주기구) 회원국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및 결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1985.2.25. 카리브 지역 영연방 16개국 및 캐나다 수상이 참석한 카리브 영연방 정상회담을 주최함.
 Seaga 수상은 10월 카리브 지역 비사회주의 정당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CPU(카리브정치연합)
결성을 제안함.

라이베리아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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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Doe 국가원수는 5년간의 군정 종식, 민정 이양, 3권 분립 및 복수정당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신헌법 규정에
따라 1985.9.2. 4개 정당을 합법화하고 10.15. 대통령 및 의회 총선을 실시함.
 10.15. 대통령 선거에서 Doe 국가원수는 13개 주 중에서 10개 주의 지지를 확보하여 제2 공화국 초대 대통령
으로 취임하였으나 동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투표 논란으로 정세 불안이 초래됨.
 Quiwonkpa 전 사령관은 11.12. 쿠데타를 주도하여 일시적으로 수도를 장악하였으나 Doe 대통령의 무력
진압으로 실패한바, 동 쿠데타 과정에서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강하게 표출됨에 따라 향후 정국 불안

2. 경제 정세
 주요 수출 품목인 농산물의 수확 감소 및 수출 부진, 10억 달러 규모의 외채, 정치 발전 지연을 이유로 한
미국의 9.3천만 달러의 무상지원 동결 등에 따른 경제난이 계속됨.
 정부는 경제난 타개 방안으로 공공부문 임금 25% 삭감 등의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1985.11월 쿠데타 발생 이후 해외로부터의 투자 동결 등 정세 불안의 여파로 제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3. 대외 관계
 친서방 대미 우호관계 유지 및 사회주의 이념 배격을 기조로 개방, 비동맹, 실리외교를 추구함.
 국내 정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됨.
 소련 대사관이 라이베리아 학생들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1985.7.18. 소련과의
국교 단절 및 대사관 폐쇄를 발표함.
 Doe 대통령은 11월 쿠데타 기도 배후에 시에라리온, 기니, 코트디브아르가 개입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동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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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증대됨.

모리타니 정세, 1985

| 85-135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5-91 / 14 / 1~39(39p)

1. 국내 정세
 군부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로 1978년 쿠데타 이후 집권 중인 Taya 국가원수의 구국군사위원회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민정 이양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중 계몽운동 등
정치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
 피폐한 경제, 빈부 격차, 식량 부족 사태의 악화 및 물가고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 증폭, 인구의 60%를 점하는
흑인계의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아랍계 무어족에 대한 반발 등에 따른 정세 불안이 계속됨.
1440

2. 경제 정세
 국민 총생산이 6억 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으로 외채가 국민 총생산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재정
및 국제수지 적자, 14만 톤에 달하는 식량부족 사태 등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됨.
 장기적인 경제개발 정책 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단기적인 식량 조달을 위한 대외원조 확보에
1차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공업, 제조업에 대한 개발 및 투자가 전무하고 83년 전체 수출의 50%로
2,700만 달러의 국고 수입을 가져온 수산 등 외화 획득이 가능한 부문에 대한 투자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Taya 정부는 1985.9월 연 3%의 경제성장율 달성, 투자 유치, 농업 분야 개발 및 88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3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함.

3. 대외 관계
 친아랍, 비동맹 중립정책을 기조로 경제협력 확대 및 원조 확보를 위한 서방국가 및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 중임.
 Taya 국가원수는 1985년 하반기 중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말리 방문, 아랍연맹 특별정상회담 및 불어권
정상회담 참석 등 인근 아랍국들과의 유대관계 강화와 함께 프랑스와의 군사,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추진
중임.
 모로코, 알제리와의 균형 관계 유지 정책을 통해 서부사하라 분쟁과 관련하여 엄정 중립 정책을 견지함.

멕시코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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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하원의원, 주지사 및 시도의원 선출을 위한 7.7. 선거에서 집권 여당 PRI 당은 하원 의석 400석 중 289석을
확보하여 안정 세력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3개월에 걸친 선거 결과 발표 지연, 선거 및 개표 과정의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반정부 시위 등으로 정국 혼란이 야기됨.
 1985.9.19.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5,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복구 및 재건에 상당한 재원
및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난 가중과 함께 향후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de la Madrid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인플레 억제, 경제 성장, 생산 증대, 고용 확대, 행정
간소화 등을 추진 중이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공공투자 40% 및 세출 16% 감축을 시행하는 한편 세입 증대를 위한 탈세 방지 및
세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최대 소득원인 원유가의 하락 추세,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상환 부담 등과 함께 9월 발생한 지진 사태의
여파로 경제 회복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 관계
 de la Madrid 대통령은 1985.6.4.∼23. 스페인, 영국, 벨기에, 서독 및 프랑스를 순방하고 외채 상환 연장,
멕시코에 대한 투자 유치 촉진 및 중미 지역 Contadora 그룹 평화 노력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을 협의함.
 Shultz 미 국무장관은 7.25. 멕시코를 방문하고 양국 간 정례협의회 개최를 통해 교역 증대 방안,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을 협의함.
 외무성은 8.28. 1980.8월 엘살바도르와의 관계 악화에 따라 대사를 소환한 이래 공석인 동국 주재 멕시코대사
재파견 결정을 발표함.
 de la Madrid 대통령은 9.1.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한 미국과의 협력 추진, Contadora
그룹의 평화 정착 노력 강화, 중남미 제국 간의 단결,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및 핵무기 경쟁 중지 촉구
등의 주요 대외정책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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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정세

나이지리아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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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나이지리아 군부는 1985.8.27. Buhari 전 국가수반을 정점으로 한 군부정권의 지도력 상실, 권력 남용, 경제정책
실패 및 국내 정세 불안 등의 난국 극복을 명목으로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여 Buhari 국가수반을 축출하고
Babangida 소장을 대통령으로 추대함.
 Babangida 신임 대통령은 Buhari 정권의 제반 실정에 따라 쿠데타가 불가피하였음을 강조하고 언론규제법
철폐, 구속 언론인 석방, 100여 명의 정치범 석방, 국정 최고의결기관인 군사최고회의(SMC) 폐지 조치를
1442

발표하는 한편 인권 보장, 경제 개혁 및 민의를 반영하는 개방 정부체제 출범을 공약함.

2. 경제 정세
 나이지리아는 산유국으로 1984년 원유 수입이 세입의 66.3%를 점하고 있는바, 경제 정책의 실패로 실업,
인플레, 생필품 부족 및 외화 가득액의 44%를 외채 상환에 충당해야 하는 부담 등 경제난이 계속됨에 따라
85년 중 파업 등 정세 불안이 계속됨.
 Babangida 신임 대통령은 IMF(구제통화기금)와의 외채 협상 조기 타결, 과도한 외채 상환 부담 재조정을 위
한 협상 추진과 함께 기존의 구상무역 중심의 원유 수출에 따른 과도한 소비재 수입 등의 문제점 시정을 위
한 원유 관련 교역체계의 재검토 및 긴축정책 등의 민생 안정 시책을 시행할 것임을 발표함.

3. 대외 관계
 Buhari 전 국가수반은 OAU(아프리카단결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아프리카 중심의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5.7월 토고에서 개최된 ECOWAS(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정상회의 및 7월 탄자니아에서 개최된
OAU 해방위원회에서 각각 동 기구들의 의장으로 선출됨.
 Babangida 신정부는 전 정권의 아프리카 중심 외교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실질 경제협력 추구, 비동맹
외교 강화, 서방과의 관계 개선,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적극 참여를 추진함.
 Howe 영국 외상의 1985.9.10. 나이지리아 방문 시 양국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 관계 정상화 및
경협 추진 방안을 협의함.
 신정부는 사우디 및 서부 아프리카 인접 국가들에 특사를 파견하여 신정부의 아랍,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전달함.

나이지리아 쿠데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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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군부는 1985.8.27. 쿠데타를 통해 Buhari 국가수반을 축출하고 Babangida 소장을
대통령으로 추대함.
1. 쿠데타 배경
 나이지리아는 1979∼83년간을 제외하고 1966년 이후 군부에 의한 집권이 계속되어 군부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이 상존해 옴.
 83년 Buhari 장군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이후 만성적인 경제난의 심화, 85년 2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민심 이반 등 정세 불안이 계속됨.

2. 신정부의 주요 조치 및 국민들의 반응
 군사정권의 최고통치기관인 SMC(군사최고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보좌기구로서 제반 정책을 심의하는
AFRC(군사통치위원회)를 설치함.
 민간인 10명, 군부인사 12명으로 구성된 신내각을 구성하여 각 분야 인사들을 기용하고 고질적인 지역감정
대립 불식 및 민간-군부 간의 조화를 통한 국민 총화를 도모함.
 동 쿠데타의 성공 및 신정권의 제반 조치에 대해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순응하는 입장을 보임.

3.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 방향
 계엄령 폐지, 구속된 정치범 및 언론계 인사 석방, 정보부 기능의 약화 및 조직 개편 등 자유화 개방정책을
추진함.
 IMF(국제통화기금)와의 외채 협상 조기 타결, 원유 구상무역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수정, 외채 상환 문제의
재협상 및 국민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제반 시책 수립을 추진함.
 Babangida 신임 대통령은 친미적인 인사로 대외정책에 있어 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온건한 실리 추구
입장을 천명하고 OAU(아프리카단결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2000년대에 대비한 Lagos 행동계획의 구체화
추진 등 아프리카 중심의 대외정책, 비동맹 외교, 선진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및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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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 및 동 상환 부담, 부족 간의 화합 실패, 반정부 인사 및 언론에 대한 탄압, 파업 등 소요 사태에 따른

나미비아 문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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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독립 문제와 관련한 1985년 중 주요 국제 동향임.
1. 유엔 나미비아위원회 주관 지역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 지역 내 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지지 확산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에서 1985.5.6.∼10. 개최된 동 회의에
정부는 주싱가포르대사관 관계관을 옵서버로 파견한바, 동 회의는 5.9. 권고문 25개항을 포함하는 최종 문서를

1444

채택됨.
 동 권고문에는 남아공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385호 및 435호에 의거한 나미비아에 대한 무조건 즉각적인
독립부여 요구, 남아공의 동 결의 불이행 시 광범위한 강제적 제재 조치 시행, 각국의 SWAPO(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에 대한 지원 증대 촉구 및 호주에 SWAPO 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지원 요청 등이 포함됨.
 북한 대표로 참석한 아시아·아프리카 연대위원회 소속 방대옥은 나미비아 주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전적
인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3자회담과 남·북한 국회회담을 제
의하였다고 발언한바, 한국 옵서버 대표는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한이 동 회의를 정치 선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한반도 문제와 나미비아 독립문제는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지적함.

2. 관련국 동향
 케냐 외상은 1985.4.19. 남아공이 최근 SWAPO가 배제된 나미비아 과도정부 구성 계획을 선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78년 유엔 안보리 결의 435호에 의거한 나미비아 문제의 해결 촉구를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함.
 에티오피아 외무성은 4.20. 성명을 통해 남아공의 나미비아 과도정부 구성 계획은 유엔 결의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남아공의 계획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적 개입정책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함.
 이집트 외무성은 4.26. 성명을 통해 남아공의 계획은 나미비아 주민의 합법적인 대표기구로서의 SWAPO의
지위를 부정하는 조치임을 규탄함.

노르웨이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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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보수당, 기민당 및 중도당으로 구성된 현 집권 중도우익 연립정부는 석유 개발을 비롯한 제반 경제, 사회정책을
원만하게 수행하여 국민 복지와 경제 안정을 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정국이 유지됨.
 현 중도우익 연립정부는 1985.9.9. 실시된 총선에서 의회 의석 157석 중 과반수를 상회하는 80석을 확보하여
재집권이 가능하게 된바, 1981.9월 보수 세력의 집권 이래 실업률 감소, 인플레 억제, 공공지출 감축 및 북해
유전 개발 등 견실한 경제 치적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노르웨이는 국제적인 불황 여건하에서 시의적절한 북해유전 개발 및 수출 증대, 효과적인 재투자 정책 및 노
사 임금협상의 성공적인 타결 등으로 84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여 1985년 3.2%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신정부는 인플레 억제, 실업률 감소를 통한 안정적 경제 성장세 유지, 사회보장 확충, 공공부문 투자 억제를
통한 건전한 재정환경 조성 및 시장 주도의 능동적 산업정책 시행을 향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함.

3. 대외 관계
 노르웨이는 각 정파 간의 큰 차이 없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주축으로 하는 친서방 안보협력체제 및
EC(구주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북구 지역의 비핵화를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추구함.
 Stray 외상은 1985.4.24. 의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SDI(전략방위구상)는 1972년 ABM(탄도탄요격미
사일)협정과 배치되지 않음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소련의 1985.11월 이전
미사일 동결 제의는 서방의 여론 분열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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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정세

니카라과 정세, 1985

| 85-135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92 / 2 / 1~233(233p)

1. 국내 정세
 Ortega 국가수반은 1985.1월초 시정연설을 통해 니카라과 혁명의 지속적인 추진, 외세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
예산 40% 이상의 국방비 충당, 전 국민의 내핍 및 총 군사동원 체제 유지를 강조함.
 자유당, 사민당 등 니카라과 야당은 Ortega 국가수반이 다당제, 혼합경제 체제 및 비동맹 대외정책을 골자로
제안한 신헌법안에 대해 1984.11.4. 실시된 대통령 및 총선거의 불법성을 이유로 1985.8.23. 협상 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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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함.
 Ortega 국가수반은 미국의 반군 단체 지원 및 국가 전복 기도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10.15. 야당계 언론에 대한 검열
강화, 노조 결성 및 시위 금지, 여행 및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통신, 금융비밀 보장 제한 및 Habeas Corpus
(인신구속제한) 중지 등의 민권 제한조치를 발표함.

2. 대외 관계
 Ortega 국가수반은 1985.4.4. Reagan 미 대통령이 제안한 Sandinista 정부군과 Contras 반군 간의 60일간
휴전협상 평화안을 거부한바, Reagan 대통령은 5.1. 니카라과와의 전면적인 무역 중지, 니카라과 국적기 및
선박의 미국 취항 금지 등 경제 제재조치와 함께 동국과의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일방적인 파기를 발표함.
 상기 제재 조치는 니카라과의 평화제안 거부 및 4.23. 미 행정부의 니카라과 반군에 대한 1,400만 달러의
원조지원 법안에 대한 의회의 부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난에 처해 있는 니카라과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나 멕시코, 브라질 등 다수 중남미 국가들의 동 제재조치에 대한 중립적
또는 부정적인 입장 및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서의 지지 확보 실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Ortega 국가수반은 상기 미국의 제재 조치 발표 직후 소련 및 동구를 순방하고 약 8억 달러의 원조 또는
차관지원 확보를 발표하였으며, 미 하원은 6.12. Contras 반군에 대한 2,700만 달러 원조지원 법안을 가결함.
 향후 미국은 반정부군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임에 따라 니카라과의 소련 등 공산권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니카라과 외무성은 12.5. 중국(구 중공)과의 국교 수립을 발표함.

뉴질란드 정세, 1985

| 85-135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92 / 3 / 1~110(110p)

1. 국내 정세
 Lange 수상의 노동당 정부는 1984.7월 총선 결과 의회 내의 절대 다수 세력 확보, 국민 60% 이상의 지지
유지 및 야당의 당내 분열에 따른 효율적인 대정부 견제 부재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주도함.
 노동당 정부는 원주민 세력과의 국민화합 및 노사관계 개선 등 사회 분야 정책을 중점 추진 중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87년 총선 시까지 안정적인 정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정세
약 15%의 소비자 물가 상승, 국제수지 적자 확대, 군사비 지출 증가, 수출 부진 및 약 100억 달러의 외채 부담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전체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목축 및 낙농업 제품의 수출 둔화로 국제수지 악화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신정부는 실업자 감소, 물가 안정, 조세제도 개편, 각종 정부보조금 지급제도의 폐지, 공공요금 현실화 등의
시책을 추진함.

3. 대외 관계
 노동당 정부는 전 보수정부와의 대외정책 차별화 및 자주외교를 표방하고 미국 핵전함의 입항 금지, 남아공
주재 공관 폐쇄 및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등의 조치를 취함.
 특히, 미 핵전함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에 따라 향후 미국과의 마찰, ANZUS(호주·뉴질랜드·미국 군사동맹)
체제 및 호주와의 군사협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됨.
 프랑스 정보기관 요원에 의한 1985.7월초 뉴질랜드 반핵단체 Greenpeace 소속 선박 폭파 및 선원 사망
사건으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와 관련하여 Lange 수상은 9.22. 프랑스 정부의 책임 인정 및 국방상 해임
조치에 대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프랑스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 배상 및 범인 인도 등의
조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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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e 수상은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율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화폐 20% 평가절하 조치로 인한

오만 정세, 1985

| 85-135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5-92 / 4 / 1~69(69p)

1. 국내 정세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Qaboos 국왕의 절대군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동 국왕
은 55명으로 구성된 국가협의이사회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함.
 반대파 지도자들에 대한 정부 요직 안배 등 Qaboos 국왕의 포용정책은 국민들의 확고한 신임을 얻고 있음에
따라 향후 정세 불안 요인은 없는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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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정세
 수입원의 90%를 차지하는 원유 증산 정책과 병행하여 여타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수입원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1986년부터 시작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기간산업 및 농, 수산 분야 개발을 중점 목표로
설정함.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 인력을 자국민으로 대체하기 위해 해외·연수, 국내 교육연수기관 설립, 외국인
업체의 오만인 훈련 의무화 등 Omanization 정책을 시행함.

3. 대외 관계
 친서방, 반공 및 비동맹 중립정책을 기조로 GCC(걸프협력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함.
 Hormuz 해협 방위를 위해 미국 및 영국과의 군사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년간에 걸친 소련의 요청
및 오만의 안보와 직결된 걸프지역의 장기적인 안전을 고려한 현실적,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1985.9.28. 소련과
의 수교에 합의함.
 GCC 6개국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0.26. 동 기구 각료회의 및 11.3. 정상회의를 주최한바, 동 정상회의는
최종성명서를 통해 이란-이라크 전쟁의 조속한 종식, 걸프해의 항행의 자유 및 이란에 대한 상선 안전항해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걸프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위한 공동 방위전략을 채택함.

파키스탄 정세, 1985

| 85-135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92 / 5 / 1~105(105p)

1. 국내 정세
 Zia 대통령은 1983.8월 발표한 민정이양 공약에 따라 1985.2.25. 하원 총선 및 3.14. 상원 선거를 실시하고
3.23.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에 취임함.
 상기 민정 이양 일정에 따라 정부는 9.30. 계엄 해제 시기 명기,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해산 금지 및 행정명령
발동 금지, 정당법 제정 등을 명시한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10.31. 동 개헌안이 상원을 통과함.
 Zia 대통령은 12.30.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8년간 계속되어 온 계엄령 해제를 선언함.

 1983.7월 이후 추진 중인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자율화, 정부 개입 축소, 경제개발을 위한
제반 입법조치 확대 등의 시책과 함께 Bhuto 전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및 국유화로 초래된 경제침체
회복을 추진함.
 해외 근로자 송금의 감소, 수출 저조에도 불구하고 1984년 중 8.4%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정부는 외국과의
합작투자 촉진 등 대외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3. 대외 관계
 Zia 대통령은 인도의 간디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인도 관계 강화 동향, 미·소 간의 대화 재개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결 전망 등의 새로운 주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와의 관계 개선, 소련과의 다각적인
협력, SAARC(서남아지역협력체)를 통한 역내 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함.
 제40차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Zia 대통령은 1985.10.20. 재미 교민회 연설을 통해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미국과는 20년에 걸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반대급부 없는 대파키스탄 지원을 제공함.
- 소련은 무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굴복시킬 수 없으며 소련에 대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이러한 입장이 반소련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단절은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며 80년 OIC(이슬람국가연합)회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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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정세

폴란드 정세, 1984-1985

| 85-1360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5-92 / 6 / 1~46(46p)

1. 국내 정세
 야루젤스키 서기장은 1983.7월 계엄령 해제, 정치범 석방 등의 유화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가톨릭 교회의 지원을
받는 지하조직 및 반체제 조직은 전국 노동자 파업, 민주화 촉구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12월 바웬사
자유노조위원장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반체제 세력의 자유화 운동이 확산됨.
 폴란드 정부는 서방의 경제지원 확보, 대외적인 통치권 과시를 위해 계엄해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유노조
중심인물 등 과격 반체제 인사들을 제외한 일반 정치범들의 부분적인 석방 등 억압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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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불안 및 경제 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자유화 운동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정세
 대서방 외채가 1984년 250억 달러에 달하며 연 26억 달러의 이자 상환 부담에 따라 서방측의 정책적인 배려가
없을 경우 경제 파탄의 가능성이 전망됨.
 폴란드 정부는 서방측과의 경제 협력, 교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며 미국, 서독 등은 폴란드 사태가
동서관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외채 지불 유예 조치, 차관 공여 등의 가능성을 검토 중임.

3. 대외 관계
 폴란드 정부의 1984.7.21. 정치범 사면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은 양국 간 문화교류 재개, 폴란드 국적기의
착륙허가 조치를 결정하고 폴란드의 사면조치 확대 및 자유화 조치 이행 시 기존의 IMF(국제통화기금) 가입
반대, 최혜국대우 불허, 차관 제공 중지 등의 제재 조치들에 대한 해제 입장을 표명함.
 야루젤스키 서기장의 1985.12.4. 프랑스 방문 및 미테랑 대통령과의 회담 시 폴란드 측이 경제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미테랑 대통령은 폴란드의 인권 상황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바,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1981년 집권 이래
폴란드와의 고위급 접촉을 중단해 왔으나 식량 원조, 금융 지원은 계속해 왔으며 1985.9월 약 100억 프랑의
채무상환 연장을 허용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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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야당 지도자로 미국 망명 후 귀국한 Aquino 상원의원이 1983.8.21. 마닐라 공항 도착 시
총격으로 사망한바, 동 사건 조사 및 후속 조치 관련 사항임.
1. 조사위원회 보고서
 동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 및 반정부 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Agrava 전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에 걸쳐 동 건을 조사하였으나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기소를 건의함.
 여타 4인 위원의 보고서는 상기 7명 및 군 참모총장, 마닐라 경찰청장 등 총 26명에 대한 기소를 건의함.

2. Marcos 대통령 조치 사항
 Marcos 대통령은 1984.10.23. 특별재판소를 구성하여 상기 2개의 보고서를 토대로 군 인사 7명에 대한 기소와
함께 사건 관련자 전원이 투명한 재판을 받도록 결정하고 국민들의 시위 자제 등 냉정을 호소함.

- 군 참모총장 및 마닐라 경찰청장에 대해 일시 직무정지를 결정함.

3. 국내·외 반응
 Marcos 대통령의 상기 발표 직후 대통령의 사임, 87년 대통령 선거 불출마 및 Imelda 여사의 모든 공직으로
부터의 사임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군 내부 일각에서는 군부의 숙정을 요구함.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84.10.23. 성명을 통해 암살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한
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미 의회는 행정부의 필리핀에 대한 85년도 군사원조 요청액 8,500만 달러를 4,000만
달러로 삭감함.

4. 특별재판소 평결 및 재심
 최고법원의 최종선고 유예 결정에 근거하여 특별재판소가 1985.12.2. 피의자 26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재심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
 재심을 위해 설치된 Vasquez 오심심의위원회는 1986.7.31. 오심을 인정하고 최고법원에 대해 피의자 전원에
대한 재심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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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0.23. 위원장 명의 보고서 및 여타 4인 위원 명의의 상이한 2개의 보고서를 Marcos 대통령에게 제출함.
 Agrava 위원장 보고서는 군 참모총장의 개입설을 부정하고 항공보안사령관 및 호송군인 6명 등 7명에 대한

필리핀 정세, 1985. 전2권. V.1 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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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Marcos 대통령의 장기집권 및 1972년 이후 계속된 계엄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1983.8월 야권 지도자인 Aquino 상원의원 암살 사건 및 1985.12월 동 피의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됨.
 필리핀 공산당 산하조직인 NPA(신인민군) 세력이 73개 중 62개 주에서 무장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Marcos
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세력은 되지 못하지만 필리핀 전역에 걸친 치안 불안 상태를 조성하는 한편 현 정부를
1452

불신하는 학생 및 노동자들의 NPA에 대한 동조, 지지가 확산되고 있음.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Marcos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에 따른 불출마설 및 대통령 선거 조기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야당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실정 및 Imelda 여사의 미국 등 해외로의 거액의 재산
도피 의혹을 제기하여 1985.8.13.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부결된바, 향후 정정 불안의 심화에 따라 최대 정치집단으로서의 군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정세
 1983.8월 Aquino 상원의원의 암살 사건에 따른 정국 불안의 여파로 경제사정 악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10.17.자로 24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상환 유예를 선언하였으며 국제수지 적자는 3/4분기 중 8억 달러가
증가하여 외화사정 악화 및 외환 보유고 고갈 상태에 도달함.
 과거 10년간 실질 임금의 40% 감소, 1983년 이후 계속되어 온 환율 상승, 수입품 가격 인상 및 고인플레에
따라 파업, 임금 인상 요구 시위 등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필리핀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등 차관단과의 외채 협상, 재정적자 축소, 긴축정책, 인플레 억제, 국제수지
개선, 공공투자 삭감, 금융기관 통합 등 금융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정불안 확산으로 인하여 단시일
내에 동 시책들이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필리핀 정세, 1985. 전2권. V.2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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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1985년 정세 불안과 관련한 주요국 동향임.
1. 미국
 전통적인 자유 우방국으로서의 군사,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리핀의 경제회복을 통한 정세 안정 및
공산세력 진압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상호방위 체제 및 동맹관계 강화를 위하여 1985∼89년간 9억 달러의
원조 계획을 수립함.
 소련의 캄란 만 진출에 따라 Subic 만 및 Clark 기지의 안보 취약점 보강을 위하여 13억 달러 규모의 보강사업

촉구함.

2. 소련
 동남아 진출 및 미국의 영향력 확산 저지 정책의 일환으로 1985.3월 및 10월 2차에 걸쳐 Imelda 여사의 소련
방문 초청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8월 Marcos 대통령에게 최고훈장을 서훈함.
 필리핀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베트남의 캄란 만을 소련의 역내 최대 군사기지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함.

3.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제국
 필리핀 정세가 동남아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감안하여 특히, 필리핀의 정세 악화에 따른
공산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사태를 주시함.

4. 일본
 필리핀의 안보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총 23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1985.11월
Imelda 여사의 일본 방문 시 필리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용 조건으로 추가 경협차관 지원을 약속함.

5. 호주
 Hayden 호주 외상의 1985.11.26. 의회에서의 필리핀 국내정세 비판 발언에 대해 필리핀은 11.29. 호주 공군의
Clark 기지 사용 금지를 통보함.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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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추진을 결정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괌, 사이판 등지로의 기지 이전 계획을 검토함.
 Marcos 대통령에 대해 정치 민주화, 언론자유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 조치 및 군부 개혁 등을 강력히

파나마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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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군부의 지원 아래 1984.10월 총선의 결과로 취임한 Barletta 대통령은 민주 발전, 경제난 및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긴축정책, 조세제도 개혁 및 행정 쇄신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노조 및 반정부
시위가 계속됨.
 동 대통령은 정치기반의 부재, 당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시비, Noriega 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부의 지지
약화 등으로 취임 이후 국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온바, Noriega 사령관은 시위 사태 악화 등을 이유로 동
1454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여 1985.9.28. Del Valle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함.
 Noriega 사령관은 자신의 대통령직 취임을 목적으로 여당 및 군부 내 인적 개편 단행 등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함.

2. 경제 정세
 역내 국제무역, 해운 및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제난, 정세 불안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
 신정부는 외국의 투자 촉진, 고용 창출, 수출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반 시책을 추진 중이나 중남미
국가 중 인구 대비 최고에 달하는 37억 달러의 외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으며 8%에 달하는 실업률의 증가
전망 등 단시일 내 현 경제상황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대외 관계
 파나마 운하의 중립 및 파나마 운하 협약에 따른 2000년 운하 지역 주권 회복을 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친미,
친서방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실리 추구를 위한 비동맹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De Valle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의 주권 회복의 관점에서 중미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Contadora 그룹 내
주도적 역할을 수행 중으로 1985.11월 전권대표 회의를 파나마에서 주최하고 1986년 중남미 정상회담 유치를
계획하고 있음.

파푸아뉴기니 정세,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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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정부는 일상화된 집단강도, 약탈, 살해 등의 강력 범죄 확산에 따른 치안 불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985.6.16. 수도권 일원에 치안 병력 증강, 영장 없는 수색 및 구금, 야간 통행금지 등의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선포함.
 종교계, 언론, 대다수 시민 및 외국인 거주자들의 지지하에 시행된 동 조치는 우려했던 바와 달리 치안 당국의
큰 권한 남용 없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11.4. 해제되었으나 다수 국민 및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치안

11.21. 의회에서 통과되어 Wingti 민주당 당수가 수상으로 취임한바, 신정부는 경제 회복 및 치안 불안 해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함.

2. 경제 정세
 목재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실업 증가, 치안 악화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및 총 수출고에
달하는 외채 누적 등의 경제난이 계속됨.
 정부는 1985.9.16.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함.

3. 대외 관계
 친서방 비동맹 외교를 기조로 호주, 인도네시아 및 남태평양 인접 국가들과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서구
제국, 일본 및 중국(구 중공)으로부터의 경제협력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함.
 중국 호요방 총서기의 1985.4.23. 방문 시 중국 측은 원목 등의 수입 확대, 수력 발전시설 건설 지원 및 8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약속함.
 Somare 수상의 7.8. 일본 방문 시 일본 측은 도로건설 타당성 조사 및 수력 발전소 확장공사 지원 등을 약속함.
 9.16. 핵무장 반대, 역내 핵실험 및 폐기물 투기 금지,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촉구를 골자로 호주가 제안한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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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상황 악화 가능성을 우려함.
 치안 불안, 외채 누적 및 실업 증가 등 Somare 수상 정부의 실책을 이유로 야당연합이 상정한 정부 불신임안이

포르투갈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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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Ianes 대통령 체제는 지속되는 정치 불안, 경제 악화로 인하여 5월 사회당-사민당의
연정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1985.10월 총선 및 1986.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시내각 정부를 구성함.
 1985.10.6. 총선 결과 연정 내 제2당인 사민당이 30%의 득표로 제1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11.6. 소수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Silva 사민당 정치위원장이 수상으로 취임함.
 Silva 신정부는 전임 Soares 정부의 중도 입장에서 탈피하여 보수우파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1456

소수 단독내각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정세
 장기적인 재정적자 및 국제수지 악화 개선을 위해 1983년 이후 긴축정책을 시행 중이나 1984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를 기록하였으며 85년에도 투자 감소, 25%의 고인플레, 11%의 실업률 등 경제침체 국면이 계속됨.
 Silva 신임 수상은 1985.11.15. 의회에 제출한 시정계획을 통해 경제 회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인플레
억제, 공공지출 감축, 투자 증진, 외채문제 해결 및 구조적 국제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함.

3. 대외 관계
 포르투갈은 유럽 내 협력강화 및 무역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1985.7.10. EC(구주공동체) 가입조약을 비준하고
Silva 신정부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안보협력 강화 등 적극적인 친서방 정책을 추진함.
 Hawke 호주 수상의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 주권 인정 성명 발표와 관련하여 외무성은 8.22. 호주대사를
초치하여 호주 측 입장에 대한 불만을 전달함.
 Silva 신임 수상은 EC 가입에 따른 유럽 내 협력, NATO 및 대서양동맹과의 안보협력, 아프리카 구 식민제국과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협력 강화를 주요 대외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함.

카타르 정세,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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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85년 카타르의 주요 대외 관계 관련 사항임.
1. Khalifa 국왕의 아시아 순방(1984.4월)
 국왕의 파키스탄 방문 시 양국은 시오니즘 배격, 이슬람 성지 회복을 위한 이슬람 국가들의 단결 및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란·이라크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양국 간의
경제협력 및 합작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함.
 카타르 언론은 국왕의 인도 방문 시 인도가 비동맹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한 바 있으며 카타르가 GCC(걸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도함.
 국왕의 일본 방문 시 양측은 경제기술협력 및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합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이란·이라크
전쟁, 중동평화 정착 및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 협의함.

2. Halefoglu 터키 외상의 카타르 방문(1985.2.21.∼23.)
 양국 국가원수의 상호 교환방문 계획을 협의하고 걸프 제국 국민들에 대한 투자 허용 조치 확대, 사증 면제
조치에 합의함.
 터키의 카타르 천연가스 개발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함.
 터키 측은 이란 및 이라크 양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 걸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노력 중임을 강조함.

3. Khalifa 국왕의 터키 공식 방문(1985.3.10.∼12.)
 양국은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문화협정에 서명하고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 철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자결권 보장 및 이란·이라크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함.
 양측은 터키를 경유하여 유럽에 이르는 카타르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부설 사업에 대한 터키의 참여,
카타르에 대한 터키 군수품 수출, 파이프 부설 시 천연가스의 대터키 수출 문제에 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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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합) 의장국을 맡은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양국 간에 이란·이라크 전쟁, 팔레스타인 문제 등 주요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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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rbachev 신임 서기장 선출(1985.3.10.)
 Gorbachev 서기장은 Gromyko 부수상 겸 외상의 지명으로 사망한 Chernenko 서기장의 후임으로 선출된바,
미국의 SDI(전략방위구상), 군축 회담 및 유로 미사일 문제 등 주요 대외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나 대외
경제 개방, 동구권에 대한 자치 확대 등이 예상됨.
 대내 정책 면에 있어서는 당의 사회통제 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율화, 실용정책 추진 등의 변화가 예상됨.

1458

2.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 개최(1985.4.23.)
 Gorbachev 서기장 계열의 3명의 신임 정치국 정위원임명 등 요직 개편을 통해 동 서기장의 권력 기반을
강화함.
 당 정치국 및 서기국 내 원로세력의 퇴진 및 소련 혁명 이후 세대의 발탁을 통해 세대교체가 이루어짐.

3. 연방 최고회의 개최(1985.7.2.)
 Chernenko 전 서기장 사망 이후 공석 중이던 국가원수(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직에 Gorbachev 서기장의
추천으로 Gromyko 부수상이 선출되는 한편 Shevardnadze 조지아공화국 제1서기가 외상에 임명됨.
 Gorbachev 서기장은 1985.7.1. 정적인 Romanov 정치국원을 축출한 직후 동 최고회의를 통해 자신의 권력
체제를 확고히 한바, 외교 문제에 대한 직접 통제를 통해 보다 적극적,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4. 신임 수상 임명(1985.9.27.)
 연방최고회의 간부회의는 Tihonov 수상을 해임하고 Gorbachev 서기장의 측근 인물인 Ryzhkov 정치국원을
신임 수상에 임명함.
 56세의 신임 외상은 정치국원 중 최연소 인사로서 금번 인사 개편을 통해 Gorbachev 서기장은 권력체제
개편 및 세대교체를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됨.
 Gorbachev 서기장은 향후 대내적으로는 경제 개혁, 대외적으로는 전반적인 개방정책, 미국과의 군축 협상
및 대아시아 외교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제재
조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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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국제적인 동향임.
1. 프랑스
 Dumas 남아공 외상의 1985.2.14. 프랑스 비공식 방문 시 동 외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435호에 의거한 나미비
아의 조속한 독립,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규탄 및 25년간 수감 중인 Mandela에 대한 무조건 석방 입장을
재천명함.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남아공과의 공식 접촉을 유보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양국 간

신규 투자 중단 및 안보리 소집 요구 등의 제재 조치를 발표한바, 동 조치에 금수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음.

2. 영국
 1985.4월 남아공 병력의 앙골라 철수와 관련하여 외무성은 환영 성명을 발표함.
 남아공 정부의 4.18. 나미비아 임시정부 수립 발표에 대해 항의 서한을 전달함.

3. 캐나다
 Clark 외상은 1985.7.7. 남아공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폐기 및 체육교류 중단 등의 제재 조치와 함께 남아공
흑인 학생 연수를 위한 500만 달러 추가지원 계획을 발표함.
 Clark 외상은 9.13. 하원 연설을 통해 나미비아의 독립, 정치범 석방 및 흑인 정치 지도자들과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정치범 가족을 위한 100만 달러의 인도적 원조 제공, 신규 차관 금지 등의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함.

4. 영연방 정상회의
 바하마에서 1985.10.16. 개최된 동 정상회의는 대남아공 차관 제공 및 원유 수출 금지 조치와 함께 6개월
내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되지 않을 경우 신규 투자 금지를 포함하는 추가 제재조치 검토에 합의함.
 공동성명을 통해 Mandela 지도자의 석방, 긴급조치 철회 및 인종차별 정책 철폐를 촉구함.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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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상관계는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남아공의 비상사태 선포 및 인종 탄압 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Fabius 수상은 1985.7.24. 주남아공대사 소환,

미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 조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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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원의 제재 결의 채택
 Reagan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이익 저해에 대한 우려 및 건설적인 개입을 통한 조용한 외교를 이유로 남아공
제재에 반대하였으나, 하원은 1985.6.5. 295:127로 동 제재 결의안을 채택함.
 동 결의안은 미국은행의 대남아공 신규 대부 금지, 남아공 금화 수입 금지, 핵 연료, 장비 및 기술이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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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원의 제재 법안 통과
 상원은 1985.7.11. 상기 하원의 제재 내용 외에 미국 회사의 흑인 고용 시 백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Sullivan 원칙 준수를 규정한 제재 법안을 채택함.
 국무부는 7.12. 논평을 통해 동 제재 조치는 미국의 건설적 개입정책을 저해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

3. 국무부 성명 발표
 국무부 대변인은 1985.7.23.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대남아공 기본정책 목표는 인종차별 정책의 평화적인
변화 유도, 국경지대 분쟁 종식, 나미비아 독립 및 쿠바군의 앙골라 철수에 있음을 천명함.

- 행정부의 건설적인 개입정책을 재확인하고 의회의 경제 제재 조치에 반대함.

4. 국무부 입장 설명
 Crocker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는 1985.8.16. 남아공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폐지
되어야 하며 Botha 대통령이 8.15. 협상 의지를 밝힌 것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인식한다는 국
무부 입장을 설명함.

- 미국은 남아공의 장래에 대한 청사진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함.

5.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Reagan 대통령은 1985.9.9. 남아공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바, 이는 상, 하원의 기존 제재 조치의 일부를
포함하는 제한적인 경제 제재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의회의 강력한 제재 요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의회와의 알력 해소를 목적으로 함.

- 동 행정명령은 국무부가 향후 1년 내에 남아공의 평화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권고안을 작성할
것과, 건설적인 개입정책에 기초한 남아공에 대한 온건한 압력 행사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1984-85

| 85-137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5-92 / 17 / 1~70(70p)

1. 경제 성장
 1980년 이후 추진 중인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가장 저조한 5%의 성장률을 기록한바, 석유 부문
포함 시 석유 수입 격감 및 긴축재정 시행의 결과로 약 마이너스 15%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정부는 과도한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산업구조 다변화 및 과거의 고속 성장 추진에서
안정 성장으로의 개발정책 선회를 추진 중임.

2. 석유 생산 및 수출
전년 대비 44% 감소한 약 410억 달러로 추정됨.
 동 석유 생산 및 수출 감소는 1983.3월 런던의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의에서 결정된 기준 유가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 원유 수요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3. 무역 및 국제수지
 수출은 4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3%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3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4% 감소함.
 미국, 서유럽 및 일본의 점유율이 수출이 62%, 수입의 75%를 각각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장비
및 수송기기 40%, 기타 건축자재, 식료품 및 섬유류 등임.
 원유 수출 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로 111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4. 금융 사고
 1982년 이후 석유 수입의 격감 및 재정지출 삭감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및
바레인 등에서 금융권의 부도, 부정대출 등 금융 사고가 계속됨.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Saudi Cairo Bank의 부정대출 사건 등 금융 사고에 따른 약 2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초래된바, 석유 수입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요인 외에 금융 기법의 낙후, 중앙은행의 감독 기능 미흡, 경영
체제의 후진성 등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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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이후 생산 감소 추세가 계속되어 84년 중 일산 350∼450만 b/d 로 격감하였으며 동 기간 중 수출액은

스웨덴 정세, 1985

| 85-137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5-93 / 1 / 1~55(55p)

1. 국내 정세
 경제 및 복지제도를 주요 쟁점으로 1985.9.15. 실시된 총선에서 현 소수 단독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이
보수 정당 세력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으로써 Palme 현 수상은 공산당과의 연합하에 소수 단독 정부를
재구성함.
 유권자의 54% 이상이 사회보장제도에 직, 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반수이상의 국민들은
선 경제회복, 후 사회복지를 표방한 보수 세력보다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공약한 사민당을 지지한
1462

것으로 분석됨.

2. 경제 정세
 정부는 복지 확대, 긴축 재정, 물가 억제 및 국제수지 개선을 주요 경제 시책으로 시행함.
 1984년 GDP는 당초 예상보다 0.5% 증가한 2.6%의 증가를 기록하는 한편 경기도 전반적으로 호조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업, 자동차, 제지 및 화학 산업 분야의 생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3. 대외 관계
 전시 중립 유지를 위한 평화 시의 비동맹이라는 전통적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자체 안보 방위
능력 유지를 위해 노력함.
 북구 제국과의 협력 강화, 군축, 북구 비핵지대 구상, 공정한 국제 경제질서 확립 및 식민주의, 인종차별주의
배격 등의 대외정책을 추구함.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8개국 외상을 초청하여 구주 안보협력 논의를 위한 1985.4.29.∼30. 구주
중립 비동맹국(NNSE) 외상회의를 주최함.

4. 한국과의 관계
 Bodstroem 외상은 1985.1.19.∼22. 방한하여 남북대화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약속함.
 Hellstrom 대외무역상은 4.1.∼4. 방한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함.

싱가포르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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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93 / 2 / 1~106(106p)

1. 국내 정세
 1984.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은 79개 의석 중 77석을 확보하였으나 1968년 총선 이래 최초로 2명의 야당
의원이 당선되고 집권당의 득표율이 1980년 총선 대비 12.6% 감소한바, 이광요 수상은 개각을 통해 제1부수상
등 원로 정치인들 7명을 교체하는 세대교체를 단행함.
 이광요 수상은 그간 자신이 65세가 되는 1988년에 수상직에서 은퇴할 것임을 언명해 온바, 정치적 안정 및
경제적 번영을 토대로 개헌을 통해 현재의 의례적인 대통령직 거부권 행사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직

9.2.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함.

2. 경제 정세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 고도 기술 창출 및 고부가 가치 생산 체제로의 경제구조 개편, 유가
인상 및 보호무역 추세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연평균 8~10%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함.
 1990년도에 일본의 80년대 국민소득 수준 달성을 목표로 경제 시책을 추진 중임.

3. 대외 관계
 비동맹 중립주의,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의 우호, 협력관계 강화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추구함.
 중국(구 중공)과 외교관계가 없으나 1985.1월 중국 외상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바, 중국은 최근의 개방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동남아 지역 최선진국으로서의 싱가포르의 중요
성을 인식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이광요 수상은 9.13.∼25.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투자보장협정 체결,
향후 5년간 교역량의 30억 달러 달성, 연 300만 톤의 중국산 원유 정제 및 중국에 대한 투자 및 경제 진출
확대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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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대통령직으로 개편 후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됨.
 Nair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 사유로 1985.3.29. 사임하고 이광요 수상의 지명에 따라 위킴위 방송공사회장이

시에라리온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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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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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Stevens 대통령은 국내 3대 부족에 대한 권력 안배 및 균형 정책을 통해 17년간 권력을 유지한바, 심각한
경제난, 부정부패 및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으며 80세의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따라 1985.7.20. 회견 시 85년 중 임기 만료 이전 대통령직 사임 및 차기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발표함.
 10.1.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동 대통령의 측근인 Momoh 군총사령관이 99%의 찬성으로 당선된바, 동 신임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제시함.
1464

2. 경제 정세
 1984년 2.62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7천만 달러의 무역적자 및 누적된 재정적자와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으로 경제난이 지속됨.
 Momoh 신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기구 개혁의 일환으로 1985.12.12. 시에라리온의 주요 세입원인 금
및 다이아몬드의 밀반출 방지 및 세입 확보를 위하여 광산관리청(GGDO) 신설 등의 조치를 발표함.

3. 대외 관계
 비동맹 중립주의를 기조로 영연방의 일원으로 친서방 입장을 견지함.
 Momoh 신정부는 유엔, 비동맹운동, OAU(아프리카단결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를 천명함.
 중국(구 중공)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Stevens 대통령이 1985.3월말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인민회의
대표단이 11.2. 시에라리온을 방문함.

세네갈 정세, 1985

| 85-1375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5-93 / 4 / 1~148(148p)

1. 국내 정세
 Diouf 대통령은 1983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됨에 따라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이라는 민주적 정통성 및 개인
적인 신망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주도해 오고 있음.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1984년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1985년 식량파동 등의 문제점에 따른 서민층의
불만이 잠재하고 있으나 대체 인물의 부재 등으로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정책을 적절히 혼합하여 인구 증가 및 식량사정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노력 중으로 산업화 및 농업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프랑스 등으로부터의 경제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대외무역은 연 3~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984년 강력한 긴축정책 시행으로 무역 적자 폭은 6천만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땅콩 및 인광석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교역 구조상 대외무역 적자는 지속될 전망임.

3. 대외 관계
 온건 비동맹, 친서방 중립정책을 추구하며 식민 종주국인 프랑스와 정치적, 경제적 특별 협력관계를 유지하
면서 프랑스의 경제 지원에 의존하는 한편 미국 및 서구제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확보를 모색함.
 Diouf 대통령은 1985.7월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의장으로 당선된 이래 남아공, 서부사하라 문제 등 지역
내 분쟁 종식, 유엔의 아프리카 특별총회 개최 결정, 아프리카 부채문제 해결 노력 등의 성과를 통해 역내
주도적 지위 및 영향력을 확보함.
 Diouf 대통령은 11.24.∼12.1. OAU 의장 자격으로 콩고민주공화국, 프랑스 및 쿠웨이트를 순방하고 인종차별
철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방안 등을 협의하는 한편 프랑스 방문 시 프랑스의 대세네갈
원조 확대 및 하천 개발 지원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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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정세

수단 쿠데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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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5-93 / 5 / 1~209(209p)

수단의 Dahab 국방상 겸 군 총사령관은 1985.4.6. 군부 쿠데타를 주도하여 3.27.∼4.6. 미국
방문 귀로에 카이로에 체재 중인 Nimeiry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축출함.
1. 쿠데타 배경
 1969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 이후 16년간 1인 장기 독재체제를 유지해 온 Nimeiry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으며 1983.9월 회교법 시행 이후 남부 기독교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내란 상태가
1466

지속됨.
 정정 불안과 함께 서방 제국의 원조 중단,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Nimeiry 정권에 대한 차관지원 기피, 환율 인상 및 생필품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1985.4.3. 이후 Nimeiry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시위 및 파업사태가 계속됨.

2. Dahab 군사정부의 조치
 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능 정지, 계엄령 및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6개월 이내 민정 이양, 협상을 통한
남부지역 내란 종식 및 군, 보안기구의 재정비 계획을 발표함.
 혁명위원회는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비동맹 중립정책을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밝히고 모든 국제조약, 아랍연맹
및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의 준수, 이집트와의 통합 추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방국 및 국제금융
기관과의 관계 증진 의지를 천명함.

3. 국내 동향
 약 400만 명에 달하는 회교원리주의 세력은 군사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시위 및 파업을 계속할 것임을
발표함.
 40여 개의 노조는 1985.4.7. 연합노조를 결성하고 즉각적인 민정 이양, 노조 지도자의 내각 참여를 요구함.

4. 국제적 반응
 미국은 협력관계 유지 희망을 밝히고 경제 지원, 식량, 한발 구호 및 군사 지원을 계속 시행할 것임을 발표함.
 이집트는 양국 간의 긴밀한 기존 관계를 강조하고 신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인함.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등 대다수 아랍 국가들은 신정부와의 우호관계 유지 희망을 표명함.

수단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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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1985.4.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Dahab 군사정부는 11.26. 민간세력 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1986.4월 신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 실시, 신정부 구성 및 잠정헌법 채택에 합의함.
 군사위원회의 정당 활동 전면 재개 조치 발표에 따라 2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하여 좌, 우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대 세력인 우익 Umma 당 및 노조 중심의 Unionist 당에 대항한 공산당, 사회당 등이 정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남부지역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SPLA는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산발적인 전투를 계속 중으로 가까운
것으로 전망됨.

2. 대외 관계
 Bush 미 부통령은 1985.3.4. 수단을 방문하고, 한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수단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전달하는 한편 그간 중단되어 온 1.1억 달러의 무상원조 중 4천만 달러
지원을 약속함.
 미국, 서방 원조국 및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단에 대한 원조 및 IMF(국제통화기금)의 차관 지원 조건으로
Nimeiry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등 경제 현실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온바, 수단 측은 동 요구
조건 이행을 약속하고 3월 IMF와의 차관 교섭을 시행함.
 Dahab 군사정부는 4.16. 이집트에 특사를 파견하여 4.6. 쿠데타로 집권한 신정부의 이집트에 대한 기존의
특수 우호관계의 유지, 발전 희망을 전달함.
 Nimeiry 전 정부가 반리비아 정책을 견지해 왔음에 따라 수단 쿠데타 성공 직후 리비아는 동 정변을 환영하는
한편 Dahab 군사정부를 승인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Dahab 군사정부는 4.26. 리비아와의 외교관계
재개를 발표하고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수단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함.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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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 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군사정부는 남부지역을 제외한 총선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는

수리남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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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Bouterse 군 총사령관을 혁명지도자로 하는 수리남 군사정부는 1984.12월 채택된 민주화 일정에 따라
1984.12.31. 내각을 개편하고 1985.1월 이후 27개월간의 과도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1.15. 동 과도기 내에 헌법
제정을 위한 31명의 임시 의회를 구성함.
 임시 의회 구성과 관련한 군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발하는 3개 노조의 대군사정부 협력 거부와 관련하여

1468

군사정부는 4.9.부터 구 정당, 노조, 문화 및 종교단체, 산업계 등 각계 대표 설득을 위한 접촉을 시행함.
 군사정부의 정국 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5년간 계속되어 온 군부의 독단과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누적, 악화일로의 경제, 재정 위기 등에 따라 정국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정세
 최대 지원국인 네덜란드가 1982.12.8. 군사정부의 민주인사 15명 처형 사건 이래 민주화 이행을 조건으로
연간 약 1억 달러의 원조를 중단함에 따라 재정 적자가 1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외채는 2,500만 달러를
상회함.
 경제난 타개를 위해 주요 수출 품목인 보크사이트 생산시설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차관 도입 교섭, 대만
(구 자유중국) 및 리비아 등과의 경제지원 확보 교섭을 추진함.

3. 대외 관계
 비동맹 정책을 기조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1985.1월 군부 사절단을 리비아에 파견하여 상주대사관 개설에 합의하고 Bouterse 혁명지도자의 2.38.∼3.6.
리비아 방문 시 경제, 군사협정 체결을 통해 1억 달러의 차관 지원에 합의함.
 4월 대만과 4천만 달러의 차관 협정을 체결하고 6월 Udenhout 수상 겸 외상의 대만 방문 시 대만 측은 외교
관계 수립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수리남 측은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장 표명을 유보함.
 네덜란드와의 관계 악화에 따라 Bouterse 지도자는 6.27. 주네덜란드대사를 소환함.
 짐바브웨와 12.20.자로 외교 관계를 수립함.

태국 정세, 1985

| 85-137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93 / 8 / 1~124(124p)

1. 국내 정세
 Prem 수상은 1983.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왕실 및 군부의 지지를 배경으로 최고사령관 겸 육군사령관을 겸직
하면서 군부, 학계, 관료 출신의 각료로 구성된 연립내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함.
 Prem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의 실패 및 군 인사에 불만을 가진 군부 내 중견 장교 세력은 1985.9.9. 쿠데타를
통해 정권 장악을 시도하였으나 Prem 수상을 추종하는 장성급 그룹의 진압으로 실패하고 주모자들은 해외로
망명하거나 기소됨.
 선거보다는 군부 내 파벌 간의 세력 향배에 따라 정치권력의 주도 세력이 결정되는 태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

2. 경제 정세
 지속적인 경기침체, 경제사정 악화, 84년 총 120억 달러의 외채 및 25억 달러의 무역적자 누적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1985.9월 군사 쿠데타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이 됨.
 Prem 정부는 1985.5.13.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연 5% 성장, 안정 기조 유지를 위한 예산 및
금융 통제, 국영기업체 개혁, 산업구조 개선 및 고용 증대 등의 정책 목표를 제시함.

3. 대외 관계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제국의 협력, 단합 및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을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함.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따라 베트남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Prem 수상은 베트남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85.10월 미국을 방문하고 긴급사태에 대비한 군수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함.
 베트남에 대한 중국(구 중공)과의 공동 대응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침공 시
중국의 개입 약속을 확보함.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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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정권 교체 기도는 향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탄자니아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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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독립 이후 초대 대통령으로 20년간 탄자니아를 통치해 온 Nyerere 대통령은 1985.7.29. 국회 해산, 자신의 85년
중 하야 및 신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10월 중 총선 일정을 발표하고 자신은 하야 이후 집권당 의장으로서
신임 대통령과 협력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힘.
 10.27. 실시된 총선에서 Mwinyi 부통령이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동 신임 대통령은 11.6. 신내각을
구성하고 Mkapa 외상 등 주요 전임각료 대부분을 유임시키는 한편 전임 Nyerere 대통령의 국민 단합을
1470

통한 국가 발전 및 경제 회복 정책을 계승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발표함.

2. 경제 정세
 국민 1인당 GDP 280달러를 기록 중인 세계 14위의 최빈국으로 자원 부재, 만성적인 식량 부족, 한발 및 후진적
정치체제 등에 따른 경제난이 지속됨.
 WB(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은 70년 이후 탄자니아에 대해 약 20억 달러를 지원해 왔으나 경제 사정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IMF(국제통화기금)는 경제, 금융개혁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추가 차관 지원 협의를
진행 중이며, 미국은 8백만 달러의 채무 상환 불이행을 이유로 긴급 식량 원조를 제외한 여타 원조를 중단하고
있음.

3. 대외 관계
 탄자니아는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교역, 경제협력 증진 및 지역 경제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1981.12월 창설된
PTA(특혜무역지대) 협정에 1985.4.11. 서명함에 따라 동 기구의 15번째 가입국이 됨.
 중국은 1961년 탄자니아 독립 이후 최대의 지원국 중의 하나로 농업, 보건, 수송 및 군사 부문의 제반 지원을
시행해 온바, Kawawa 집권당 사무총장은 5월 중국(구 중공)을 방문하여 상호협력의정서를 체결하였고
중국 측은 목축, 포도 재배, 수산 분야 기술인력 파견 지원을 약속함.

우간다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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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Obote 대통령은 1985.12월 총선 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1985.4.23. 과거 4개 주요 정당 후보에게만 부여되어 온
피선거권 제한 철폐 및 참여 정당에 대한 선거구별 1천 명 이상의 당원 명단 제출 의무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당원들의 신분 노출에 따른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5.15. 동 개정안이 통과됨.
 Museveni 지도자를 추종하는 반정부군은 12월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무장공세,

정치 탄압 등에 대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AI(국제사면위원회)는 6월 우간다 인권사태 보고서를
통해 영국 정부에 대해 경제 및 군사 원조 중지를 촉구함.

2. 경제 정세
 Obote 대통령은 1985.6.20. 대의회 연설을 통해 84/85 회계연도 5.8%의 경제성장 달성, 인플레 억제 성과,
국제수지의 1.7억 달러 흑자 시현 및 대외부채의 감소 등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실적을 발표함.
 1984.7월 공무원 임금 400% 인상조치,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 정부지출 증대, 물가 폭등 및 200%에 달하는
실질 인플레율 등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및 생활고는 정세 불안을 심화시킴.

3. 대외 관계
 영국 국방담당 국무상은 1985.4.12. 우간다 방문 시 영국 군사훈련단의 1년 파견 연장, 훈련요원의 20명으로의
증원에 합의함.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중국은 김일성 특사 자격으로 1.22.∼30. 우간다를 방문하여 북한군 주둔지역을
시찰하고 군사협력협정에 서명한바, 북한은 1985.5월 이후 약 460명의 병력 및 43톤의 무기를 지원 중으로
북한군은 반정부군과의 교전에 투입되어 사상자가 발생 중인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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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사 암살기도 및 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안 불안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
 군부의 개입에 의한 5.31. 야당 국회의원 납치, 수시로 발생하는 야당 당원 및 지지자에 대한 구속, 폭력 행사,

영국의 북아일란드 분쟁 개입문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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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아일랜드는 1985.11.15. 북아일랜드의 장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1. 북아일랜드 분쟁과 관련한 영국의 입장
 북아일랜드의 장래는 주민 다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동 협정은 신, 구교도 간의 테러 행위 종식, 평화와 안전 회복 및 모든 주민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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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어야 함.
 북아일랜드는 외교, 국방, 치안 문제를 제외한 자치권의 이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
 아일랜드가 제안한 3개 항목의 New Ireland Forum 통합안을 거부함.

2. 북아일랜드 분쟁과 관련한 아일랜드의 입장
 아일랜드 헌법은 북아일랜드가 불가분의 영토의 일부분임을 명문화하고 있음.
 IRA(아일랜드공화국군)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며 영국군의 철수 선결 및 정치적인 해결 의지가 긴요함.
 1984.5월 북아일랜드를 포함하는 통일 아일랜드 수립, 연방제 시행 및 영국과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공동주권 행사 등 3개 항의 New Ireland Forum을 제시함.

3. 협상 경과 및 주요 협정 내용
 양국은 15개월간의 비밀협상을 통해 1985.11.15. 북아일랜드의 장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동 협정은 영국의 계속적인 북아일랜드에 대한 주권행사 인정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한 아일랜드의 북아일랜
드 문제에 대한 관여 보장을 상호 인정하는 한편 다음 사항을 규정함.

- 아일랜드 외상 및 영국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을 공동 의장으로 각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 행정, 사법에
관한 분쟁을 심의함.
- 각료위원회를 지원하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함.
- 영국,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 자문기구를 설치함.
- 양국 관계 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구성된 치안위원회를 설치함.

4. 협정 서명에 대한 반응
 영국 보수당 일부 의원, 아일랜드 야당 및 북아일랜드 신교도 주민들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아일랜드
신교도 단체 및 야당은 적극적인 서명 무효화 활동 전개를 예고함.
 미국 정부는 동 협정 서명에 지지를 표명하고 장래 북아일랜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원조 시행계획을
발표함.

Chernenko 소련 서기장 사망 및 Gorbachev
서기장 취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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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3.11. 소련 Chernenko 공산당 서기장의 중환으로 인한 사망 이후 Gorbachev 당서기 겸
정치국원의 후임 당서기장 선출 배경 및 동 권력 교체에 따른 소련의 대내·외 정책 전망임.
1. Gorbachev 당서기장 선출 배경
 Brezhnev 사후 계속되어 온 권력구조의 불안정성에 따른 원로 보수 세력의 타협의 결과로 새로운 정책의
구현보다는 집단 지도체제하에서 기존의 정책 지속을 통한 권력구조 안정 유지를 위해 당 및 정부 내 독자적인

통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2. 대내 정책 전망
 권력 안정 및 경제 침체 탈피를 위한 경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원로 보수 세력의 반발 가능성에
따라 단시일 내 급진적인 개혁 추진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1985.3.11. 당서기장직 수락 연설을 통해 경제구조 개선, 기술 혁신, 노동 생산성 제고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강조한바, 1986년 제27차 당 대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내용의 제10차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추진이
예상됨.

3. 대외 정책 전망
 국내 권력안정 확보 및 집권체제 구축 필요성에 따라 당분간 급격한 대외정책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평화
공존, 대서방 강·온 양면 전술 구사 등 기존의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군축회담 지속 등 미국과의 제한적인 협상 및 대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견제 및 대소련 봉쇄정책 대처를 위해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4. 대한반도 정책 전망
 한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보다는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대외정책상 유리하다는 입장에 따라 북한 입장을
지지하고 한국을 승인하지 않으며 공식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책에 단기간 내 변화는 없을 것임.
 장기적으로는 Gorbachev 신임 당서기장의 실용주의적 성향, 한국의 지속적인 국제적 지위 향상, 경제력
신장 및 대소련 문호개방 정책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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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기반이 취약한 Gorbachev를 선출한 것으로 분석됨.
 동 신임 서기장의 실용주의적, 개혁적, 개방적인 성향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시각에서 강력한 지도력 행사를

미국 제99회기 지도부 및 위원회 구성,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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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1.6. 실시된 미국의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제99기 의회가 구성됨.
1. 선거 결과
 상원의원 100명 중 33명에 대한 선거에 따라 민주당 17명, 공화당 16명이 당선되어 총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 됨.
 하원의원 435명에 대한 선거 결과 민주당 253명, 공화당 182명이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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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의회 선거 결과 상원에서의 공화당의 우위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Reagan 대통령의 대외정책 추진에
대한 상원의 계속적인 지원이 확보되었으나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절대 우세가 유지됨.

2. 의회 지도부 구성
 상원의장에는 Thurmond 공화당 의원, 외교위원장에는 Lugar 공화당 의원이 선출됨.
 하원의장에는 O’
Neil 민주당 의원, 외교위원장에는 Fascell 민주당 의원이 선출됨.

3. Reagan 행정부와의 관계 전망
 공화당 온건 보수파인 Dole 의원의 상원 원내총무 피선으로 제98회 회기보다 이념적으로 온건 중도노선으로의
선회가 예상됨에 따라 Reagan 대통령의 강경 대외정책 추진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민주당은 하원에서의 절대적인 우위를 기반으로 한 다수당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해 보다
단합된 반대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Reagan 대통령은 제99기 회기 후반 이후의 레임덕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적자, 국방비 지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회와의 타협을 추구하는 한편 대소련 관계 개선 등 유화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낙
태 문제, 학교 내 기도 등 논란이 많은 현안에 대한 의회와의 마찰을 회피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미국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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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agan 대통령의 1985.2.6. 연두교서 요지
 조세 인상 억제, 경제 성장과 지출 감소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추진, 고용 창출 및 규제 완화
 자유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 회복, 검증 가능한 대소련 군축협상 추진 및 SDI(전략방위구상) 등
방위체제의 구축
 국제교역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주의 이행 촉구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구현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1984.11월 대통령 선거에서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우위를 확보한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된 Reagan 대통령은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민주당이 하원에서의 절대적인
우세를 유지함에 따라 제반 주요 국내정책 및 경제정책의 수행에 의회와의 마찰 회피를 위한 대의회 설득
노력을 계속함.
 최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 2,2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하여 1988년까지 1,444억 달러로
감축하기 위하여 Reagan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지출 억제, 86년도 예산의 현 8,040억 달러 수준으로의 동결,
세제 간소화 및 세금감면 조치 축소 등을 추진함.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34년 만에 최초로 2년 연속 흑자 경제성장, 3년간 평균 3.9%의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
및 2년간 730만 명의 신규 취업을 달성함.

3. 대외 관계
 소련에 대해 군사력 우위를 기반으로 군축 협상, 비정치 분야의 관계개선, Gorbachev 당서기장과의 회담
추진 등 유화정책과 병행하여 SDI 구상의 확고한 추진 등 강력한 군사적 대응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함.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 강화, 한국, 일본, 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및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자유무역주의를 기초로 한 공정한 교역 확대를 표방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문호개방을 촉구하는 한편 수입 규제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등 시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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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세

부르키나파소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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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Sankara 대통령은 1984.12.31.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혁명과업은 대내·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달성
하였으며 정치 안정이 실현되었음을 강조하고 혁명과업 성취의 일환으로 모든 주택의 임차료 면제 계획을
밝힘.
 상기 임차료 면제 조치 실행 시 120억 세파프랑에 달하는 외채, 150억 세파프랑의 재정적자 등 부르키나파소가
처해 있는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혜택 대상인 영세 계층도 동 조치의 이행 여부에 회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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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나타냄.
 혁명위원회(CDR)는 사막화 방지를 목적으로 1985.5.13. 연료용 벌목 및 판매 규제조치를 발표한바, 대부분의
연료를 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동 조치에 반대함.
 Sankara 대통령은 정부 내 파벌 불식 및 혁명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세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8.12.
법무상, 국방상 및 경제개발상 등 3명의 각료를 제외한 전 각료를 해임하고 혁명위원회의 각 부처 업무 수행
계획을 발표함.

2. 대외 관계
 아프리카 지역 반제국주의 진보국가 간의 결속을 표방한 부르키나파소, 베냉, 가나, 리비아 4개국 외상회담이
1985.1.7.∼8. 와가두구에서 개최된바, 4개국은 정치, 군사 및 사회경제위원회를 설립하고 리비아의 자금 지원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리비아 외상은 부르키나파소의 전위적인 역할에 대한 지원 입장을 표명함.
 상기 4개국 외상회담 합의사항의 제도화를 위하여 가나, 베냉 대통령 및 리비아 대표는 4.27.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하여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비난, 나미비아의 독립 지지,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 철수 및 팔레스타인의 합법적인 권리 인정, 제국주의에 대한 계속적인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Guissou 외상은 11.26. 외교단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Sankara 대통령의 와병 등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고
부르키나파소의 대외정책은 모든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개방 및 비동맹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추진됨을 강조함.

우루과이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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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Sanguinetti 대통령은 11년간의 군부 집권을 종식 및 민정 이양을 위한 1984.11.25.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의회 내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야당과의 협조 및 군부에 대한 유화적인 타협 자세를 통해 주요 국정
현안 처리, 정국 안정을 모색함.
 민정 이양 이후 정치권의 군부에 대한 비판, 인접한 아르헨티나의 과거 군정인사들에 대한 재판 결과의 영향
등으로 군부의 불안이 점증하고 있으며, 신정부의 국민적인 지지 기반 취약 및 현 경제위기 등에 따른 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 향후 정국 불안 요소가 잠재함.

 제조업의 성장에 따라 1984년 중 일시적인 경제 회복세를 보인 바 있으나 46억 달러의 외채 누적 및 연 7억
달러의 상환 부담, 만성적인 재정 적자 등 어려움이 계속됨.
 주요 수출품목인 우육 등 축산품의 수출 격감으로 85년 외채상환 불능 사태에 직면하여 상환유예 교섭을
추진함.

3. 대외 관계
 Sanguinetti 정부는 외채 문제 해결 및 중미 평화에의 기여를 주요 외교 목표로 추진 중으로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1985.5월 아르헨티나, 브라질과의 경제사회통합협력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10.17. 쿠바와 외교관계
재개에 합의함.
 미국의 대니카라과 경제 봉쇄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등으로 미국과 일시적으로 소원한 관계가 계속되었으나
신정부 수립 이후 순조로운 외채 교섭 시행 등 관계 정상화를 회복함.
 Cartagena 그룹의 간사국으로 총 3,600억 달러에 달하는 역내 외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85.12.16. 동 그룹 11개국 대표가 참석한 제4차 각료회의를 주최한바, 동 회의 결과 다음 요지의
몬테비데오 선언이 채택됨.

- 서울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채택된 Baker 안과 관련하여 고율의 이자율에 대한 해결 방안 미흡,
어려운 차관 공여 조건 등의 문제점 시정 촉구
- 향후 3년간 국제 금융기관 차관의 연 20% 증액 요구
- IMF의 보상금융 확대 및 차관 지원 조건 완화
- 선진국의 보호무역 정책 중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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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Lusanchi 대통령은 1984.2월 취임 이후 정부, 기업, 근로 자간의 협조로 국가 발전을 기하는 사회협약을 체결
하고 행정의 능률화, 예산 절감, 국가기관 통폐합 등 전반적인 국가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함.
 동 대통령의 제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권 1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사정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 및 실업률 및 범죄율 증가 추세 등에 대한 불만이 확산됨.

1478

2. 경제 정세
 총 수출의 90%를 점하는 석유 가격의 하락, 350억 달러의 외채, 농업 분야 미개발로 인한 소비 농산품의
80% 이상의 수입 의존 구조 등으로 인한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 하락 추이가 계속될 경우
경제사정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Lusanchi 대통령은 1985.7.18.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협약 3자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회복, 고용, 치안,
임금, 경기부양 및 식량 증산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매월 개최하도록 결정함.

3. 대외 관계
 비동맹 그룹 옵서버 자격으로 제3세계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안보, 경제발전 및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신정부는 친미, 친서방, 대공산권 중립 및 실리 추구, 중남미 제국과의 협력 외교를 표방함.
 Sanguinetti 우루과이 대통령의 1985.2.4.∼6. 방문 시 1976년 이후 단절되어 온 양국 간 국교 재개에 합의함.
 중국(구 중공) 조자양 수상의 1985.11.9.∼12. 공식 방문 시 석유 분야 기술협력협정, 문화협정 및 무역협정 등
3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에 대한 석유화학 제품 및 철강 수출 확대 방안을 협의함.

서남아지역 국가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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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시아 지역 4개국(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및 아프가니스탄)의 1985년 주요 정세임.
1. 네팔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 무 정당 Pancha 정치제도를 채택하여 국민단합 및 경제개발을 추진 중이나 지속적인
경제사정 악화 및 정부 내의 부정부패로 체제 개혁 요구가 표면화됨.
 중국(구 중공), 인도와 접경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상 비동맹 중립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국가 보전의
수단으로 네팔 평화지대 선언을 제의하여 1985.11.25. 현재 69개국의 지지를 확보함.

 몰타와 1985.3.2.자로 수교함.
 몰디브는 1982년 이래 영연방 특별회원국(Special Member)의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6.20. 영연방 정식 회원
국으로 가입함.

3. 스리랑카
 프랑스에서 1985.6.21. 개최된 스리랑카에 대한 서방원조국회의는 전년 대비 4.4% 증액된 4.8억 달러 지원을
결정함.
 인도의 중재로 8.12. Tamir 반정부 게릴라 단체와의 협상이 개최되었으나 스리랑카 정부가 Tamir 게릴라측이
제의한 북동부 지역에서의 배타적 지위 인정 및 자결권 부여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결렬됨.

4. 아프가니스탄
 미국·소련 간의 1985.11월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하여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
및 파키스탄의 불간섭이 보장될 경우 소련군의 철수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한 데 대해 미국은 소련
군의 철군 일정 제시가 선결될 경우 소련 측의 입장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결을 위해 1985.6월 이후 4차에 걸쳐 개최된 제네바 간접 평화회담에서는 외국군의
철수, 내정 불간섭, 난민 귀환 및 사태 해결 이후 내정 불간섭에 대한 국제적 보장 등 4개 항이 중점 토의된
바, 소련군의 철수 문제를 제외한 3개 항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결 가능성에 기본적인 이해의 일치를 보이고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몰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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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지역 6개국(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아이티 및 쿠바)의
1985년 주요 정세임.
1. 그레나다
 Blaize 수상은 1985.6.5. 자국 주둔 미군(100명 미만) 전원에 대한 9월 말 이전 철수를 발표함.
 10.2.자로 중국(구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함.
1480

2. 도미니카공화국
 1985.7.1. 실시된 총선 결과 집권당인 친한 성향의 보수우파 Charles 현 수상이 재집권함.

3. 바베이도스
 Adams 수상이 1985.3.11. 심장마비로 서거하여 St. John 부수상이 신임 수상에 임명됨.
 Tull 외상은 5.5. 미국의 대니카라과 경제 제재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힘.

4. 세인트루시아
 Compton 수상은 1985.3.18.∼30. 영국, 프랑스, 벨기에 및 서독을 방문하고 Lome 협정에 따른 원조 및 합작
투자 유치 문제를 협의함.
 Lewis 총독은 5.17.∼25.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함.

5. 아이티
 연 5천만 달러의 원조 중단 등 미국의 민주화 이행 압력을 받고 있는 Duvalier 대통령은 1985.4.22. 정당 활동
재개 허용 등 점진적 민주화 계획을 발표함.
 의회는 6.9. 현 종신 대통령에 대해 최고조정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당 활동의 기본원칙을 채택함.

6. 쿠바
 쿠바는 1985년 미국의 대니카라과 제재에 대한 중남미 제국의 반대 등 미국의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약화
분위기를 기화로 중남미 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
 쿠바는 1985.10.18. 우루과이와의 국교 재개 및 11.22. 페루와의 대사급 관계 격상에 합의함.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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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1985.12.13. 남태평양 도서 지역 내 미국의 신탁통치령인 Micronesia 및 Marshall
군도와의 자유연합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Reagan 대통령의 서명 및 1986년 3∼4월
중 유엔의 승인 절차 종료 후 동 2개 신탁통치령은 독립국가의 지위를 향유할 것으로 전망됨.
1. 독립 추진 동향
 동 지역 내 Micronesia, Marshall 군도 및 Palau 등 미국의 3개 신탁통치령은 1947년 이래 신탁통치 종결을

군사 면에서의 배타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Compact of Free Association(자유연합협약) 체결을 추진함.
 Micronesia 및 Marshall 군도는 1983년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규정한 동 협약을 채택
하였으며 Palau는 핵물질의 반입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함.

2. 미국·Marshall 군도 간의 자유연합협약 내용
 미국은 향후 15년간 국방 문제를 전담하며 15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함.
 미국은 제2차 대전 후 Bikini 지역에서 실시한 핵실험으로 인한 원주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270만 달러를
지급함.
 Marshall 군도의 외교권과 관련하여 이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하며
여타 사항은 Marshall 군도가 독자적으로 수행함.

3. 미국·Micronesia 간의 자유연합협약 내용
 미국은 향후 15년간 국방 문제를 전담하며 10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함.
 외교권 조항은 Marshall 군도와의 협약 내용과 동일함.
 체결 15년 경과 이후에도 미국은 제3국의 군사적 목적에 따른 Micronesia 지역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148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함.
 미국은 동 신탁통치령들의 지위 변경 이후에도 해군력의 태평양 내 우위 및 군사거점 확보를 위해 외교,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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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아프리카 지역 6개국(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세이셸, 케냐 및 코모로)의 1985년
주요 정세임.
1. 모리셔스
 Jugnauth 수상의 1985.5월 싱가포르 공식 방문 후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비공식 시 대만 측은 2만 톤의
1482

미곡 지원을 제의함.
 동 수상은 상기 대만 방문에도 불구하고 중국(구 중공)을 승인하고 있는 모리셔스의 대중국 승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함.

2. 모잠비크
 로마에서 개최된 EC(구주공동체) 외상회담은 1985.2.12. 공동성명을 통해 1984년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남아공 간의 전투 및 외세 개입이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마셀 대통령은 3.8. 루사카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전선국가 정상회담에서 남아공의 휴전협정 위반 및 MNR
반군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난하고 대규모 반격 작전을 경고함.

3. 보츠와나
 남아공 특공대의 1985.6.14. 보츠와나 수도 ANC(아프리카국민회의) 본부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서방 제국은 상기 사태를 보츠와나에 대한 남아공의 무력 침공 및 주권 침해로 규탄
하고 미국은 주남아공대사를 소환 조치함.

4. 세이셸
 미국 Washington Times는 1985.10.7. 125명의 북한군이 1977년 공산 쿠데타로 집권한 Rene 대통령을 호위하면서
동국 육군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보도함.
 동 신문은 세이셸이 소련의 군사기지화가 될 경우 인도양의 미 Diego Garcia 해군기지가 위협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보도함.

5. 케냐
 미 행정부는 1986년 케냐에 9,700만 달러의 원조를 시행 예정임.

6. 코모로
 1985.3.8. 대통령 경호대 요원들에 의한 Abdallah 대통령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가 벨기에인인 경호
대장에 의해 진압됨.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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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아프리카 지역 6개국(기니비사우, 말리, 부룬디, 카메룬, 콩고 및 토고)의 1985년 주요
정세임.
1. 기니비사우
 중국(구 중공) 어선 12척이 1985.4.28. 기니비사우 수역 내 조업을 위해 입항하였으며 중국은 기니비사우의
소형 선박 건조 계획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할 예정임.
 중국은 동국 내 공설운동장 및 병원 건설 사업을 지원 중임.

 1968년 이래 집권해 온 Traore 대통령은 1985.6.9.자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 후보자로 재선됨.
 동시에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이 82석 전 의석을 확보함.

3. 부룬디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의 1985.5.16. 부룬디 방문 시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및 인종차
별주의에 대항하는 진보세력 국가들의 단합을 촉구함.

4. 카메룬
 1984.4월 쿠데타 기도 진압 이후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 Biya 대통령은 상반기 중 프랑스 및 영국 방문을 통해
대서방 협력 강화를 추진함.
 동 대통령은 6월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 화합 및 경제 활성화 조치를 시행함.

5. 콩고
 Nguesso 대통령은 1985.5.12.∼23. 동독,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를 방문하고 콩고에 대한 경제 지원 및 투자
확대를 요청함.
 동 방문은 그간 미국, 프랑스 등 주로 서방 국가들에 의존해 온 경제협력 관계의 다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짐.

6. 토고
 토고 외상은 1985.3월 동국에서 개최된 IPU(국제의원연맹)에 참석한 이스라엘 대표단 면담 시 1968년 단절된
양국 간 외교관계 재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도됨.
 Eyadema 대통령은 1983년 Mitterrand 프랑스 대통령의 토고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1985.6.10.∼13. 프랑스를
공식 방문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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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세
 Mobutu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통령은 1985년 집권 20년을 계기로 1인 체제 공고화 및 국정 통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1월 군부 및 당 조직 개편에 이어 1985.2월 이후 3차에 걸친 개각을 단행함.
 동 대통령은 주요 국정 과제로 경제회복, 사회부문 개발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등 3대 역점 사업 추진을
제시함.

1484

2. 경제 정세
 농업 부문의 생산 저조, 신규 투자 부족 및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으나 다이아몬드,
코발트 등 광업 부문의 생산 증가 및 주종 수출품목인 동 및 아연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점차적인 무역수지
개선이 실현되고 있음.
 IMF(국제통화기금)는 1985.1.9. 경제운용평가를 통해 83년 이래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은행단 및 UNDP(유엔개발계획) 등은 철도 및 도로망
개선, 농업 분야 개발을 위해 약 1억 달러의 차관 공여를 결정함.

3. 대외 관계
 Mobutu 대통령은 1985.6.24. 군중대회 연설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대이스라엘 외교관계 재개
및 자신의 이스라엘 방문을 겨냥한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의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부 전복 기도와
관련하여 카다피 지도자를 국제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함.
 Baudoin 벨기에 국왕은 6.29.∼7.2.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을 방문하고 구 식민종주국으로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함.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과 가봉은 7월 양국 대통령의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1984.4월 Mobutu 대통령이 제안한 LENA(흑아프리카국가연맹) 창설을 위한 상호 협조를 확인함.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및 프랑스는 10.3. 프랑스의 지원으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내에서 아프리카
각국의 기갑부대 요원 양성을 위한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함.

공관활동보고 - 브루나이,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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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무 활동
 주한 브루나이 상주대사관의 1985년 중 설치를 위해 외무성 차관 등 관련 인사들을 접촉함.
 양국 외무장관의 상호 교환방문 추진에 따라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1984.12.6.∼9. 브루나이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국제무대에서의 협조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함.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 대한 지지 교섭과 관련하여 브루나이는 84년 유엔에 가입한 신생국임에 따라 적극
적인 지지는 유보하였으나 한국 입장에 공감을 표명함.

 1984.9월 서울 개최 SITRA 84(국제무역박람회)에 대표단 참가를 교섭함.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에 대한 교섭을 통해 통상사절단이 11월 방한함.
 Rahman 개발성장관이 7월 방한하여 한국 업체의 브루나이 경제개발 계획 참여 문제를 협의함.
 한국 6개 진출 업체와의 정례 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출 및 건설 진출 활동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협의함.
 쌍용건설의 1985.9월 왕궁 확장공사 입찰을 지원함.

3. 홍보·문화 활동
 88 서울올림픽 주최 홍보를 위하여 방송국에 관련 필름 제공 등 홍보영상 방영 교섭과 함께 관련 책자 및
홍보물을 배포함.
 언론계 인사 접촉을 통해 한반도 정세, 88 서울올림픽 개최 및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함.
 1985.8월 방송계 및 언론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한국 정세 설명회를 개최함.

4. 교민보호·영사 활동
 1985.9.1.자로 양국 간 단기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함.
 교민 및 상사 주재원들의 신변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정기 협의회를 개최함.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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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통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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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Swett 재무장관 및 Torbay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양국 간 경제 현안 협의
 Teran 외상 2회 면담, 국내 정세 및 한반도 정세 설명, 비동맹회의 관련 한국 입장 설명, 동 외상의 방한 시기
타진
 Baca 국회의장 3회 예방, 양국 의원친선협회의 조속한 구성 방안 협의 및 사증면제 협정의 의회 비준 협조

1486

요청
 Canal 10 TV 인터뷰, 국내 정세 설명, 한국의 발전상 소개 및 평화통일 정책 소개
 Espinosa 동자부장관 3회 면담, 건설공사 한국 업체 참여를 위한 협조 요청, 원유 추가 수입 문제 협의
 Selgado 국가정보국장 면담, 북한 인사 입국 문제 협의, 에콰도르 국내 정세 정보 입수
 Neira 상공장관 면담, 한국산 자동차 구상무역 추진 협의
 교민회 간부 수시 면담, 교민 보호 및 교민사회 안정을 위한 방안 협의

2. 하반기
 Swett 재무장관 면담 및 대사관저 초청 만찬, 경협 문제 협의
 Neira 상공장관 2회 면담, 교역 증대 방안 및 한국산 택시 수출 문제 협의
 Teran 외상 면담, 동 외상의 1985.5월 방한에 따를 후속조치 협의 및 북한의 IMO(국제해사기구) 가입신청과
관련한 정부 입장 설명
 Espinosa 동자부장관 3회 면담 및 대사관저 초청 만찬, 원유 도입 재계약 문제 협의 및 한국 상사의 원유 관련
공사 참여 지원 요청
 Gonzales 친선협회장 3회 면담, 협회 활성화 방안 협의
 Penaherrera 부통령 예방, 양국 관계 협의 및 한반도 정세 설명
 Selgado 국가정보국장 오찬, 북한 활동에 대한 대처 방안 협의
 Torbay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및 만찬, 한국 기업 진출 및 교민 문제 관련 협조 요청
 Egas 노동장관 면담,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관련 협조 요청
 교민회 간부 수시 면담

공관활동보고 - 가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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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무 활동
 Rawlings 국가원수의 방한 초청, 1985.9.10.∼12. 이종찬 특사 방문 시 친서 전달
 Team Spirit 85 훈련에 대한 북한대사의 비난에 대해 기자회견, 외무성 및 언론계 접촉을 통한 대응 활동
 1.28. 개최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해방위원회 참석 미수교국 대표단 접촉, 토고 출장 및 기니대사 면담을
통한 수교교섭 시행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 확보

 한국산 타이어 및 어망 수출 신용장 개설 지원
 대우 및 한양의 총 2,400만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 입찰, 농진공의 댐 설계공사 입찰 지원
 대우 및 현대의 7,500만 달러 규모의 항만 확장공사 입찰 지원

3. 홍보·문화 활동
 1985.9.17. 양국 간 문화협정 최종안에 대한 가나 측의 수락 접수
 주요 일간지에 88 서울 올림픽 개최 준비 관련 특집 기사 게재
 정부의 남북한회담 제의 관련 외상 등 주요 인사 접촉을 통한 입장 설명 및 지지 요청
 태권도 보급을 위한 선수권 대회 및 독립 기념식장에서의 태권도 시범 행사 개최
 북한의 비난에 대처한 기자회견, 한국 입장 설명 보도 게재

4. 교민보호·영사 활동
 교민 격려 만찬, 교민 협의회 및 교민 경영 농장 격려 방문
 한국 선원에 대한 가해 사건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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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통상 활동

공관활동보고 - 아이보리코스트, 1985

| 85-139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5-94 / 8 / 1~11(11p)

1. 정무 활동
 1985.6.29. 한·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 친선협회 결성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무역협정, 경제기술협정, 사증면제협정 및 해운협정 조기체결 교섭
 Ake 외상의 1986년 초 방한 등 각료급 인사 방한 추진 교섭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수도 아비장 소재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잠비아 출신 Mumgomba
총재를 통한 잠비아와의 수교 교섭, 베냉 태권도협회 회장 접촉을 통한 동국 태권도 선수단의 9월 서울 개최
1488

세계 태권도대회 참가 초청 및 3.25. 토고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한국 의원대표단 파견 교섭

2. 경제·통상 활동
 대우의 가나 기관차 납품에 대한 AFDB 승인 획득을 위한 교섭
 1985.5월 AFDB 연차 총회 한국 대표단 참가 지원 및 한국 공무원의 동 은행 파견 교섭
 정례 경제협의회 개최 및 산업, 경제 동향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고
 기술연수생 5명 방한 확정

3. 홍보·문화 활동
 TV 방송국과의 교섭을 통해 한국 특집 주간(1985.6.11.∼15.) 행사 일정을 확보, 한국 경제,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문화 소개 및 홍보영화 방영
 대통령 비서실장, 외상 등 고위 인사 접촉을 통한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 등 한반도 정세 설명

4. 교민보호·영사 활동
 교민 초청 한반도 정세 관련 홍보 영사회 개최
 주재 상사 직원 초청 만찬 개최

공관활동보고 - 나하(那覇, 일본) 영사관, 1984-85

| 85-1399 |

생산연도

1948~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4 / 9 / 1~47(47p)

1. 1984.8∼12월
 지역 해상보안본부장 면담, 한국 선박의 안전 항행 및 해난 시 긴급구조 지원 교섭
 지검 검사장 2회 면담, 교포 권익 증진을 위한 협조 요청
 Lions 클럽 연설을 통해 한국의 통일 방안 및 88 서울 올림픽 준비 현황 설명
 오키나와 부지사 2회 면담, 9월 대통령 일본 방문 관련 협조 및 교포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등 권익 보호를

 오키나와 현 의회와의 의원연맹 결성, 간사장 선출
 주요 언론사 간부 수시 접촉, 대통령 일본 방문 성과 및 한반도 정세 설명
 주요 백화점 간부 접촉, 한국 상품 전시회 개최 및 수입 확대 요청
 류큐 대학 학장 면담을 통해 문화, 학술교류 증진 방안 협의

2. 1985.1∼2월
 오키나와 근해 한국인 김진응 선장 긴급구난 및 사후 처리
 2개 지방지에 대통령 미국 방문 의의 관련 기사 게재 교섭
 입관국장 면담, 교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조 당부 및 관련 협조 체제 유지 요청
 공안국장 면담, 조총련 및 반한단체 활동 파악 및 대처 방안 협의

3. 1985.10∼12월
 류큐 대학에 한국학회 결성
 부지사 및 지검 검사장 면담, 교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조 요청
 경제계 인사 수시 접촉을 통한 무역 확대 및 무역진흥회 활성화 방안 협의
 건축자재, 섬유류, 철강류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조사 및 관련 업계 인사 면담
 국제교류재단 이사 면담, 한·일 교류 증진 방안 협의
 정례 정세평가 연석회의 개최, 홍보 중점 방향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교포들의 참여 독려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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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협조 요청
 한·일 친선협회 이사회 참석, 대통령 일본 방문의 의의 및 성과 설명
 민속보존회 방문, 문화교류 증진 방안 협의

공관활동보고 - 센다이(仙台, 일본) 총영사관,
1984-85

| 85-1400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4 / 10 / 1~69(69p)

1. 1984.8∼12월
 아오모리 청년시찰단 350여 명의 1986.10월 방한 계획과 관련한 예비조사반 방한 지원
 공안조사국 간부 2회 면담, 9.1. 반한 단체 강연회 및 대통령 일본 방문 반대 시위에 대한 대책 협의
 미야기 현 부지사 및 한·일 의원연맹 회장 면담, 동 인사들의 방한 계획 협의
 무역 간담회 개최, 현대종합상사의 지점 설립 문제 협의
 가와도쿠 백화점 한국 상품 전시회 참석
1490

 안중근 의사 기념비 추도식 참석
 경찰본부장 면담, 대통령 일본 방문 중 제반 협조에 사의 전달
 센다이 방송 대담 출연, 로터리 클럽 강연 및 언론사 간부 초청 오찬 주최를 통해 한반도 정세 설명
 후쿠시마 현 한·일 친선협회 회장 면담, 친선협회 총회 개최 등 활성화 방안 협의
 미야기 현 친선협회 대표단의 1985.10월 방한 지원

2. 1985.1∼2월
 한·일 친선협회 참석 및 부시장 면담, 한반도 정세 설명
 출입국관리국장 면담, 교포 국적별 통계자료 입수 및 교포 권익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경찰국장 면담, 조총련 동향 관련 의견 교환
 Lions 클럽 회장 면담, 8월 개최 예정인 한국의 밤 행사 지원 방안 협의

3. 1985.11∼12월
 Lions 클럽 오찬 2회 참석, 한반도 정세 설명
 입국관리국 간부 2회 면담, 교포들의 출입국 관련 편의 제공 요청
 통상산업국장 면담, 86년 서울 국제박람회 홍보 및 한국 상품의 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세무국장 면담, 관내 교포들의 세무 관련 협조 요청
 민단 간부 수시 면담,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방안 협의

공관활동보고 - 삿포로(札幌, 일본) 총영사관,
1984-85

| 85-140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4 / 11 / 1~16(16p)

1. 1984.9월
 북해도 경찰본부장, 공안조사국장 및 입국관리국장 면담, 대통령 일본 방문 기간 중 제반 협조 제공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사의 전달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의 북해도 방문 관련 삿포로 시장 면담 주선
 대한항공 추락사고로 인한 유가족 위령제 지원
 중소기업 분야 수입업자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현지 시장에 관한 의견 교환

 북해도 예술 방한단 및 의회 우호 방한단 초청 오·만찬 주최, 한국의 제반 현황 설명
 구시로 지역 친선협회 총회 참석 및 시장 면담, 한반도 정세 설명
 월드컵대회 여자 배구선수단 지원
 한·일 청년회의소 친선교류 간담회 참석, 상호 이해 증진 독려

3. 1985.12월
 관내 공안 관계 기관 및 입국관리국 간부 초청 만찬 주최, 제반 업무 협조에 사의 전달
 이한동 의원 일행의 항공자위대 시설 방문 및 시장, 시·도의회 의장 면담 지원
 북해도 신문 논설위원 등 언론계 인사 초청 만찬 주최, 협조 관계 증진
 북해도 5개 지역 한·일 친선협회 조직을 총괄하는 연합회 창립총회 참석 및 동 연합회 간부 초청 만찬
주최, 향후 사업계획 협의
 국방부 방일시찰단의 육상자위대 북부 총감 면담 지원
 한국학원 개원 기념식 참석, 관계 인사 격려
 삿포로 시장 초청 만찬 참석, 유대관계 증진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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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5.11월

공관활동보고 - 나고야(名古屋, 일본) 총영사관,
1984-85

| 85-140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4 / 12 / 1~102(102p)

1. 1984년 하반기
 아이치 한·일 친선협회 상임이사회에 참석, 행사 계획 협의
 입관국장 초청 만찬 및 공안 관계자 면담, 9월 한국 대통령 일본 방문 행사 대책 협의
 주니치 신문 사장, 아사히 신문 편집국장 등 언론인 면담, 대통령 방문 홍보 관련 협조 당부
 나고야 시 교육장 면담, 한국 관련 교육 문제 협의
 나고야 부시장 일행의 방한 지원
1492

 아마노 철강회사 사장 면담, 한국산 철강 수입 확대 요청
 나고야 시장 면담, 조선통신사 축제 행사 준비 협의

2. 1985.2월
 후쿠이 현 민단 본부 정세 보고 연석회의 개최, 한반도 정세 설명
 신임 아이치 현 경찰본부장 예방
 마이니치 신문 나고야 지사장 면담, 언론과의 유대 강화 방안 협의

3. 1985.11∼12월
 아이치 현 국제교류 심포지엄 참석
 미에 현 민단본부 연수회 참석, 민단의 단합 및 협력 독려, 한반도 정세 관련 강연
 한국관광공사 나고야 사무소 개설 행사 참석
 주니치 신문 사장 및 간부 초청 만찬 주최, 협조 당부
 KBS 교향악단 공연 참석
 로터리 클럽 월례회 참석, 한국 경제에 관한 특강 실시
 한국 유학생 회장 면담, 유학생회 행사 지원 방안 협의
 아이치 현 민단 회장 및 친선협회 회장 면담, 민단 및 친선협회 운영 문제 및 지원 방안 협의
 한국관광공사 및 대한항공 지사장 면담, 한국 문화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문제 협의

공관활동보고 - 후쿠오카(福岡, 일본) 총영사관,
1985

| 85-1403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4 / 13 / 1~7(7p)

주후쿠오카총영사 관할 지역 서일본신문의 1985.11월 및 12월 한국 및 중국(구 중공) 관련 기사
요지임.
1. 후쿠오카 미술관에서 12.1. 개막 예정인 미술전시회에 한국 작가의 추상 작품 출품 예정(11.28.)
2. 청년 친선사절단 300명의 1986.5월 한국 방문 계획(12.4.)
1493

대학(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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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슈대학의 중국 북경대학과의 자매결연 교류 등 평화와 문명의 발전에 공헌하는 국제화 시대의

공관활동보고 - 일본, 1985

| 85-1404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4 / 14 / 1~37(37p)

주일본대사관의 1985년 영사업무 활동 보고임.
1. 일본 정부의 국제테러 대응 입장(주일대사관 관계관의 1985.4.3. 외무성 영사1과장 면담 요지)
 국제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방지 대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적군파 등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조사, 감시, 경비 활동 및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동 조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함.
1494

 기 체결한 항공기 납치 관련 동경조약, 헤이그조약 및 몬트리올조약 등 3개 기본 조약에 추가하여 항공기
테러 방지를 위한 추가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임.

2. 조총련계 동포 초청 간담회 및 만찬 개최(1985.10.23.)
 85년 모국 방문단에 참가한 조총련계 동포 8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조총련계 동포들의 한국 방문
실현을 위한 민단 관계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조총련계 동포들을 격려함.
 동 행사에 참석한 조총련계 동포들은 한국의 발전상 및 국민들의 환대에 감명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가족 및
친척 상봉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준 정부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조총련의 교육과 선동이 허구임을 알게 되었
다고 언급함.

3. 일본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본국 강제 송환 조치 절충 협의(주일대사관 영사의 1985.11.12. 법무성
경비과장 면담)
 총 78명에 대한 11.18.자 한국 강제송환 문제가 협의된바, 조총련계 동포 1인에 대해 한국 측은 동인이 한국의
재외국민 등록 및 호적에 공히 미등재된 상태이며 거주지인 히로시마에도 조선(북한)적으로 출생 신고가
되어 있음에 따라 강제송환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일본 측은 조총련계라 할지라도 한국 외에는 인수를 요청할 대상국가가 없음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는 조총련계를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지를 문의함.
 한국 측은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를 무국적자로 간주하여 여권 대용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해 왔으며
과거 약 93,000명의 조총련계를 북송한 사실을 들어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를 한국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해 인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함.
 주일본대사는 향후로도 국내법상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강제송환 대상자의 경우 일본 정부
와의 관련 절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함.

공관활동보고 - 레바논, 1984-85

| 85-1405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5-94 / 15 / 1~82(82p)

1. 1984년 3/4분기
 사이프러스 비상 대피 종료, 1984.8.20. 및 8.22. 공관원 및 대사 레바논 복귀
 Karami 수상 겸 외상 면담, 공관 재개 통보, 동 수상의 방한 초청 및 뉴욕에서의 외무장관 회담 개최 문제 협의
 Pesco사 사장 면담, 한국 건설회사의 레바논 진출 문제 협의
 APS사 등 언론사 간부 면담, 정세 파악 및 유대 관계 증진

2. 1984년 4/4분기

 신임 대사 부임(12.17.) 및 수상 등 고위 인사에 대한 부임 예방

3. 1985년 1/4분기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1.26.), 각 부처장관 및 국회의장단 예방
 유엔 가입 및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와 관련한 한국 입장 지지 교섭
 Karami 수상 겸 외상 및 Husseini 국회의장 방한 초청

4. 1985년 2/4분기
 UNDP(유엔개발계획)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레바논의 지지 확보
 Phalange 당 등 주요 정당, 민병대 파벌 지도자 면담, 정세 동향 파악 및 각 정파 지도자들과의 협조 관계 증진
 Soll 전 수상 등 고위 인사 면담, 정부의 대시리아 관계개선 추진과 관련한 지원 요청
 기업인 등 면담, 한국 기업의 레바논 전후 복구사업 참여 및 수출 확대 방안 협의

5. 1985년 3/4분기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 입후보, WTO(세계무역기구) 총회 유치, 북한의 IMO
(국제해사기구) 가입 등과 관련한 한국 입장 지지 교섭 시행
 한반도 정세, 86 아시아 경기 및 88 서울 올림픽 홍보
 외교단 접촉, 미국의 베이루트 공항 폐쇄 등 정세 악화에 따른 향후 전망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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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김현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접수
 Gemayel 대통령, 국회의장 등 고위 인사에 대한 이임 예방

공관활동보고 - 라이베리아, 1985

| 85-1406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5-94 / 16 / 1~80(80p)

1. 1985년 1/4분기
 Minikon 외상대리 및 공보상 면담, 88 서울올림픽 관련 사진 전시회 개최 문제 및 비동맹회의 대책 협의
 Harris 항만청장 면담, 기술 원조 및 장비 수출 문제 협의
 Grigsby 대통령실 담당 차관 면담, 비동맹회의 대책 협의
 88 서울올림픽 관련 사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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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공사 현장 방문, 근로자 독려
 Burphy 건설상 면담, 방한 문제 협의

2. 1985년 2/4분기
 Bestman 외상 비서실장 및 외무차관 면담, 비동맹회의 대책 및 IMO(국제해사기구) 북한 가입 관련 문제 협의
 ELTV 방송국 관계자 면담, 방한 특별 취재 계획 협의
 건설상 초청 오찬, 방한 일정 협의
 무상원조 전달식 참석

3. 1985년 3/4분기
 외상대리 면담, 비동맹회의 대책 협의
 외무차관 라이베리아 방문 협의를 위한 Eastman 외상 면담
 88 서울올림픽 및 한국 홍보 전시회 개최
 대우건설 근로자 50명 초청 오찬 개최, 격려
 재무장관 면담, 특사 방한 문제 협의

4. 1985년 4/4분기
 라이베리아 총선 투표 현황 참관단 참여
 Dow 국가원수 및 외상 면담. 대통령 친서 전달, 정부의 긴급 원조 결정 통보
 라이베리아·한국 친선협회 설립
 외상 2회 면담, 현안 문제 및 통상 진흥 방안 협의
 대우건설 공사 현장 방문, 근로자 독려

공관활동보고 - 말레이지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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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94 / 17 / 1~65(65p)

1. 정무 활동
 황태자, 합참본부장, 상·하원의장 및 건설상 등 주요 인사 방한 초청
 Musa 부수상 제주도 비공식 방한, 전 국왕 및 외상 한국 개최 양국 간 축구 경기 참관을 위한 지원
 1985.7월 한국 외무부장관 말레이시아 방문 및 양국 외상회담 개최, 한반도 정세 설명 및 우호관계 증진 방안
협의, 외상 방한 초청
 유엔, 비동맹회의 대책 교섭 시행의 결과로 말레이시아 외상은 9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한국 입장

2. 경제·통상 활동
 해운협정 가서명,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메탄올 도입 교섭, 합작 투자 및 플랜트 수출 촉진, 한국 기업의 관련 입찰활동 지원
 제1차 양국 통상장관 회담 개최 교섭
 삼성의 말레이시아 연안 석유 탐사 사업 참여 계약 추진 지원
 삼익가구, 현대목재의 가구 합작공장 설립 지원

3. 홍보·문화 활동
 대통령 미국 방문, 88 서울올림픽 개최 및 한국 정세 관련 홍보를 위한 언론인 접촉을 통한 한국 관계 기사
게재 및 방송 지원
 외무부장관 방문 계기 한국 특집 기사 및 특별 프로그램 방영
 한국 영화 상영회 개최
 메르데카 축구대회, 국제 농구대회 등 말레이시아 개최 국제 체육행사 참가 한국 대표단 지원

4. 영사 활동
 교민 체육대회 등 각종 교민 행사 지원
 한인학교 지원
 한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조치 강구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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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발언
 한국의 UNDP(유엔개발계획)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공관활동보고 - 멕시코 및 자메이카, 1985

| 85-1408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5-94 / 18 / 1~134(134p)

1. 주멕시코대사관
 경제·기술협력협정, 해운협정 및 어업협정 체결 교섭
 1905년 최초 한국 이민 후손을 중심으로 한 친한 세력 저변 확대사업 추진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대책 교섭
 양국 간 민간경협위원회 개최 교섭
 남북대화 추진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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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WTO(세계무역기구) 총회 서울 유치 교섭
 멕시코 지진 피해 복구 지원 건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멕시코 무역청의 한국 지사 개설 교섭
 겸임국 벨리즈 수교 교섭을 위한 구충회 특사 활동 및 니카라과, 쿠바와의 관계 개선 추진 측면 지원
 교민회 및 유학생 활동 지원

2. 주자메이카대사관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대책 교섭,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북한 노동당 대표단 자메이카 방문 대처를 위한 교섭
 박쌍용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카리브 투자사절단 방문 준비 및 Seaga 수상, Shearer 외상 면담 지원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북한의 그레나다 공산화 활동 지원에 따른 동국의 대북한 단교 배경, 북한의
대가이아나 군사 지원 등 지역 정세안정 저해 실상 설명
 88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상황 및 한반도 최근 정세 홍보
 양국 친선협회 활동 지원
 국제클럽 주최 한국 홍보 시사회 개최
 박세직 특사 방문 교섭 및 방문 중 일정 지원
 농업 전문가 파견 및 어업, 건설 분야 훈련생 방한 초청 사업 추진
 수출협회 주최 오찬에서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사례 설명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및 IAEA, UNESCO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세방산업의 봉제공장 설립 투자를 위한 조사 및 관계 기관 접촉 활동 지원

공관활동보고 - 네덜란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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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5-94 / 19 / 1~45(45p)

1. 정무 활동
 네덜란드의 제의 및 한국의 동의에 따라 네덜란드 외상의 1985.1월 중국(구 중공) 방문 시 한·중 관계에
관한 정부 입장 중국 측에 전달
 4월 수상 및 외상의 방한 시 전통적인 양국 우호관계 재확인, 남북대화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확보
 교통상, 농수산 담당 국무상 방한 추진

2. 경제·통상 활동
 6월 상공부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시 경제 협력 및 통상 관계 강화 방안 협의
 양국 간 공동위원회 및 민간경협위원회 개최
 정부의 신외국인투자법 설명 및 투자유치 활동 추진
 대동구권 교역 추진 활동 지원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 협의
 헤이그 등 주요 도시에서의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추진을 위한 지역 상공회의소 접촉

3. 홍보·문화·영사 활동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제막식, 참전용사들의 회지 발간 등 활동 지원
 로테르담 영화제 한국 작품 출품 및 민속무용단 공연 지원
 대사관 홍보 간행물 출간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 및 한반도 정세 관련 홍보
 이준 열사 유적지 관리
 로테르담 주재 명예총영사관의 명예영사 추가 임명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및 상사 활동 지원 강화 추진
 해운항만청장 방문을 계기로 부산·로테르담 간의 자매결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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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육군참모총장 네덜란드 방문
 UNDP(유엔개발계획),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 확보

공관활동보고 - Karachi(파키스탄) 총영사관,
1985

| 85-1410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5-94 / 20 / 1~11(11p)

1. 정무 활동
 방한 경력이 있는 Sattar 외무차관, 항만청장, 해운공사사장, 외무성 파견 소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 강화를
통한 업무 협조관계 유지 및 북한의 활동 상황 파악
 주재 외교단과의 협조 관계 유지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 체제 강화
 한·파키스탄 친선협회 등 친한 단체 지원을 통한 친한 세력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추진

1500

2. 경제·통상 활동
 월례 경제협의회 개최, 유력 실업인 접촉, 한국 기업의 수주 및 입찰 상담 지도
 각 주재상사 방문 등을 통해 산업 정보 제공, 수출 증진 대책 수립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협의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의 방문 활동 지원, 파키스탄에 대한 제철 분야 기술지원 방안 협의
 이승훈 해외건설협회장의 방문 활동 지원, 카라치 공항 확장공사, 철도신호 설비공사 및 댐 건설 참여 방안
협의

3. 홍보·문화·영사 활동
 기자클럽 회장 등 유력 언론인 친한화 및 동인들과의 수시 접촉 활동 시행
 대언론 활동의 결과로 한국의 발전상, 경제 관련 홍보 및 특집 기사 게재 보도의 증가 및 북한 편향 기사 보도의
현저한 감소 실현
 정부 파견 태권도 사범의 태권도 중앙 도장 개설 지원
 민속예술단 공연, 상무 축구단 친선경기 개최를 통한 한국 문화, 스포츠의 인식 제고 및 민간 차원의 친선 강화
 교민회 활동 지원

공관활동보고 - 필리핀,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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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94 / 21 / 1~260(260p)

1. 1983년
 Marcos 대통령, Virata 수상, Rono 부수상, Romulo 외상 등 고위 인사 면담,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의
대화 추진 교섭, 현안 문제 및 우호관계 증진 방안 협의
 금호건설 시공 저수지 공사 준공식에 Marcos 대통령 초청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교섭
 민간무역사절단 필리핀 방문 및 경제사절단 방한
 ADB(아시아개발은행)의 하수처리 건설사업 차관 62.8백만 달러 확보

2. 1984년
 Marcos 대통령 등 고위 인사 면담, 현안 교섭 및 양국 관계 강화 방안 협의
 국회의장 면담, IPU(국제의원연맹)의 북한의 랑군 테러 사건 규탄 결의안 채택 교섭
 ADB 장기신용차관, 오수처리 차관 및 자본투자 협정 서명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이남기 대사 이임, 김창훈 신임 대사 부임
 ASEAN 정상회의 개최 관련, 동 연합과의 대화 추진을 위한 교섭
 외무부장관 필리핀 방문
 마닐라 배수 저수장 공사 계약 체결

3. 1985년
 Marcos 대통령 등 고위 인사 면담, 현안 교섭 및 양국 관계 강화 방안 협의
 1.71억 달러 규모의 ADB 본부건물 신축공사 등 각종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지원 및 관련 정보 파악
 반둥회의 관련 북한 동향 파악
 경제기술협력협정 비준서 교환
 한국의 날 행사 등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남북대화 관련 정부 입장 홍보
 한국전 참전용사 자녀 장학기금 10만 달러 모금 추진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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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군 테러 사건과 관련한 대북한 규탄 교섭
 Makalintal 국회의장 방한

공관활동보고 - 스리랑카, 1985

| 85-1412 |

생산연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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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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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무 활동
 김이명 신임 대사 부임 및 신임장 제정
 외상 등 고위 인사 면담,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 교섭 및 우호관계 증진 방안 협의
 비동맹 외상회의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대비 교섭
 양국 간 친선협회 및 의원친선협회 활성화를 위한 교섭
 겸임국 몰디브 신임장 제정
1502

 보안장관의 상반기 중 방한 추진

2. 경제·통상 활동
 손수익 교통부장관 방문, 대통령 예방 및 철도차량 수출 등 협의
 산업장관 방한. 기술 협력 및 통상 증진 방안 협의
 27명의 기술연수생 방한초청 및 2명의 전문가 파견 계획 결정
 통상해운장관 방한 추진
 새마을운동 관련 지역개발 교류사업 추진

3. 홍보·문화·영사 활동
 주요 언론인 접촉, 한반도 정세 및 대북 정책 홍보
 불교미술전시회 및 88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사진전 개최 추진
 상무 축구팀 방문 및 친선경기 개최,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추진
 한국 선박, 건설현장 및 작업장 방문, 독려
 주재 상사 및 교민 초청 근로자의 날 표창식, 간담회 및 홍보영화 상영 행사 개최
 손수익 교통부장관 방문 계기 교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공관 경제통상 활동보고 - EC(구주공동체),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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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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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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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벨기에대사관의 1984년 EC(구주공동체) 경제·통상보고서임.
1. EC 경제 정세
 EC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서독, 영국의 경제회복에 힘입어 1983.12월 당시 전망에 비해 다수
부문에서 회복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84년 평균 GDP 성장 전망을 1.5%에서 2%로 상향 조정함.
 상기 EC 경제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 추세의 요인으로 EC 집행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각 회원국의 인플레
억제, 재정적자 감축, 대외 수지 균형 정책 등 경제 조정 정책의 시행, 외부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세계무역

EC 내부의 공공재정 및 수지 불균형, 서독 및 영국을 제외한 11%에 달하는 역내의 실업률 증가를 지적함.

2. 경제 활성화 전망
 실질 투자의 감소 추세가 1984년 이후 반전되어 2% 이상의 총 고정자본이 형성될 것이며 인플레 감소 효과에
따른 가계 가처분 소득의 증대로 실질 민간 소비가 활성화될 것임.
 특히 일본 및 선진국들의 수입수요 증대에 의한 개도국들의 수입 증대 효과 유발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적인
교역 증대 및 EC의 수출 증대가 예상됨.

3. 교역 동향
 역내 10개국의 총 무역 규모는 1983년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수출·입 공히 역내 교역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경향으로 OECD 국가에 대한 무역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대한 무역은 감소하고
있음.
 주요국의 교역 추세와 관련하여 수출의 경우 영국 20%, 서독 및 프랑스 공히 17.2%, 이탈리아 19.3% 등의
전년도 대비 증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EC의 교역적자는 201.9억 ECU로, 전년도 288.1억 ECU 대비 적자 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84년도 EC의 교역은 전체적으로 수입보다도 수출 증가율이 증대되고 있으며 역외 교역 비중의 상대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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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정책에 따른 EC의 수출 증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함.
 향후 EC 경제회복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EC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고이자율, 달러화의 강세, 개도국의 부채,

공관 경제통상 활동보고 - 파키스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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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5-94 / 24 / 1~97(97p)

주파키스탄대사관의 1985.10월 경제협의회, 지방순회 간담회 주선, 한·파키스탄 민간경제
협력위원회 개최 및 홍순영 대사의 Baluchistan 주 출장 결과 보고서임.
1. 경제협의회
 경제·통상 진흥 활동 후속조치 점검
 1985년도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협의
1504

 주재 상사 활동에 대한 대사관의 지원 방안 협의 및 관련 자료 제공

- 국가경제 집행위원회(ECNEC)의 경제개발 사업 계획서 제공
- Kalabagh 댐 건설 국제입찰 안내 자료 배포
- 파키스탄 민간기업의 합작 희망 사업 자료 제공
- Baluchistan 주 경제인과의 거래선 주선
 지방순회 상담 추진 독려

2. 퀘타 주 상공회의소·상사 간담회
 9개 한국 상사의 1,100만 달러 상당의 거래 상담 접수

3. 한·파키스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중소기업의 합작 투자 및 진출 방안 협의
 파키스탄 측 합작 투자 희망 업체 및 사업 분야별 명단 제공, 후속 조치 협의
 중소기업 중앙회장에 대한 합작 진출 강화 요청 서한 발송

4. Baluchistan 주 출장
 Afridi 주지사 면담, 한국 기업의 경제개발사업 참여 문제 협의

- 동 주지사는 수산 합작, 광산개발 참여를 요청, 주 개발청과의 세부 협의를 권고
 주 개발청 방문, 개발계획 현황 청취 및 수산 및 광산개발 세부 사업계획서 입수

5. 주파키스탄대사 건의 사항
 파키스탄 측 합작 희망 사업 분야별 한국의 합작 가능 업체 선정 및 통보 요청
 Baluchistan 주 정부 측 요청에 따른 합작투자 및 기술지도가 가능한 한국 기업 선정 및 통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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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
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4차. 서울, 1985.8.13.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4 / 25 / 1~197(197p)

1985.8.13.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의 준비 및 회의 결과 관련 문서임.
1. 회의 준비
 일본 측과 회의 일정 및 의제 협의
 사전 관계부처 대책 회의(8.2.)

- 회의 기본계획 설명과 의제별 대처방향 협의, 부처별 중점 검토사항 배정

2. 회의 대표단 임명 및 훈령
 대표단: 외무부 아주국장(수석) 및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등 관계 부처 대표
 훈령(기본 지침)

- 재일 한국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수 민족 인권 보장 규범 정신에 따라 재일 한국인의 전반적
처우 개선 도모
- 한·일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기해 일본 정부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조치 촉구
- 지문 날인 문제 원만한 해결 촉구
 훈령(세부 지침)

- 외국인등록법 개정 문제: 지문 날인 제도 철폐,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 의무 철폐
- 법적 지위 안정 문제: 일본인에 준한 법적 지위 보장, 3세 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 협의 개시, 협정 영주
권 미신청자 및 잠재 거주자 구제
- 사회복지 문제: 취업 문호 개방, 정규학교 인가, 국민연금 적용 경과조치 촉구
- 기타: 사할린 교포 귀환 교섭 촉구, 재일교포 보안사범 이해 촉구

3. 회의 개최 결과
 한국 측 입장 표명

-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과 일본에의 정주성에 비추어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일본인에 준한 법적
지위 및 처우 요청
- 한일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 정신의 획기적인 구체화 및 개선 조치 촉구
 일측 입장 표명

- 재일 한국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불공평 해소를 위한 제반 노력 경주
- 한국 측 의견을 감안한 개선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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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단 간부 외무부 방문, 민단 측 요망사항 전달(8.10.)

 주요 협의 결과

- 재일 한국인 후손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한 협의 조속 개시 합의
- 지문날인 제도 및 외국인등록증 문제 중장기적 개선 검토
- 재일 한국인 취업기회 확대 가능한 한 노력
- 사할린 교포 귀환을 위한 대소 교섭 지속 노력
- 재일교포 보안사범에 관한 한국 입장 설명 등
 평가
1506

- 재일 한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관심과 의지 전달
- 제3세 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한 협의 개시 합의
-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8월) 시 지문날인 제도 문제 수습을 위한 기반 조성
- 재일교포 사회에 대한 본국 정부의 관심 표명
 향후 대책

-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동 회의 교섭 지속
- 제13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지문날인 문제 원만 타협 도출
- 재일 한국인 후손 법적 지위 협의 의제 및 교섭 일정 확정

4. 각종 자료
 사전 대책회의 자료
 한국 측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회의 결과 보고
 회의 상세 토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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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
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4차. 서울, 1985.8.13.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4 / 26 / 1~267(267p)

1985.8.13.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의 준비 자료임.
 지문날인 문제 대처 방향(1985.5.1.)
 재일 한국인 문제에 관한 한·일 아주국장 회의 자료(1985.5.23.~24. 도쿄)
 일·한 실무자 비공식 협의 일측 자료(1985.5.23.)
 재일교포 지문날인 문제: 현황과 대책(1985.6.28.)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자료(1985.8.8.)
 외무부장관의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 접견 자료(1985.8.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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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측 입장: 재일 외국인의 공정관리상 지문 제도 존속 불가피, 중장기적 차원에서 개선 검토
- 대책: 지문 제도의 궁극적 철폐를 위한 외교 교섭 노력 지속 및 점진적 추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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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5 / 1 / 1~241(241p)

1985.12.13.~14.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재일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 회의에 대한 준비 관련 사항임.
1. 개최 준비
 개최 경위
1508

- 한·일 재일한국인법적지위협정(제2조)에서 재일 한국인 3세 이하 후손(협정 영주권자로서 1971.1.1. 이
후 출생자의 직계 비속)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 1991년 1월까지 협의키로 규정
- 제13차 한·일 정기각료회의(1985.8월) 시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를 1985년 내 협의키로 합의
 개최 일정 및 장소, 의제 등에 관한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결과

- 일자 및 장소: 1985.12.13.~14. 도쿄
- 회의명: 재일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 회의
- 의제: 재일 한국인 후손의 일본 거주 생활 실태 중심 제반 관련 사항
 정부는 11.14. 및 12.4. 외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사부, 치안본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함.

-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입장, 협의 대상과 내용, 후손의 생활실태, 향후 추진 일정 등 협의
 외무부는 11.25. 일본 주재 전 공관에 관련 조치 및 현황 보고를 지시함.

-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주요 계기에 언급
- 재일교포의 생활 실태, 교포사회 동향, 일본 국내법의 영향, 회의 관련 건의 등을 보고

2. 외무부는 1985.12.2.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함.
 대표단: 외무부 심의관(수석대표) 외 법무부, 보사부, 주일대사관 주재관 등 14인
 훈령(요지)

- 기본 방향: 재일 한국인의 일본 내 거주에 관한 법적, 사회경제적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극 교섭
- 기본 목표: 법률적 측면(안정된 영주권 보장, 타 외국인 적용 법령 배제, 국적 선택 보장 및 귀화 조건
완화), 사회 경제적 측면(국적 조항 철폐, 일본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 보장)
- 회의 대처방향: 재일 한국인 후손의 안정된 생활 보장 중요성 강조,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및
생활 실태의 현황과 문제점 지적, 향후 협의 의제 및 협의 방향 결정

3.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은 1985.12.12. 다음 요망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협정 개정
 협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손에 대한 협정 영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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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5 / 2 / 1~330(330p)

1985.12.13.~14.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재일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 회의의 결과 관련 문서임.
1. 회의 결과
 대표단: 양국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수석대표)외 관계부처 관계관
 회의 의제

 한국 측 입장 표명(요지)

- 한·일 신시대에 있어서의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와 생활권의 조기 안정 중요성 지적, 일본
정부의 대국적 대응 촉구
- 현재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관련 제도 및 실제상 제반 문제 설명, 3세 이하 후손에 대해 제반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 측 기본입장 제시
 일본 측 반응(요지)

- 한국 측 주장에 상당한 정도 이해 표시 및 개선 필요성 인정
- 구체 협상 개시에는 소극적 태도를 표명하였으나 2차 회의 개최에는 동의
 성과

-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조기 안정을 위한 협의 개시
- 후손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 유도 및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계기 마련
 향후 전망과 추진 방향

- 일본 측 반응과 협상 종료시한(1991년)을 감안할 때 교섭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차기 회의를 1986년 중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며, 3세 문제와 연계하여 현재의 지위와 권익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협상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추진 필요

2. 각종 회의자료(첨부)
 회의 토의기록 전문
 본회의 자료
 양국 언론기사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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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한국인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일반적 평가
- 재일 한국인 후손의 생활 실태
-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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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5 / 3 / 1~269(269p)

1985.12.13.~14.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재일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 회의 준비에 관한 자료임.
1. 회의 자료
 회의 사전 대책회의 자료(1985.11월 및 12월, 외무부 아주국 및 영사교민국 작성)
 독일의 고향 상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85.11.13. 주독일대사 송부)
1510

 주일대사 및 각 총영사의 회의자료 보고(1985.11월)

- 재일 한국인 생활실태 현황과 문제점
- 재일교포 사회의 의식 동향
- 일본 국내법 영향
- 건의 사항 또는 회의 대응방향 등
 지문날인 문제

- 회의 시 발언 요지, 현황 등
 한일 관계

- 일반 및 주요 현안

2. 주일대사관 작성 회의자료(1985.11.25.)
 재일 한국인 현황(1984년): 약 68만 명

- 귀화 12.6만 명, 북송 약 9만여 명 제외
- 민단계 약 41만 명, 조총련계 약 22만 명
- 협정영주권자 약 35만 명, 특례영주 약 22만 명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 국민연금법 등 국적 조항 철폐로 법적 여건 비교적 호전
 취업 및 사회진출

-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비율이 낮고 판매업, 운수업, 노무업 등 비교적 중하층 진출
 회의 대응 방향

- 현재와 같은 협정 영주권 계속 부여 방안 우선 추진
- 일반 외국인에 적용되는 입국관리법, 외국인등록법 등 적용 제외 또는 범위 가능한 축소 도모, 국적
선택 폭 확장 방안 검토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V.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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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5 / 4 / 1~125(125p)

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1~2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가 1985.1월 작성한 재일교포 지문채취 거부 문제에 관한 내부 보고서 요지
 일본의 현행 제도

- 외국인등록법에 의거, 외국인 등록 시(16세) 및 등록 갱신 시(매 5년)마다 지문 채취
- 거부 시 체형, 재입국 비자 발급 거부, 외국인 등록증 거부 등 벌칙 부과
- 1985년 8~10월에 갱신 시한이 집중 도래하며 약 34만 명이 갱신 대상(대상자의 90%)
 양국 입장

- 한국 측: 지문채취 제도 철폐, 재일 한국인 차별 또는 통제 목적 등 제도의 문제점 지적
- 일본 측: 전면 폐지 불가, 점진적 개선 고려 중
 교포사회 동향

- 민단 및 조총련계 공히 지문채취 거부 및 제도 철폐 서명운동 전개
 대책

- 민간 차원의 권익 운동 측면 지원 계속
- 일본 국내 및 국제 여론 조성
- 양국 간 회의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 촉구

2. 일본 각지의 지문날인 거부 운동
 재일본 대한기독교 주최 지문 날인 반대 및 외국인등록법 개정 요구 집회(1.15.)
 재일거류민단 주최 외국인 등록증 지문 날인 제도 폐지 요구 집회(3.1.)

- 일본 국회 앞 청원서 채택

3. 재일 교포 지문날인 제도 관련 양국 언론보도
4. 외교안보연구원이 1985.2월 작성한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 문제 관련 자료
 제도의 배경, 제도 운영 실태, 제도의 허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처우, 건의 사항 등 포함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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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증 일제 갱신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V.2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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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5 / 5 / 1~193(193p)

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3~4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각종 보고 자료
 외무부가 1985.3.2. 작성한 최근 일본 정부의 제도 개선 내용에 관한 내부보고 자료
1512

- 배경: 외국인의 반대 급증으로 국제 문제화, 85년 일제 갱신 시 혼란 가중 예상
- 개선 내용: 평생 1회 등록(신규 등록 시), 매 5년 등록 갱신 제도 철폐
 주일대사의 관련 동향 보고(3.4.)

- 지문채취 거부자 현황: 159명(2.26. 현재)
- 각 교민 단체별 지문거부 운동 추세: 민단, 청년회 중앙회
- 일본 내 언론반응: 최근 지문날인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일본 정부의 적극적 개선을 촉구
 외무부가 3.19. 작성한 지문거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책에 관한 내부보고 자료

- 지문 1회 제도보다는 완전 철폐 방향으로 추진
- 자국민 보호 견지에서 측면 지원하며, 한·일 국교 정상화 20주년 계기를 활용

2. 민단 등 주요 단체 입장 청취
 민단중앙본부 수석부단장은 1985.3.29.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을 면담, 입장 전달함.

- 지문날인 문제 등 법적 지위 실무자 회담을 4월 말 또는 5월 초 개최 요망
 민단단장은 4.9.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다음 입장을 전달함.

- 지문날인 제도 철폐를 위한 활발한 활동 전개 요망
-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 간 회의 등 외교 노력 가일층 경주 희망
 외무부가 4.13. 작성한 대통령의 민단단장 면담 자료 요지

- 정부로서 동 문제의 중요성 인식
- 한·일 간 우호관계 감안 일본법 내에서 재일동포 지위 향상 노력 당부

3.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5.4.2. 주한 일본공사에게 4, 5월경 양국 아주국장 회의 개최 방안을 제의
 주일대사관 공사는 4.23.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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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5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재일교포 지문날인 거부자 체포
 일본 가나가와 현 경찰은 1985.5.8. 지문 날인을 거부한 재일 교포를 체포
 민단 중앙본부는 5.8. 오후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담화 발표
 외무부는 5.9.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 체포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측의 적극적 개선책 수립을 요망함과

 동 사건 분석 및 대책

- 동 체포 사건은 일본 법무성, 경찰 등의 강경 자세를 시사
- 제4차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 실무자회의 5월 개최 촉구 필요

2. 일본 법무성은 1985.5.14. 지문날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령 개정
 개정 내용

- 지문날인 방식 개선: 회전 지문채취 방식을 평면 지문 방식으로 변경(7.1.부터 실시)
- 외국인 등록사무소에 심리적 부담 경감 방안 하달
 외무부 당국자 논평 발표(5.14.)

- 일부 개선조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미달하며, 동 문제 자체가 조속 개선되도록 노력하기를 기대

3. 외무부가 1985.5.16. 작성한 재일 한국인 지문날인 문제 관련 대통령 보고에 포함된 대책은 다음과 같음.
 1984.9월 대통령 방일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감안, 재일교포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 궁극적 철폐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1985.5월 한·일 아주국장 회의, 8월 정기 각료회의 등 활용
 단,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과열 반응 자제 유도

4. 일본 정부와의 협의
 주한 일본대사는 1985.5.20. 외무부차관을 면담, 지문날인 제도 운영상 개선조치를 설명하고,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 취지를 감안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현재는 현행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외무부차관은 금번 조치는 운영면 개정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개선이 아님을 지적하고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 최선의 노력을 당부
 외무부장관은 5.21. 주한 일본대사 면담 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일 아주국장회의(5.23.~24.) 시 구체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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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외무부 당국자 담화를 발표
 5.10. 피체포자 석방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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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6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정부와의 협의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5.6.1. 주한 일본공사를 면담하고 평통회의 참석 재일교포의 재입국 허가에 관한 협조
1514

를 요청한바 일측은 현행법 준수 필요성을 강조함.
 외무부 아주국장은 6.17. 주한 일본공사를 면담, 현 상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측의 적극적 문제 해결 노력을 요망

2. 민단의 지문날인 유보 운동
 민단은 1985.6~10월간 3단계 날인 유보 운동 방침을 결정

- 1단계(날인 거부자 구제 활동), 2단계(날인 유보 활동), 3단계(각료회담 결과 등 추이에 따라 활동 목표
재설정)
 지문날인 거부가 아니라 최종 태도 결정 시까지의 과도적 조치로 시행

3. 외무부 아주국이 1985.6월 작성한 지문날인 문제 현황 및 대책 자료 요지
 현황 및 전망

- 일본 관계 성청의 강경 반대 입장으로 1985년 중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 기대 곤란
- 재일 한국인 대규모 날인거부 사태 발생 시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 우려
 당면 대책

- 대일 교섭 및 접촉: 아주국장의 주한 일본공사 면담(6월),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8월), 한·일 각료
회의(8월) 등 각종 계기에 문제 해결 노력
 민단 대책

- 합법적 운동을 전개하도록 설득하고 점진적 해결 유도
 언론 대책

- 언론의 과열 보도 자제를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
 중장기 대책

- 대일 교섭 강화와 병행, 일본 정당, 지자체, 학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활동 강화

4. 지문날인 거부자 체포
 거부자 불구속 기소(6.10.)
 추가 거부자(2명) 체포 및 당일 석방(6.12.)

5. 지문날인 문제 관계 부처 회의 결과(1985.6.19.)
 동 문제가 한일 우호관계 손상과 여러 현안 해결에 악영향 없도록 현명한 대처 필요
 한·일 각료회의 시까지 일측의 조기 개선 추진 약속 확보를 위해 교섭 전개

- 한·일 법무차관회담, 제4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개최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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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7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주일대사는 1985.7.5. 지문날인 문제 현황과 대책에 관한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함.
 민단의 지문날인 유보 운동은 임시방편이며, 각료회담 결과를 관망한다는 자세
 진전이 없는 경우 강경 자세 선회 전망
1516

 일측과 협의 가능한 타개책을 강구하여 민단의 강경노선 선회 방지 명분 제공 필요
 양국 외무장관 간 전향적인 방침에 대한 암묵적 양해 도달 추진
 이를 기초로 민단의 지문날인 거부 운동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2. 일본변호사연합회는 1985.6월 일본 정부에 지문날인 제도 관련 다음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함.
 지문날인 강제의 문제점

- 프라이버시 침해, 필요성 소멸, 내외국인 평등 원칙 위배, 품위 손상하는 취급 금지, 지나친 불이익 부과
 제언

- 지문날인 제도 철폐를 위한 조속한 외국인등록법 개정, 고발·체포 등 신중 대처, 재입국 불허 등 처분
철폐

3. 일본 정부와의 협의
 외무부장관의 주한 일본대사 면담(7.11.)

- 일측은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85년은 현행 제도로 시행하고 개선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 제시
 아주국장의 주한 일본공사 면담(7.12.)

- 기 제안한 한국 입장에 대한 일측의 성의 있는 검토 및 대응 촉구
 주일공사의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면담(7.19.)

-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가능 방안 계속 검토를 요청
 한·일 외무장관회담(7.27. 동경) 시 협의 내용

- 협의 결과: 한·일 정기 각료회의 시 일본 정부가 개선 의사를 표명토록 최대 노력한다는 일측의 약속
확보
- 평가: 지문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일측 노력 확보
- 대책: 제13차 한·일 각료회의를 대통령 방일의 총결산으로서 구체적 성과의 최대한 거양을 위해 사전
외교 교섭을 강화하고, 민단에는 합법적인 철폐 운동을 추진토록 지도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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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8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지문날인 반대 운동
 일본 각지에서 민단 주도 지문날인 반대 운동 전개

2. 민단 주요 간부 방한 계획
 민단은 한·일 각료회담에 대비, 지문날인 철폐 및 외국인등록법 개정 관련 건의 목적으로 8.25.~27. 방한을
계획한바, 외무부는 국내 사정으로 면담 일정 수립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방한 계획을 보류할 것을 권고함.

- 민단 측은 8.23. 방한 계획 보류를 결정

3. 지문날인 반대 운동 관련 각종 언론보도
 지문날인 거부 운동, 최창화 목사 재판 판결 관련 기사(8.22.~24.)
 지문날인 거부자 현황 등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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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단은 1985년 광복절 기념행사 후 지문날인 철폐 요구 진정서를 일본 수상 등 주요 인사들에게 발송
- 민단은 8.13. 제2회 중앙집행위 회의 시 대책 방안 협의함.
- 비민단 단체들은 8.15.~27. 지문날인 제도 완전철폐를 요구하는 전국 행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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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9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한·일 정기 각료회의 결과
 지문채취 문제 협의 결과
1518

- 한국 측은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과 한·일 정상 공동성명에 따라 일측의 성의 있는 개선 조치를
강력 요구
- 일본 측은 85년도 대량 갱신은 현행법으로 대처하되, 동 제도의 개선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검토할
것임을 강력 시사하였으나, 대량 거부사태를 우려하여 개선 검토 방침은 대외발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망
 주일대사관은 9.5. 민단 측에 각료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 지문날인 거부·유보 운동이 합법적인 방향에서 수습되기를 요망
- 민단 측은 정부 방침 수용 의사 표명

2. 민단 측 지문날인 문제 대처방향
 민단 중앙집행위는 1985.9.9.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지문날인 유보 운동은 연말까지 지속하며 유보 기간(3개월) 만료자는 지문 날인
-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처에 감사
- 중장기적 개선 조치 주시
- 3세 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 85년 내 협의 기대

3. 외무부가 1985.9월 작성한 지문날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관련 내부자료 요지
 일본의 방침 확인(정기 각료회의 시)

- 장래 한일 관계 안정과 일본 사회의 국제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로 인식
 한국의 대응

- 조속한 시일 내 동 개선 조치를 통해 문제가 조기 수습되도록 노력
- 가까운 장래 동 제도 철폐를 위해 일본 정부에 적극 촉구

4. 유엔 인권위 청원서 제출
 주유엔대표부는 1985.10.2. 외무부에 지문날인 문제와 관련한 유엔 인권위 앞 청원서 제출 절차에 대해 문의함.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V.8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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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10~12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지문날인 문제 관련 민원 처리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은 1985.7.26. 일본 지문날인 제도 철폐 강력한 대응책을 건의한바, 10.7. 외무부
는 다음 내용으로 장관 명의 회신함.

2. 외무부가 1985.10월 작성한 민단의 지문날인 유보운동 종결에 관한 내부보고 요지
 민단 중앙위원회는 10.11. 유보 운동 종결을 결정

- 단, 부인회, 청년회 등 여타 단체는 10.18. 기자회견을 통해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지속한다고 발표
 민단 성명 요지

- 제13차 각료회의 시 일측의 성의 있는 노력 약속과 금년 내 3세 이하 법적 지위 문제 협의 개시 합의를
평가
- 현재 유보자 약 1만3천여 명은 소기의 목적 달성
- 금후 합법적 철폐 운동 지속, 지문날인 제도와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제도 철폐 추진
 일본 외무성 반응

- 각료회의 시 일측의 적극 자세 표명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민단을 지도한 결과로 평가
 금후 대책

- 일 정부의 조기 제도 개선 실현을 위한 정부 노력 계속
- 지문날인 제도 자체의 궁극적인 철폐 점진적 추진
-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의 전반적 안정화 노력 추진(12월 양국 간 협의 예정)

3. 지문날인 제도에 관한 일본 변호사연합회 의견서 송부
 입법 경위, 지문날인 강제의 법제도, 외국인에 있어서의 지문날인 제도, 지문날인 의무를 지는 외국인의 심정과
의견, 여론 등에 관한 의견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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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제도 개선 및 철폐를 위한 조치 노력 설명
- 일본 정부의 진전된 자세와 금후 일측에 제도의 철폐 강력 촉구 정부 방침 설명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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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일 한국인 통계(한국 및 조선 포함)
 일본 입국관리국 작성(1984.9.30. 현재)

- 총 68만6천 명(전체 외국인 93만3천 명의 약 75% 점유)
 주일대사 보고(1985.1월)

1520

- 총 68만6천 명
- 세대별: 1세대 11%, 2~3세대 89%
- 체류 자격별: 협정 영주 약 36만, 특별 영주 22만, 특례 영주 및 특별 체류허가 6.5만 등
- 사회 진출: 학교 교원 약 30여 명, 우정성 2명, 대기업은 한국인 채용기피 경향
- 귀화자 누계 약 12만 명, 매년 약 5천 명 귀화, 일본인과 결혼 매년 약 4천 건
- 건의 사항: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출입국관리법 개정, 취업문호 개방, 국민연금제도 개선

2. 외무부 아주국이 1985.3월 작성한 재일교포 교사임용 취소에 관한 내부보고 자료 요지
 경위

- 나가노 현 교육위가 1984.11월 재일교포 1인을 채용하였으나 문부성 압력으로 12월 채용이 취소되었
으며, 문부성은 각 지자체 교원 채용 시 국적 조항 명기 지시
 문제의 중요성

- 재일교포 취업 및 사회참여 문제는 재일교포 지위 개선의 핵심
- 일 정부의 적극적 자세 긴요
 일측 입장

- 재일교포 문제 관련 아주국장 회의 시, 교원 임용은 일 정부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
- 문부성은 교원 임용 시 국적 요구를 강행하며 지자체를 지도하겠다는 방침
 대책

-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 일측에 취업상 차별 대우 개선을 촉구
- 외교 경로를 통한 시정 노력을 계속하고 민단과 후원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 전개
 외교적 노력 결과

- 나가노 교육위는 1985.3.27. 재일교포 교사를 채용키로 결정

3. 일본 출입국자 현황(1985.9월, 일본 법무성 통계)
 1985년 상반기(1~6월) 한국인이 14.7만 명으로 미국, 대만(구 자유중국)에 이어 제3위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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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하 한국인 위령제
 주나하영사는 1985.1.23. 9월 개최 예정인 한국인 위령제 시행을 보류할 것을 건의함.

- 행사 내용: 위령탑 건립 10주년 행사로 1985.9월 유족 100명 초청
- 문제점: 위령제 주관자들의 동기가 기부금 모집 등 불순하며, 위령제 참석자들의 방문 목적이 친지 방문,
관광 등이고, 기부요구 행위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저촉
- 건의: 위령제 참가를 빙자한 위령단 모집 행위 중지
 외무부는 1985.3월 주나하영사 및 주일대사에 위령단 모집행위 금지를 지시함.

2. 외무부가 작성한 징용 한국인 유골 봉환 문제에 관한 내부 검토자료 요지
 유골봉환 문제는 정부가 관심 가질 필요성

-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희생당한 한국인 유골 봉환을 위해 노력하여 국민 감정을 위무하고 자존심
증진에 기여할 필요성 상존
- 민간단체가 유골봉환 활동을 전개 중인바 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응 필요
 장기적 대처 방안

- 국민의 역사적 대일 감정에 관한 문제로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조할 필요
- 30년 미해결 문제를 외교 경로로 해결하는 문제는 남북한 및 일북 관계, 정부의 예산 확보 등 난점으로
최선책이 아님.
- 민간 차원에서 봉환 유도, 정부는 봉환 절차상 측면 지원 바람직
- 단, 난립 방지와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보사부가 민간단체 등록 승인 및 감독

3. 쓰시마 발굴 한국인 유골 봉환 문제
 일본 정부는 1985.6월 한국 출신 징용자 유골(45주) 처리 관련 한국 측 의견을 문의

- 정부는 일본 측의 봉송비 및 안장비 부담하에 반환할 경우 접수가 가능함을 통보

4. 참고 자료
 유골의 구분

- 일 정부 보관 1,140주, 민간 보관 약 5만 주 추정, 가매장 상태 파악 불가
 봉환 방법 등 다양한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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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 등 국내 관계부처도 2월 위령단 모집에 반대 의견 표시

재미국 한국학자 김영진 교수 북한 방문 관계,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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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는 1985.7.20. 재미 한국학자 김영진의 북한 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방북 개요

- 방문자: 김영진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
- 기간 및 방문지: 1985.7.1.~12. 북한 평양 및 남포
- 면담 인사: 김영남 외상 외 당간부 및 학계 인사
- 면담 주제: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불가침 선언, 평화협정, 교차교류 문제 등 남북한 문제
1522

2. 외무부가 1986.1.24. 작성한 북한 김영남 외상 회견 내용에 관한 대통령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북한의 대중·소련 관계

-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자주, 우호 및 평화이며 자주성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상호 존경, 상호 평등,
호혜성의 5원칙에 충실
- 북·중 관계는 상호 신뢰와 정감으로 특징지워지는 각별한 관계
- 북한의 대중·소 관계를 등거리 외교로 보는 것은 판단 착오
 일·북한 관계

- 일·북한 관계는 비정상이며 이는 전적으로 일본 당국의 책임
- 일본은 항공, 전신, 무역사무소 설치 협정을 제의한바, 모든 관계자들과 협의 후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필요
 미·북한 문제

- 한반도 현 상황과 미·북한 간 비정상적 관계 감안 시 관계 개선 시급
- 미·북한 회담 제의, 3자회담도 기 제의, 체육 및 경제교류 제의
- 미·북한은 문제 해결의 제1 당사자이므로 양국 대좌 필요
- 남한을 침공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
 통일 방안

- 한국과 독일은 다름
-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통일에 대한 소망과 결의가 강렬
- 일거에 체제를 통일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민족의 통일 성취
- 고려연방제는 상이한 이념과 체제가 보장되는 연방국가 수립 방안
 분석 및 평가

- (총평) 동 자료를 통해 북한 외교정책의 대서방 설득 논리 파악이 가능함.
- (북한의 대중·소 관계) 근래 소·북한 관계 긴밀화가 관심의 대상임을 의식, 북·중 간의 친밀 관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인상을 줌. 북한이 중·소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인상을 불식하기 위해 노력
하였으며, 소련과의 이견 존재는 솔직히 인정하나 중국과의 이견 문의에는 직접 답변 회피함.

- (일·북한 관계) 일본의 대북한 정책을 비판하고 변경을 요구, 한국과의 교차승인 노력을 의식하여
일본과의 무역사무소 설치에는 소극적 태도 견지
- (미·북한 관계) 미·북한 접촉 희망 강력히 피력
- (통일 방안) 독일 방식의 2국가 공존에 반대하고 민족통일 우선 주장, 체제통일은 추후 인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 견지

3. 본 문건에는 김영남 외상의 회견 내용(국·영문) 전문이 첨부되어 있음.
- 조지워싱턴대 중·소문제연구소 발행, ‘동북아연구’지에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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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자료는 김영진 교수가 1986.1월 외교부에 송부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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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가 1985.2.11. 작성한 사할린 교포 귀환 및 가족 재회 경위에 관한 내부보고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과거 실적(~1984년): 영주귀국 3인, 일시 가족재회 6인
 사할린 교포 귀환협회 초청 경위

- 1983.7월 귀환협회 회장 등과 협의
- 12월 귀환협회가 ‘아시아 전후 책임을 생각하는 회’ 후원으로 사할린 교포에 초청장 발송
1524

 한국에서 중·소 이산가족회가 국내 가족 방일에 필요한 지원 제공

2. 중·소 이산가족회가 1985.4월 외교부에 제출한 건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일 소련대사관 동향

- 소련적, 북한적 교포뿐 아니라 무국적자 초청도 접수 중
- 개인이 여러 명 초청도 가능
 요망 사항

- 일본에서의 초청장 없이도 여권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 한국 영사관의 적극 지원 요망
 한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에게 진정서 발송(1985.8.15.)

- 사할린 거주 교포들의 조속한 귀환 조치 협조 요망

3. 외무부가 1985.12월 작성한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에 관한 내부보고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배경, 현황 및 실태

-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1937~45년), 종전 후 소련령으로 귀속, 출국 금지
- 약 6만 명 추산
- 대부분 기술 계통 노동, 중류 생활 수준
 정부의 귀환 노력

- (외교적 노력)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에 대소 교섭 적극 전개 강력 요청
-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노력) 한적, 국적을 통해 노력 중이나 소련 적십자사 반응은 없음
 민간의 송환 노력 지원

- 중·소 이산가족회, 재사할린 한국인 귀환소송 실행위원회, 사할린 억류 한국인 귀환 촉진회, 일본
공명당 등이 다양한 지원

 관계국 입장

- (한국) 역사적 배경상 일본 정부에 송환 책임이 있으므로 일 정부의 적극 송환 노력 촉구
- (일본) 정치적, 도의적 책임 상 귀환을 최대한 노력하며, 소련 측과 교섭 지속
- (소련) 일·소 간 교섭 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 문제는 북한과 협의 사항임을 주장
- (북한) 일본의 송환 교섭을 비난하고 북한의 내정 문제라는 입장 견지
 전망

- 소련의 기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해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정부 차원에서 일 정부의 적극 송환 노력 계속 촉구
-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송환 노력 계속
- 민간단체 측면 지원을 통해 일본 및 국제 여론 환기
- 영주 귀국 교섭의 교착 상태를 감안 우선 일시 가족 상봉 실현에 중점 노력
- 일본에서 진행 중인 한국인 귀환 소송 승소 측면 지원
 참고 사항

- 사할린 교포 송환
- 민간 송환 노력 단체
- 사할린 억류 한국인 송환 소송
- 유엔 인권위에 대한 사할린 교포 귀환 청원
- 주요 송환교섭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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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재파라과이 한국학교 및 한국회관 건립 지원, 1985

| 85-1432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15-96 / 4 / 1~24(24p)

1. 주파라과이대사 한국학교 등 건립 지원 건의
 주파라과이대사는 1985.1.31. 결손처분된 목축우 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 회수, 동 현금을 한국학교 및 한국
회관 건립에 지원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대남미 인력진출 주요 창구인 파라과이 이민 20주년의 해로서 현지 이민의 정착 및 장래 지속적 인력
진출 기반 조성 목적
- 한국학교 및 한국회관 건립 지원(1만 달러), 한국공원 조성 지원(1천 달러)
1526

 외무부는 6.26. 이를 승인함.

2. 주파라과이대사 추가 건의
 주파라과이대사는 1985.10.15. 공동 영농 수입금 잔액을 한국학교 및 한국회관 건립 사업에 추가 보조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현재의 모금액(약 4.6만 달러)으로 대지 구입, 약 5,000달러 자금 부족 발생
- 동 사업 지원을 위해 잔액(3,100.56달러) 추가 보조 필요
 외무부는 11.21.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 건의를 승인함.

- 농장에서 환수되는 채무 수입금을 현존 농장 개발 및 이민 추진에 활용토록 한 정부의 동 농장 처리
지침(1984.6월)에 부합
- 1985년은 대남미 인력진출의 주요 창구 중 하나인 파라과이 이민 2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할 때 동
사용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한민통 인사의 일본 재입국 문제, 1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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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85년간 한민통(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인사 일본 재입국 관련 동향과 한·일
정부 간 및 관련국 간 재입국 신청 불허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1981년
 일본 정부는 한민통 대표의 APSO(아시아태평양사회주의기구) 회의참가(2.6.~8. 호주 시드니)를 위한 재입국
신청 불허(1월)

- 출국 목적이 명백한 반한 정치활동으로서 한·일 우호관계에 비추어 불허
- 친지 방문 등 비정치적 목적임을 감안, 허가

2. 1982년
 정부는 일본 측에 한민통 소속원의 난민 인정 불허를 촉구(5월)
 일본 정부는 SI(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회의 참가(5.26.~27. 핀란드 헬싱키)를 위한 재입국 신청을 허가

- 명목상 우인(友人) 방문 허가
 한민통 간부의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여행(5~6월) 재입국 허가
 일본 정부는 SI 회의(11.3.~4. 스위스 바젤) 참가를 위한 재입국 신청 허가

3. 1983년
 일본 정부는 SI 총회(4.7.~10. 포르투갈) 참가를 위한 재입국 신청 허가

- 이에 대해 정부는 유감 표명
 일본 정부는 한민련 지역회의(9.29.~30. 스페인 마드리드) 참가를 위한 재입국 신청을 정치 목적 활동 관련으로
불허

4. 1984년
 일본 정부는 한민통 간부의 스페인 방문(5.10.~11.)에 대해 재입국 신청 허가
 한민통 현황(외무부 내부자료)

- 현황, 주요 간부 명단, 주요 활동 내역 등
 한민통은‘관동지역 활동과 정세 보고회’반한집회 개최(11.22.~23. 가나가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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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조활준 등 한민통 간부의 호주 및 노르웨이(2월) 방문을 위한 재입국을 허가

5. 1985년
 일본 정부는 한민통 간부 및 조총련 가극단 미국 방문(1~2월) 재입국 신청 허가

- 관광 및 예술공연 목적 허가
 일본 정부는 한민통 간부의 영국 방문(4.20.~22.) 재입국 신청 허가
 한민통의 광주사건 5주년 계기 반한집회 개최(5.19. 동경) 동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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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한단체(한민통, 한청동, 한학동) 반한집회 개최(5.26. 오사카) 동향 보고
 한민통, 반한집회 시국강연회 개최(10.13. 오사카) 동향 보고

재일본 반한단체 현황 및 동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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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의 반한단체 현황 및 각종 동향에 관한 공관 보고 내용임.
1. 일본 총평 및 한민통 계열 반한집회(1985.1.22. 및 2.7. 일본 동경)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 한국 민주화 촉구, 재일 한국인 정치범 석방 요구

2. 한민련(민주민족통일 한국인연합) 주최 반한집회(1985.3.13.~16. 동경)

3. 한민통 반한 시국강연회(1985.5.12. 일본 오사카)
 한국 내 민주화 투쟁 찬양, 야당 탄압 반대, 정치범 석방 요구 등 주장

4. ‘일·한 연대를 쟁취하는 회’ 반한집회(1985.6.3. 일본 센다이)
 광주 사태를 잇는 한국의 민주 투쟁 고무

5. 정치범 구원 서명 운동(1985.6~11월)
 
‘일본
재일한국인 정치범지원회’
등 단체가 한국 및 일본 정부에 발송할‘한국정치범 구원 요망서’서명 운동
전개

- 한국 정부에 사형 확정자 사형 집행 취소 요구
- 일본 정부에 모든 정치범의 인권 구제 촉구

6. 일·한연대 반한집회(1985.6.22. 일본 오사카)
 일·미·한 군사동맹 분쇄, 한국 민주화 투쟁 연대, 외국인 등록법 전면 개정 요구

7. 재일 한국인 정치범 구원회 반한집회(1985.9.14. 동경)
 정치범 사형 판결 규탄, 정치범 전원 석방 요구

8. 한민통 등 반한집회(1985.12.8. 일본 오사카)
 민주화 지원 바자회, 영화 상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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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한민통 계열 및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인사 약 90인 참석
 본국과의 연계 활동 강화,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 국제연대 강화 주장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 문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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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 관련 청원
 재일 민단 중앙본부는 보안사범 특사 청원을 한국 정부에 제출(1985.1월 및 2월)
 주한 일본대사관은 정부에 보안사범 선처를 요청하고 진정서를 송부(1985.2월, 4월, 6월, 9월, 11월)
 일본 동경대 교수, 보안사범 면회를 신청(1985.6월)

- 법무부는 면회를 허가(1985.7월)

1530

2. 한·일 정기각료회의(1985.8.29.~30. 서울) 대비 외무부가 작성한 재일한국인 보안사범 대처방안
내부자료 요지
 국내 문제

- 재일교포 보안사범 문제는 한국 국내 문제로서 공식 석상에서 거론 사항이 아님.
- 국가 전복을 기도한 죄질이 중한 간첩 행위자임.
 한국 정부의 배려에 대한 이해 촉구

- 한국 정부는 재일 한국인 보안사범의 특수성을 감안, 면회, 차입 및 감형, 사면 조치 등 각별 배려 제공
 일본 정부에의 요망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적 상황에 대한 이해 촉구
- 반한 불순 세력에 대한 적절한 규제 요망

조총련 동향, 1985. 전2권. V.1 1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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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5월 일본 주재 관련 공관이 보고한 조총련 관련 동향 자료임.
1. 조총련 관련 자료
 일본 공안조사청 발간‘국제정세의 회고와 전망’
중 조총련 관련 부분(1.25. 주센다이총영사)
 조총련 중앙간부 명단(4.9. 주니이가다총영사)

2. 조총련의 제안서

3. 조총련 주관 행사
 김정일 생일 축하 행사(2.13. 주일대사)
 북한 축구단 방일(3.14. 주일대사)
 김일성 생일 73주년 행사(4.10. 주일대사)
 남북 국회회담 지지 대회(4.23. 주후쿠오카총영사)
 노동절 대회(5.3. 주센다이총영사)

4. 조총련 동향
 북한 노동신문 대표단 방일 관련, 일 외무성 아세아국장 면담 보고(2.19. 주일대사)
 조총련 각 산하 조직은 외국인등록법 개정을 위한 제의서를 관계 성청에 전달(3.29. 주나고야총영사, 4.10.
주일대사)
 교토 한국 중고등학교의 교토 시 중학교 체육 연맹 가입(4.25. 주오사카총영사)
 북한의 남북 국회회담 제의 배경(5.3. 주일대사)
 북한 일조 우호촉진 친선협회장 방일(5.15. 주일대사)
 미야기 현 총령 부인회는 남북 국회회담 및 외국인등록법 개정 요구 선전물 배포(5.16. 주센다이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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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고 현 상임위가 제안한 김일성의 구국 방안 시현을 위한 민단과의 협의(1.30. 주일대사)
 중앙본부가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 제의 지지 협의(4.19. 주일대사, 5.9. 주나고야총영사)

조총련 동향, 1985. 전2권. V.2 6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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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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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6 / 9 / 1~261(261p)

1985년 6~11월 일본 주재 관련 공관이 보고한 조총련 관련 동향 자료임.
1. 조총련 관련 자료
 동북 조선 초중고 현황표(6.13. 주센다이총영사)
 조총련 현황(1984년 현재)
 조총련 조직 일부 개편(7.29. 주일대사)
1532

 북한·조총련 동향(1985.5월, 민단 작성)

2. 조총련의 제안서
 광복 40주년 기념 8.15행사 공동 개최 제의(7.27. 및 8.12. 주센다이총영사)
 후쿠오카 신용조합, 광복절 경축식 공동 개최 제의(8.14. 주일대사)

3. 조총련 주관 행사
 미야기 현 청년회의 외국인 유학생 친선 축구대회 개최(5.31. 주센다이총영사)
 금강산 가극단 창단 30주년 기념 공연(6.11. 주센다이총영사, 9.11. 주나고야총영사)
 85 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 참가(6.20. 주고베총영사)
 민족통일 심포지엄(6.27. 주일대사)
 효고 현 상공회 시국 강연회(7.16. 주고베총영사)
 북한 창건 37주년 기념행사(9.12. 주일대사)
 조선 문제 심포지엄(11.5. 주오사카총영사)
 조선시보 편집장 초청 심포지엄(11.29. 주나고야총영사)

4. 조총련 동향
 일본 사회당 아이치 현 본부 방북단 동향(6.14. 주나고야총영사)
 북한 사회과학자협의회 부위원장 방일 동향(6.17. 주오사카총영사)
 조총련 교육 관계자 활동(11.19. 주오사카총영사)
 동경도 국세국의 조총련계 기업 등 세무 사찰(12.18. 주일대사)

해외 이주 확대 방안,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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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6 / 11 / 1~431(431p)

해외 이주와 관련된 각종 정책 제안 등 외무부 내부 자료임.
1. 해외이주과 업무 개요 (1985.1월, 외무부 경제국 해외이주과 작성)
2. 대외경제연구자료 (1985.1월, 해외협력위원회 작성)
 해외 이주의 의의, 한국의 해외 이주 현황, 해외 이주 여건 및 전망
 이주 기반 확대 전략

3. 해외이주 전략 (1985.3.7. 외무부 영사교민국 작성)
 해외 이주 현황, 해외 이주 여건과 전망
 이주 기반 확대 전략

- 이주 개발활동 적극화, 행정체제 정비, 해외개발 청년제도 도입, 이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이주자 교육 및 사후관리, 주요 수민(受民)국별 진출 방향

4.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 (1985.8월 및 10월, 외무부 해외이주과 작성)
 각 국가별 여건, 정책 및 제도, 제약 요인, 유망 분야, 추진 방향 분석 자료

5. 무상원조 지원 효율화 방안 (1985.11월, 해외협력위원회 작성)
 무상원조 지원 현황

- 지원 기본목표, 지원 원칙, 지원 실적 및 계획
 현행 지원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 제도 및 운영 면, 지원효과 면
 무상원조 효율화 방안

- 기본방향, 기술 및 기능인력 파견 계획, 기대효과
 향후 조치계획

- 무상원조 효율화 방안에 대한 기본입장 정립
- 기본원칙 정립 후 세부계획 수립
- 민간기업과의 협조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해외이주 자유화 적극 추진, 해외이주 사업을 경제협력적 차원에서 추진, 이민 담당기관의 육성 보강,
이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이주 희망자에 대한 지원 내실화, 해외 이주자 현지 정착 지원

1533

미국 이민 증대 방안,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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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이민 증대를 위한 용역 발주 사업
 추진 경위

- 1985.2.21. 해외협력위원회의 대통령 보고 시 대통령은 용역을 활용한 미국 이민 증대 방안 연구를 지시
- 6.5. 관계부처 회의 시 해외개발공사 주관하에 85년 내 용역사업 완료 추진 결정
 용역사업 내용

1534

- 목적: 대외 인력진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대미 이민 증대 방안 강구
- 주관: 해외개발공사
- 용역 수행자: 미국 내 이민 문제 전문가 또는 변호사
- 용역 과제: 미국 이민 증대 방안
 추진 내용

- 주미대사 및 주미 각 총영사를 통해 용역 대상기관(대상자) 추천 의뢰(6.26.)
- 주미대사는 이민 쿼터 증량 등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이주 확대 방안에 대한 용역 수행을 건의
(7.19.)
- 주미대사는 용역 계약 대상자 추천과 함께 현 이민법 제도하에서의 한국인 이주 증대 방안과 이민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건의(9.13.)

2. 미국 이민 증대를 위한 현지조사 출장
 목적: 쿼터 이민 진출 증대 방안 연구자료 수집 및 미국 이민 정책 변화 조사
 기간 및 출장지: 1985.11.30.~12.10. 워싱턴 및 뉴욕
 접촉 대상

- 미국 이민법 전문 연방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출장 보고(요지)

- 대미 이민 증대 방안: 이주 청원 신청 촉진, 비쿼터 이민 증대, 이민 법정통역 변호, 자격 변경 촉진,
취업개발 촉진, 투자이민 확대 등
 결론

- 국별 쿼터 증대 조정은 현 상황하 불가능
- 국별 쿼터(2만 명)는 거의 소진
- 비쿼터 부문 기술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 필요
- 기업진출 동반 취업 적극 장려 필요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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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가 1985.1월 작성한 대아르헨티나 어업이민 사업 추진에 관한 내부보고 자료 요지
 추진 경위

- 1975년 아르헨티나 정부의 한국 어업이민 진출 제의 이후 한국은 현지 조사 실시, 현지 합작 사업계획서
및 어업이민 사업계획서를 제출
 추진 목적

- 한국민 해외진출 확대 시책과 인구 정책에 기여
- 한국의 남미 어업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기타 자원개발 참여 가능성 확대
- 총 122세대, 5년 간(1983~87년) 단계별 송출
- 사업비: 약 12백만 달러(91억 원)
- 업종: 수산업, 수산물 냉동가공 제조업, 동 분야 관련 산업 및 수출입업
 향후 추진 계획

- 이주 알선 업체 허가, 동 업체가 이주민 선발, 현지법인 설립, 각종 시설 건설, 이주민 사후관리 감독지도
역할 담당
- 외무부는 정부 간 협조 사항 적극 지원, 이주 알선 업체 지도

2. 어업이민 정착지 변경 교섭
 아르헨티나 주정부는 1985.2월 당초 산타크루즈 주 정착이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공업용수 및 전력 부족으로 신규 새우가공 공장 수용 불가
 외무부는 1985.4.8. 정착지를 추부(chubut) 주로 변경하기 위한 교섭을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지시

- 추부 주는 정착지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이주민 신규 유입을 감안, 초등학교 건립을 요구
- 양국 간 협의 후 4월 추부 주로 변경키로 최종 확정

3. 어업투자 이주 희망자 모집 및 송출
 외무부는 1985.5.15. 이주 희망자 모집 및 알선을 승인
 송출 업체는 6월 1차 이주민 모집 및 8월 선원 송출

4. 기타 대아르헨티나 어업 진출 사업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5.3.25. 주재국 200해리 이내 한국 어선의 불법조업 적발 시 진행 중인 어업이주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며, 수산청은 4.30. 철저한 행정지도 방침을 표명

- 한국 원양어선의 아르헨티나 경제수역 침범 등 불법조업 사례 방지 차원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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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외무부는 6월 아르헨티나에 대한 초등학교 건립 무상원조 계획을 확정

- 총 6만 달러 지원
 수산청장은 어업협력 교섭을 위해 중남미 지역을 방문

- 기간: 1985.6.9.~23.
- 방문지: 아르헨티나, 수리남, 브라질
-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해 이주민 시민권 조기 취득, 현지법인 자본금 비율, 기자재 면세 수입 등 협조
요청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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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7 / 1 / 1~310(310p)

1. 남미 유휴농장 활용 이민 추진 계획
 정부는 1985.2월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남미 유휴농장을 활용한 이민 추진 계획을 협의

- 아르헨티나 소재 2개, 칠레 소재 1개 유휴농장 활용 계획 검토
- 아르헨티나 소재 농장은 해외개발공사가 주관 추진하고 외무부가 승인
 해외개발공사의 각 농장별 개발계획서 제출(3월)

- 정부의 재정 지원 요망(수출입은행 융자 포함)
 외무부의 주한 아르헨티나대사에 대한 추진 계획 설명(9월)
 해외개발공사는 외무부에 구체 개발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요청(10월)
 관계부처 회의(11월)

- 특정개발 계획자를 선정하고, 해외개발공사가 동 사업자의 신용도 및 세부 시행을 계획 조사한 후,
최종 확정 예정

2. 인슐린 생산 공장 투자이민 계획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5.7.11. 외무부에 인슐린 생산 공장 투자이민 계획을 보고
 해외개발공사 검토 의견

- 소규모 자본투자로 대량 이주 효과 거양
- 금후 합작투자 확대에 의한 이주 증대 효과 기대
 외무부 검토 의견

- 아르헨티나 정부의 새로운 형태 한국 이민 수용 전례로 활용
- 농업이민 시 일정기간 정착 의무가 없고 투자의무를 이행하면 자유 직종 종사 가능성 등 이점
- 단, 투자 이후 보장이 불확실하므로 단기간 내 송출 가능여부 등 문제점 면밀 검토 후 적극 추진 필요

3.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5.11.14. 외무부에 대아르헨티나 이주사업 현황을 보고
 해외개발공사 등 5개 이주공사 추진 현황 종합보고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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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농장 개발 계획을 통보하고 계획 확정 시 신규 농업이민을 송출한다는 입장 설명

카나다 이민,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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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퀘벡 주 투자이민 문제
 주몬트리올총영사는 1985.2.8, 인력진출 차원에서 대퀘벡 주 투자이민 세미나 개최를 건의

2. 서부 캐나다 현지 투자이민
 주밴쿠버총영사는 1985.3.27. 외무부에 투자이민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보고

1538

- 문제점: 투자이민 대상 사업체 선정 어려움, 단체 방문 시 문제점, 알선 업체의 성실성 문제, 사업체
고가 매입 문제 등
- 개선 방안: 현지 답사 전 사전 투자이민 추진 여부 결정, 소수 이민단체 방문, 답사 기간 중 공관 및
한인회 사전 접촉 권고
 주밴쿠버총영사는 7.4. 외무부에 캐나다 이민 쿼터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

- 외국 유출 인구 감안시 매년 17.5만 명 수준 접수 예상

3. 기업투자 이민
 주캐나다대사는 1985.4.18. 및 6.13. 외무부에 기업이민 진출 관련 종합보고를 송부

- 인력진출 추진 현황: 퀘벡 주 수산가공 공장, 집단농장, 중소기업형 이민
- 향후 이민 확대 전망 및 확대 가능 분야 등
 캐나다 수상은 9.13, 한국 이민 적극 수용 입장을 표명

- 내각도 기업이민 확대 입장이며, 한국의 기업이민에 호의적
 해외협력위 기획단장은 11.27.~30. 캐나다를 방문, 캐나다 측과 기업이민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은행을 통한
금융지원과 은행 간 업무제휴 방안을 검토

4. 캐나다 이민성장관은 1985.10.30. 신이민정책 발표
 배경

- 현 인구 유지를 목표, 이민자 수 증가가 구매력 증가와 고용 확대에 기여
 요지

- 이민 수용인원 증가: 86년 11.5만 명, 87년 12.5만 명, 이후 매년 20만 명
- 취업이민 제한 완화: 필요기술 구비한 잠재 취업이민 허가
- 투자이민: 대상자 자격 확대

아이티 농업 이민,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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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티 농업 이민 추진 검토
 추진 경위

- 1984.7월 방한한 아이티 외상은 외무부에 한국 농민 10세대의 아이티 이주를 제의
- 주베네수엘라대사는 9월 전문가의 현지 조사를 건의
- 외무부는 10월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현지 기본 여건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
- 주한 아이티대사는 11월 한국 농민 시범농장 설립(토지 장기임대) 및 협정 체결을 제의
 1984.10~12월간 외무부가 진행한 관련 기관 의견 조회 결과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시범농장 설립을 건의

- 1984.11월, 시범농장 운영 후 농업 이주 희망자의 단계적 이주를 건의
- 12월, 조사단 파견을 건의

2. 주한 아이티대사는 1985.1.16. 농업 이민 조건에 대한 아이티 외무성의 입장 회보
 요지

- 제공 토지의 종류 및 규모: 북부 및 중부 고원 지역 국유지, 세대당 5ha
- 제공 조건: 장기 임대 형식
- 정착 방식: 한 지역에 집단 정착
- 기타: 사업은 양국 정부가 공동 수행하며 최종 결정은 조사단 현지 도착 후 협의 결정

3. 현지조사단 파견
 기간 및 구성: 1985.2.27.~ 3.7. 해외개발공사 이주사업부장 외 3인
 활동 내역: 아이티 외무성, 내무성 등 관련 기관 방문 협의

- 농업 이주 진출 가능성, 열대작물 재배 사업 타당성 조사, 이주 정보 수집 등
 현장 답사 결과

- 토양, 강우량 등 농업 가능 지역이나, 기타 제반 여건 미비로 이농(移農) 방지가 문제
- 국내 빈민구호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면 가능
- 한국 농업기술자 파견 1~2년 근무 필요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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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협력위원회는 아이티 경제 사정, 이주민 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입장
- 해외개발공사는 소규모 이민을 추진하되 조사단 파견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주장
- 농수산부는 원칙적 찬성 입장에서 농업조사단 현지답사 후 단계적 추진을 제의

4. 아이티 농업성장관 방한
 주한 아이티대사는 1985.3.8. 외무부에 아이티 농업성장관이 농업 이민 문제 협의를 위해 3.20. 방한한다고
통보
 주베네수엘라대사는 3.18. 외무부에 농업성장관 방한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

- 방한단 구성: 농업성장관, 체육부차관, 대외농업협력단장 등
- 방한 목적: 새마을운동 및 농업 부문 원조 요청, 농업이민 추진 방안 협의, 스포츠용품 등 물자 지원
1540

San Pedro(파라과이) 농장 개발문제, 1978-85.
전3권. V.1 19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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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산 페드로 농장 개발 문제와 관련한 1978~81년간 진행 상황임.
1. 산 페드로 농장 개발 추진 경위
 경위

 구체 사업 내용

- 추진 목적: 국제협력 증진, 한국 이주자 이미지 쇄신, 영농 이주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 농산물 국내
수입
- 농장 현황: 수도 아순시온 동북쪽 약 200킬로, 1,500ha 면적
- 입주 예정 세대: 1차 6세대
- 개발 재원: 정부가 남미 농업이민 사업자금에서 2년간 40만 달러 지원, 잔여 7만4천 달러는 이주자
(6세대) 개인 부담
- 개발 목표: 영농지 500ha, 목축지 800ha
- 영농 형태: 협동조합 구성 공동 영농, 융자금 상환 후 영농지 개인 분할

2. 주파라과이대사관은 1980년 하반기에 농장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조치를 시행함.
 농업 이주자들에 대한 파라과이 정부의 공식 승인 획득 협조
 사업비 등 각종 경비 송금, 기술자 파견, 이주민 입국 허가 등 지원

3. 파라과이 정부는 한국인 귀화 정지 조치를 실시함.
 1981.6월 대법원의 다음 결정에 따라 조치

- 파라과이 헌법에 의거, 3년 이상 거주하고 신원 확실한 외국인에 허용하는 귀화를 한국인에게는 불허
- 다수의 한국인이 영주, 귀화 자격 획득 후 제3국으로 이주하는 현실 감안
 주파라과이대사는 교민 및 여행사 등에 귀화와 관련한 주재국 법령 준수를 촉구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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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개발공사는 1968년에 약 9만5천 달러를 투자하여 1,500ha의 농장을 구입
- 주파라과이대사는 1978.4월 작물 재배 부적합 이유로 방치된 농장의 환지(換地)를 건의
- 초기 정착 농민들은 8월 환지 반대 청원서 제출 등 반발
- 보건사회부는 1980.1월 주파라과이대사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80년도 남미
농업이민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결정

San Pedro(파라과이) 농장 개발문제, 1978-85.
전3권. V.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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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산 페드로 농장 개발 문제와 관련한 1982년 진행 상황임.
1. 산 페드로 농장 개발 추진 현황
 사업 추진 현황

- 1차 사업으로 1981.12월 5세대 입주, 잔여 1세대는 1982.2월 입주 계획
- 이주자의 개별 영농 희망을 감안, 공동개발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고 목축지는 계속 공동 운영
1542

 해외개발공사는 1982.2월 2차 이주자(5세대) 선발을 추진

- 2세대는 칠레 농업이주자 중 전향하고 잔여 3세대는 신규 모집
 주파라과이대사관은 7~11월간 다음과 같이 이주민 현지 정착을 지원

- 입국허가 승인(8월), 해외개발공사 지사 등록, 입국사증 취득
- 추가 4세대 이주 완료(10월)

2. 남미 농업 이주사업 재검토
 주파라과이대사는 1982.3월 남미 농업 이주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외무부에 보고
 사업상 문제점

- 기본전제의 착오: 농업의 비교저위, 사회적 여건 불리, 영농 입지조건 불리, 생활환경적 조건 불리,
영농방식의 불합리, 이주자의 자세 미비 등
 건의

- 추가 토지 구입, 추가 송출 일단 중지
- 산 페드로 농장 성공 여부를 보아 향후 사업확대 추진 여부 판단

San Pedro(파라과이) 농장 개발문제, 1978-85.
전3권. V.3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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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산 페드로 농장 개발 문제와 관련한 1983~85년 간 진행 상황임.
1. 산 페드로 농장의 문제점
 입주자들은 1983.2.1. 다음 사유로 정부 융자금 상환 불능 결의서를 전달함.

- 당초 약속된 세대당 개간 완료 토지 규모 중 활용 면적 태부족으로 상환 불가능
- 1981~82년간 이상 기후로 흉작 계속
 주파라과이대사는 6.14. 다음 내용의 농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건의함.

 주파라과이대사는 1984.2.18. 추가 대책을 건의함.

- 정부 지원 생계비 1985.1월부터 지급
- 입주자들이 이를 수락할 경우 농장 복귀를 허가하고 추후 장비 채무 확정 문제를 협의
 주파라과이대사는 8.6. 추가 대책을 건의하였으며, 9.14. 외무부가 이를 승인함.

- 현 영농 4세대를 농장 정착 세대로 확정하고, 투자사업비 중 토지 등 개인별 채무를 확정
- 추가 이민 입식 배제
 주파라과이대사는 11.27. 잔류 세대 채무를 확정 보고함.

2. 일부 입주자 영농 포기
 입주자 중 4개 세대는 1983.12월 영농을 포기하고 예치 영농금 잔액 상환을 요구함.

- 공동 영농에 따른 의욕 상실 및 기대 수준의 소득 불가에 기인
 정부는 12.30. 서약서에 의거, 상환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4개 세대는 1984.1월 영농 복귀 의사를 표명함.
 1세대 입주자들은 1984.12.18. 영농 포기서를 정부에 제출

3. 해외개발공사 파라과이 지사 철수
 해외개발공사는 1985.1.6. 잠정 철수계획에 의거 파라과이에서 철수하였으며, 주파라과이대사관이 농장 업무를
인수함.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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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 방법을 공동 영농에서 개별 영농으로 전환
- 입주 세대 수는 과밀화 우려를 감안하여 정착이 가능한 5~6세대로 조정
-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 농경지는 개별 영농, 목축지는 공동 운영
- 생계비 추가 확보로 최저 6개월간 생계비를 연장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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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르헨티나 이주관계 실무회의,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 1985.4.29-3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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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헨티나 이민청장 방한(1985.8.15.~18.)
 해외개발공사 사장, 외무부차관, 해협위 기획단장 면담

- 대아르헨티나 이민투자 진출 확대 방안 협의
- 양국 간 이주 관계 정기협의회 개최 합의
 판문점, 산업시찰 등

1544

2. 한·아르헨티나 이주관계 실무협의 개최(1985.4.29.~30 .부에노스아이레스)
 추진 경위

- 아르헨티나 이민청장 방한 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
- 양국 간 일정, 장소 조정 후 개최 확정
 대표단

-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수석) 외 해협위, 해외개발공사 대표 등 4인
 훈령

- 한국 어업 이민사업의 조속한 진척을 위한 정착지 조속 변경 확인
- 궁극적 이민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합의의정서 체결 교섭
- 이민 관계 교섭 창구 일원화 요청
- 아르헨티나 입국비자 신청자는 국내 또는 거주지 소재 아르헨티나 공관 이용
- 정착금 및 지방정착 문제는 최혜국 대우 및 한국의 현행 제도상 허용되는 범위 내 대응
- 이주민의 아르헨티나 항공 이용은 권장 사항으로 하고 서비스 조건 등 개선 요구
 회의 개최 결과

- 합의의사록 서명 (양국 간 이민 촉진 및 이주민 정착 지원, 사전 방문비자 발급 협조, 농목(農牧)이민
추가 송출 협조, 질서 있는 이주를 위한 공동 노력 등)
- 한·아르헨티나 이민 송출 및 접수 절차에 관한 의정서 가서명 (이주절차 상세 합의, 한국 이주자에 대한
제3국 이주자와의 동등 대우, 상호 정보 교환 및 긴밀한 협조 유지, 이민협정 체결 교섭 조속 개시 등)

3. 이민 송출 및 접수절차 의정서 수정
 아르헨티나 이민청장은 다음과 같이 의정서 내용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1985.5.2.)

- 정착금 송금 문제 및 비자 취득 절차
- 2년간 지방 정착 요구
- 관광비자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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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르헨티나 이주관계 실무회의,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 1985.4.29-30. 전2권.
V.2 1985.6-1986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남미과/해외이주과

MF번호

2015-97 / 8 / 1~166(166p)

1. 제1차 한·아르헨티나 이주실무회의 결과 보고(1985.5월, 해외이주과 작성)
 회의결과 평가

- 비정상적 이주로 야기된 부정적 이미지 해소에 기여하고 호의적 대화 기반 구축
- 이주 확대를 위한 외교교섭 활동으로 개최된 최초 정부 간 이민관계 회의로서의 의의
 건의

- 불법 이민 방지, 질서 있는 이민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종합대책 수립 필요

 외무부는 1985.6월부터 아르헨티나 측의 수정 제의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및 알선업체 의견 문의 후 다음과
같은 입장을 수립

- 정착금 문제: 투자이민에 관한 아르헨티나 측 제안 수용, 취업이민에 관해서는 고용주의 재정보증으로
대체
- 비자발급 절차: 사전 정착금 송금에는 반대하고 비자 발급 후 정착금 송금 주장
- 아르헨티나 항공권 구입: 개인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요는 곤란하며 명문 규정 없이 실제 확인하는
방안 주장
- 정착의무: 2년간 지방정착 의무는 정부가 보장하기 곤란
- 관광비자: 초청자가 비용 부담 및 왕복항공권 구입 사실 증명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9.9. 아르헨티나 행 한국 이민의 아르헨티나 항공 이용 문제의 부당성 지적

3. 해외개발공사의 이주 알선 협약 체결
 해외개발공사는 1985.4월 미국 및 남미 지역 이주개발을 위해 미국 녹슨(Noxxon)사와 협약을 체결

- 사실상 기존 이주알선 업체와 동일한 역할 수행
 이에 대해 외무부는 정부인가 등 법 규정상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녹슨사의 아르헨티나 이민청에 대한 직접 이민 신청 자격 인정 불가

4. 아르헨티나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 구제 문제
 아르헨티나 정부는 1985.10.2. 정착금 미지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방침 발표
 주아르헨티나대사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를 영주권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조치에 관해 주재국 내무성,
외무성 등에 대해 수시로 부당성 제기

- 아르헨티나 이민청은 11.1. 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기회 부여 방침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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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 송출 및 접수 절차에 관한 의정서 협의에 관한 진전 상황

중공 선원 입국 허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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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97 / 9 / 1~36(36p)

1. 중국(구 중공) 선원 입국 허가
 경위

- 주홍콩총영사, 라이베리아 국적선 승선 중국 선원(30명) 인천항 입항 보고(1985.1.28.)
- 입항 및 상륙 허가 부여(2.7. 인천항 입항 예정)
 조치 내용

- 입항 후 항공편 홍콩 경유 중국 귀환 허가
1546

 평가

- 중국 선원의 서울 입국은 비정치 교류 증진에 유익

2. 특수지 기항 관계
 주밴쿠버총영사, 특수지 기항 관련 건의(1985.3.26.)

- 최근 중국 기항 보고서상 건의내용 검토
 구체 건의사항

- 공산권 기항 신고제도상 특수한 경우 영사관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출항 가능토록 개정 검토
- 공산권 기항 1회 신고로 1년간 반복 기항 시 동일 항구에서 동일 국가로 범위 확대 검토

한·중공 선박 충돌사고 및 배상처리, 1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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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5-97 / 10 / 1~158(158p)

한국과 중국(구 중공) 선박 간 충돌사고 및 배상 등 후속처리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화룡호 충돌 사건(1980.6.28.)
 중국 측은 피해보상금 6만 달러를 수산청장에게 송금(1981.3.2. 피해 선박에 지급)
 수산청장은 3.10. 중국 인민보험공사 및 천진 원양운수공사 앞 감사 서한 발송

2. 한국 신흥호 충돌 사건(1982.12.27.)
- 한·중 간 외교 관계 부재로 피해보상 문제의 공식 제기는 불가하며 중국 측 제기 시 대응 가능
- 양국 간 분쟁의 소지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한국 선원에 대한 지도, 계몽 조치 요망

3. 한국 제11 원근해호 충돌 사건 관련 내부보고 자료(1985.4.19. 외무부 작성)
 사건 발생

- 공해상에서 중국 상선과 충돌, 선박 침몰과 선원(12명) 전원 실종(1985.4.18.)
- 중국 상선은 한국 실종 선원 수색 협조와 조사 후 귀항(4.19.)
 국제법 및 국제 관례

- 국제법상 공해상에서의 민간 어선 간 충돌사고 시 형사·민사 관할권은 가해선 기국이 보유, 단 사건
경위 등 조사는 가능
- 피해자는 가해선 기국에 소송 제기 가능, 당사자 간 합의 시 특정국 법원 제소 또는 국제 중재재판 가능
 조치 결과

- 실종 선원 미발견
- 공해상 사고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조사 후 중국 어선 회항 조치
 대처 방안

- 양측 민간회사 및 대리점 간 직적 협의로 문제 해결 추진
- 상기 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측면 지원

4. 충돌사건 후속 협상
 양측 대리점 간 협상(1985.6.18.~29. 홍콩)

- 사망 선원 및 침몰 선박 배상 협상
 배상액 총 47만 달러 30일 내 지불 합의(6.29.)
 배상협상 결과 보고(7.9. 외무부 영사교민국 내부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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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 의견 통보

이라크 공군기의 한림 MARINA호 피격사건, 1985

| 85-145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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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화물선 피격 사건 내부보고(1985.1.9. 외무부 작성)
 사건 개요

- 한국 화물선 한림 마리나호가 걸프만 공해상에서 이라크 공군기에 의해 피격(1985.1.8.)
- 한국 선원 1명 사망, 1명 부상
- 피격 선박은 한국 여수항에서 화학비료를 적재, 이란 반다르부쉐 항으로 운항 중
 조치 계획
1548

- 현지 공관에 부상 선원 치료, 사망자 후송, 잔여 선원과 선박의 안전 조치
- 한국 선박의 항행 안전대책 가일층 강화

2. 선박 피격 사건 관련 입장 표명
 대이라크 유감 등 입장 표명

- 인명 및 선박 피해에 대한 유감 표시, 한국 국민의 대이라크 우호 감정에 악영향 우려, 국제법상 항행
자유 존중 원칙 강조, 걸프항 행 한국 상선에 대한 안전 보장 요구
 유감 표명 방법

- 상기 입장을 주한 이라크총영사에게 구두 통보 및 발언 요지 전달
 후속 조치

- 국내 유관 기관 및 주바그다드총영사에 상기 조치 내용 통보
- 주이란 대사대리에게 조치 내용 통보 및 이란 외무성에 통보토록 지시
 걸프 해상 선박 공격에 대한 항의 검토(내부 작성자료)

- 여타 피해국의 입장, 이라크 입장, 한국 조치사례, 유감 표명 필요성, 유감 표명 방법 등 수록

3. 주한 이라크총영사 대리 면담(1985.1.16.)
 한국 측 입장 전달

- 한국 화물선에 대한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 유감 표명, 금번 사건이 한국민의 대이라크 우호감정에
악영향 우려, 국제법에 의거 걸프 내 한국 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한 안전 보장 촉구
 이라크 측 입장

- 걸프 해상 공격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여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 한국인 사상자에 대해 유감 표명
- 한국 입장을 본국에 전달

일본 어선 제1 풍어환(風魚丸)호 침몰 사건,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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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5-97 / 12 / 1~229(229p)

일본 어선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 내용임.
1. 사건 발생 및 한국 선원 연행 조사
 사건 개요

 일본측 조사 결론

- 공해상 충돌 사고로 판단, 공해에 관한 조약에 의거 일측은 형사재판 관할권이 없어 수사 종료
- 동 사건 개요를 라이베리아 및 한국에 통보 예정

2. 사건 관련 내부 검토자료(1985.5.3. 국제법규과 작성)
 법적 의견

- 충돌 시 구조 의무: 충돌 사실 미인식 시 의무는 없으며 알고도 구조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 손해배상: 일방과실은 과실 선박에 책임이 있으며, 쌍방과실은 과실의 정도에 따른 책임 배분
- 재판관할권: 국제법적으로 기국(旗國)국, 단 선원의 형사상 책임은 한국이 형사재판 관할권 보유
 대책

-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충돌사건 인지 후에도 계속 항행한 경우 한국이 사실 확인 조사 후 일측에
통보

3. 한·일 양국 간 협의
 주한 일본대사관은 외무부에 사실조사 협조 요청(5.3.)

- 각종 관련 자료 한국에 전달
 한국 해경조사 결과, 항행 중 침몰사건이 없었다는 진술 확보(5.14.)

- 조사 선원 진술서 등
 일측 관계 성청 조사단이 방한하여 외무부에 일측 조사내용 설명(6.21.)
 한국 해경은 새로운 용의점 발견 시까지 내사 중지 통보(8.27.)

- 관계 선원들이 충돌사건을 부인하고 여타 증거자료도 없어 혐의 인정 곤란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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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키나와 서북쪽 공해상에서 일본 어선 침몰 잔해 발견(1985.4.7.)
- 일본 해상보안청은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의 한국 선원 26명을 연행 조사(4.22.)
-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선원이 승선한 라이베리아 유조선이 일본 어선과 충돌, 일본 어선 선원들이
행방불명임을 발표(4.26.)

소련 선박의 울릉도 긴급피난 요청,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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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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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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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련 선박 긴급피난 요청
 사건 개요

- 한국 울릉도 전신국은 소련 예인선으로부터 기상악화로 울릉도 북방해역에의 긴급피난 요청을 접수
(1985.8.10.)
 조치 사항

1550

- 외무부는 관계 부처 협의 하에 국제관례에 따라 긴급피난 부여 방침 결정
- 치안본부는 교신가능 시 긴급피난을 허용함을 통보키로 함
-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사건 경위 및 긴급피난 허용 사실 통보
 소련 선박과의 교신(8.11.)

- 소련측은 피항 조치 허용에 감사를 표시하고 기상 호전 시 싱가포르 향발 예정임을 언급

2. 외무부의 관련 내부보고(1985.8.11.)
 진전 상황

- 소련 선박은 울릉도 남방 13마일 해상을 통과, 한국 영해 이탈(8.11.)
 조치 사항

- 주한 미국대사관 및 주일 소련대사관에 사건 내용 통보(8.10.)
- 한국 해군 함정의 소련 선박과의 교신 내용을 주한 미국대사관 통보(8.11.)
- 동 선박의 한국 영해 이탈 사실을 주한 미국대사관 통보(8.11.)

3. 소련 선박의 한국 영해 긴급피난에 관한 법적 사항 검토 내부자료(8.12. 국제법규과 작성)
 법적 사항

- 조난 선박의 긴급피난 시 사전에 무선통보 후 지정 항구로 피항
- 정당한 사유로 피난 시 연안국은 인정
- 연안국은 조난 선박 구호 의무, 항구 내 접안 시 연안국의 국내법 준수 의무 발생
- 과거 미수교국 선박 긴급피난 인정
 결론

- 조난 선박의 피난 요청과 한국의 정박 허용으로 영해상 긴급피난 목적 달성
- 기상 관계 호전으로 영해 이탈, 양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급피난 시행

국유재산 실태조사,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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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계획(1984.12월, 재무부 작성)
 근거 규정: 국유재산법
 조사 목적

- 국유 잡종 재산의 관리실태 파악·분석
- 유휴 국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증대와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도모

2. 외무부 조치 사항

- 국유재산대장,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대장, 지적도 부본 제출(3월말)
 재외공관의 보고 사항을 재무부에 전달(4월말)
 향후 조치계획

- 재무부 통보 일정에 따라 지도확인 감사(1985.2~7월)

3. 재외공관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1985.5.4. 재외공관담당관실 작성)
 국유재산 현황

- 토지: 63개 공관, 약 33.8만 제곱미터
- 건물: 65개 공관, 약 3만 평
- 공작물: 2개 공관, 약 3천 제곱미터
 공관 국유화 현황(1985.4.30. 현재)

- 청사 32개, 관저 57개
- 85년도 국유화 추진 공관: 청사 8개, 관저 7개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외무부 의견

- 관련 특례법 개정: 국고채 예산 이월, 국유재산 매각 대금 탄력적 사용
- 국유재산법 개정: 재외공관용 재산 권리자 명의는 ‘국’, 관리청 명칭 첨기 조항 삭제
- 서울시 재산 외교 단지를 국유재산과 관리 변경 또는 무상 양여 등

4. 외무부는 국유재산 관리 소요예산을 1986년 예산 편성에 반영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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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계획서 수립(1984.12.22.)
 전 재외공관에 국유재산 실태 보고 지시(1985.2월말)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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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 하달(1984.7.12. 총무과 작성)
 내용: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에 의거 각 기관이 보유한 국유재산의 관리

- 취득, 관리환, 매각, 양여 및 교환하는 경우

2.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추진
 현황(1985.3월 현재)
1552

- 국유 113건(청사 33, 관저 55, 직원주택 25), 임차 787건(청사 88, 관저 66, 직원주택 633)
- 총계 900건
 1985년도 국유화 사업

- 주카타르대사관 직원주택 신축 외 3개 사업
 국유화 사업계획 수정 요구

- 각 주재국 사정 변경, 부지 선정 또는 매입 어려움 등 이유
 재외공관 국유화 계속사업 소요액 파악 지시(1985.1.14.)

- 각 공관의 소요액 보고
 국유화 사업 관련 국고채무 부담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예산 배정 요구

주태국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부지 매입,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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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국대사관 청사 매입에 관한 내용임.
1. 청사 매입 또는 신축 계획 통보(1983.10.17.)
 주태국대사, 청사 신축 건의

2. 외무부는 85년도 예산에 신축 예산 계상 사실을 통보(1984.9.8.)
 국고채 예산 약 200만 달러, 대지 1,500평 규모

 신축 후보지 지적도 및 위치 표시 도면 송부(2.26.)

4. 외무부의 부지 매입 사전 승인(3.5.) 및 주태국대사관의 부지 매입 보고(3.14.)
 면적 약 6,000평, 가격 200만 달러, 매립비 18만 달러 별도

5. 주태국대사는 공관 부지 매입 필요서류 송부(4.11.)
 지적도, 주재국 감정평가서, 매매 계약안 등

6. 외무부의 청사 신축 부지 매입 최종 승인(4.17.)
 목적: 부지 매입 후 연차적으로 청사 및 직원주택 신축 국유화
 가격 및 규모: 약 193만 달러, 5,818평
 신축계획: 청사(건평 약 600평), 직원주택(10세대), 부대시설(정원, 주차장 등)

7. 주태국대사의 신축 부지 매입 자금 차입 보고(5.23.)
 한국외환은행 홍콩지점에서 200만 달러 차입

8. 주태국대사의 공관 부지 매입 보고(7.11.)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사본, 변호사 비용 영수증 사본, 매입자금 입금 확인 은행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이자산출 내역 등 필요 서류 첨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태국대사는 공관 부지 매입 건의(1985.2.6.)

1553

주센다이(仙臺, 일본) 총영사관 청사 이전 검토,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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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센다이 총영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내용임.
1. 주센다이총영사의 청사 이전 건의(1983.5.10.)
 내용

- 현 공관 대지 및 건물 매각, 일본 정부 소유 건물 구입 이전
 이전 필요성
1554

- 현 청사는 교포 성금으로 구입, 기증한 건물(1966년)로서 민가를 개조하여 사용 중
- 시내와 떨어진 주택가에 위치, 공관으로서의 품위 유지 곤란 및 민원인 불편 초래
- 관할 미야기 민단으로부터 이전 적극 권유 및 일정한 재정부담 협조 약속
 이전 대상 건물

- 센다이 방위시설국 청사 분실
- 위치: 역에서 도보 5분, 중심 관청가에서 도보 15분 이내 2층 목조건물
- 규모: 대지 약 700평방미터, 건평 약 160평
 이전 경비

- 현 청사 매각비와 민단의 추가 기부로 본부 지원 불필요

2. 외무부의 이전 불허 통보(1983.5.18.)
 불허 이유

- 규모 면에서 현 청사보다 대지가 절반 이상 축소되며 중심 관청가와의 거리도 비슷
- 국유화 사업 우선순위상 지원 곤란하며, 일부 부지 민단과의 공동사용은 복잡한 문제 발생 소지

3. 주센다이총영사의 재건의(1983.9.2.)
 재건의 이유

- 국유재산으로서의 손실 유무 결정 시 부지 단위 면적당 가치가 큰 차이
- 일부 도시계획상 철거는 7~8년 내 실시가 어렵다는 의견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주센다이총영사관 청사 매입 교섭 지시(10.12.)

- 일본 대장성은 한국대사관 별관 영사부 건물의 민단 사용분에 대한 미납세금 납부 시 적극 검토 의사
표명(12.13.)

4. 주센다이총영사의 청사 이전 계획 추진 중지 건의(1985.1.24.)
 추진 중지 이유

- 센다이 소재 대장성 담당과와의 교섭 결과, 시가 기준 구입대금이 약 4.5억 엔으로 과다
- 지진 등 유사시 붕괴 대비 신축 시 약 1억 엔 추가 소요
- 총 추가 예상 소요 비용(3억6천만 엔) 모금에 어려움 직면

주미국대사관 통합 청사용 신축부지 매입,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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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청사용 신축 부지 매입
 주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현황 내부보고 자료(1984.5월, 재외공관담당관실 작성)

- 청사 및 관저 신축 현황, 타국 공관 현황, 연도별 국고채 및 차입 현황 등
 주미대사는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독립 청사를 제공하고 주미 캐나다대사관 별관 건물을 제공 받는 교환
방안 건의(1985.1월)

-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이전 계획이 없어 동 방안 무산
 주미대사는 이탈리아대사관 소유 토지 매입 건의(1985.2.2.)
 주이탈리아대사는 주재국 정부 접촉 결과를 보고(1985.10.29.)

- 이탈리아 정부는 매각 대금 최고 견적가는 520만 달러임을 통보

2. 주미대사관 청사 신축 계획 내부보고 자료 (1985.11.14. 재외공관담당관실 작성)
 소요액: 총 2,445만 달러

- 토지 매입비 630만 달러, 건축비 1,815만 달러
- 신축 규모: 대지 6,480평, 건평 2,500평
 매각 재산: 구청사, 구관저 총 243만3천 달러
 검토 사항

- 매입 결정 여부, 선수금(110만 달러) 예산 조치 여부

3. 추진 경위
 한국, 부지 매입 제의(1985.11.15.)

- 가격: 460만 달러
 주미대사, 응찰자가 적어 재입찰 준비 중임을 보고(11.25.)
 외무부의 검토 의견

- 12월 중 재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주미대사 관저 부지를 추가 매입비로 활용
- American Univ. 소유 부지 약 900평과 주방글라데시 미국대사 개인 소유 부지 283평과 건물 104평
매입 추진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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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6,480평, 매입가 365만 달러

주Vancouver(카나다) 총영사관 관저 매입,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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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밴쿠버총영사의 관저 매입 건의(1983.8.24.)
 매입 필요성

-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
- 80년 초 시세(최고 시세에서 약 30% 하락)로 현재가 매입의 적기
- 서부 캐나다의 중요성 증대로 사교활동 증가 전망
- 경제적 안정과 투자 효과
1556

 의견

- 약 60만 달러 정도의 건물 매입
 외무부 의견 회신(8.31.)

- 신축 공관 계속 사업 우선 추진 원칙에 따라 85년 이후의 사업으로 추진

2. 주밴쿠버총영사의 관저 매입 재건의(1984.11.14.)
 대상 건물: 현 총영사 관저 임차 건물
 구입 이유

- 한일은행 담보재산 건물로 가격(80만 캐나다 달러)이 매우 저렴
- 분할 구입 가능
 외무부의 관저 매입자금 배정 통보(1984.12.13.)

- 총 76만8,400 캐나다 달러
- 이자율 리보+1.5% 이내, 10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 지시
 주캐나다대사의 관저매입 필요 서류 송부(1985.1.18.)

- 건물 도면, 자금차입 및 상환계약서, 자금 대차계약안, 대지 및 건물 규모, 건물의 형태 및 구조, 매입비
미 달러 환산 금액 등

3. 관저 매입 승인
 외무부의 관저매입 최종 승인(1985.2.6.)

- 건물 개요: 대지 1만여m², 건평 564m², 지하1층, 지상2층 목조 건물
- 매입 가격: 약 60만 달러
- 대금 지불일: 1985.1.30.
- 자금 차입: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60만 달러 차입, 원금 10년 분할 상환
 주캐나다대사의 관저 매입 보고(1985.3.15.)

주Chicago(미국) 총영사관 관저 매입,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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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시카고총영사의 관저 매입 건의(1984.11.7.)
 건의 내용

- 50만 달러 상당의 건물을 일시불로 구입
 외무부는 50만 달러 범위 내에서 가계약 체결 지시(12.6.)
 주시카고총영사의 추진 상황 보고

- 가계약 체결(12.26.)
- 관저 구입가격 협의 결과(1985.1.10.)
- 규모: 대지 2만m², 건물 442m²
- 계약 금액: 50만 달러
- 입주 예정 시기: 1985.5.1.

2. 외무부의 관저 매입 승인(1985.3.23.)
 예산 조치

- 한국외환은행 50만 달러 차입, 이자율 리보+1.5%, 86년부터 10년간 원금 균등 상환
 계약 조건

- 대금 지불: 계약금(5만3천 달러) 85.1.20. 잔금(44만7천 달러) 85.5.1. 각각 지불
- 명도 일자: 85.5.1. 입주 예정일은 수리 완료 후인 85.7월 이후

3. 주시카고총영사의 관저 매입 완료 보고(1985.5.1.)
 입주 예정일: 1985.5.30.
 소유권 등 관계 서류 사본 송부(9.4.)

4. 주시카고총영사의 관저 수리 요청(1985.11.29.)
 이유: 건축 연령 30년으로 노후, 보수 필요
 견적 금액: 약 3만 달러
 외무부는 예산 부족으로 87년 예산 배정 시 검토 예정임을 회신(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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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카고총영사의 계약서 송부(2.22.)

주미국대사관 관저 신축, 1985. 전2권. V.1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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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관저 신축사업 관련 1985.1~4월간 진행 상황임.
 건축 계약 체결(1984.11.1.) 및 기공식(11.21.)
 공사 진척상황 보고(1985.1.11., 2.8., 3.18., 4.12.)

- 작업 상황, 공사 진척률 및 공사비 지급 현황, 관계 자료(청구서, 감독자 보고서, 현장 사진 등)
 주미대사의 내부 장식 및 조경 설계 용역 승인 요청(1985.1.23.)
1558

- 용역 범위, 용역액(최대 7만8,600 달러), 기간(관저 완공 시까지)
 외무부의 용역 계약 승인(2.15.)

- 단, 공사비 이외의 사업은 1986년도 이후의 사업으로 집행
 주미대사의 조경 공사 및 내부시설 공사, 일부 설계변경 승인 요청(4.15.)

- 예정 공사비: 약 68만 달러
 외무부의 설계 변경 승인(4.30.)

주미국대사관 관저 신축, 1985. 전2권. V.2 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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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관저 신축사업 관련 1985.5~12월간 진행 상황임.
 주미대사의 각종 설계변경 승인 요청

- 전력선 도입 추가 공사: 5,600달러(1985.5.5.)
- 수도계량기 연결 장치 설치 공사 등 8개 공사: 3만7천 달러(8.12.)
 주미대사의 관저 신축비 차입 승인 요청(5.6.) 및 외무부 승인(5.21.)

 주미대사의 공사 진척상황 보고(5.15.)

- 작업 상황, 공사 진척률 및 공사비 지급 현황, 관계 자료(청구서, 감독자 보고서, 현장 사진 등)
 주미대사의 가구 및 내외부 장식품 구입 승인 요청(8.19.) 및 외무부 승인(9.12.)

- 기존 비품 최대한 활용, 신규 구입은 국산 가구와 현지 가구 적정 구입
- 예산: 약 26만 달러
 주미대사의 서화, 조각, 석물 등 장식품 승인 요청(8.19.) 및 외무부 승인(9.12.)

- 예산: 약 27만5천 달러
 주미대사의 국산가구제작 계약 승인 요청(12.2.) 및 외무부 승인(12.23.)

- 계약 내용: 가구제작 및 운송(1986.4.30.한 납품)
- 계약 금액 : 2만8천 달러
 주미대사의 창호문 제작 계약 승인 요청(12.20.)

- 계약 내용: 창호문 150짝 제작 납품
- 계약 금액: 3만6,5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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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비용 외환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차입
- 액수 및 조건: 2차분 약 276만 달러,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자율은 리보+1.5%
- 수시 재배정 승인(8.14.): 47만 달러

예

| 8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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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뉴델리총영사는 1971.5.5. 제7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외국 축하사절단 초청계획을 통보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

- 사토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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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제문은 금번 비공개 문서의 재심의 시 공개로 분류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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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8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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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d, Jorgen B. 주Copenhagen(덴마크)
명예총영사 해임, 197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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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덴마크대사는 1973.11월 다음과 같은 주재국의 특수 사정을 들어 Strand 주코펜하겐 명예총영사를
해임하고 Ronberg를 신임 명예영사에 임명할 것을 건의함.
 Ronberg를 명예영사로 임명할 필요성

 Strand의 해임 이유

- 동인은 비사교적 성격의 소유자이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 희박하여 부적격함.

2. 주덴마크대사는 1973.11월 Strand 주코펜하겐 명예총영사의 해임을 건의하면서, 동인이 1968~73년
기간 중 명예총영사를 역임하면서 그간 상주공관이 없던 현지에서 각종 공식사절단의 내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겸임대사관에 협조하여 양국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감안하여 동인에 대한
적격한 서훈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외무부는 주덴마크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1974.1.4.자로 Strand를 주코펜하겐 명예총영사 직에서
해임하고, Ronberg를 주코펜하겐 명예영사에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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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의 대치공관이라는 점을 감안, 친북한 단체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친한 세력의 구축에 공헌할
것임.
- 주재국에서는 대사와 명예영사가 동일 도시에 상주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임.
- Ronberg는 주재국 정계 및 경제계에 대하여 영향력이 크며, 통상·경제협력 증대를 위하여도 역할이
다대할 것임.

한국 국내문제와 관련한 A.I.(국제사면협회)의
청원 서한, 19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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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철에는 1978~80년 기간 중 한국 국내 수감자 등에 대한 A.I.(국제사면위원회)의 청원
서한들이 수록되어 있음.
1. A.I. 벨기에 지부 회원들이 1978.7~10월 기간 중 정성헌, 서준식, 서승, 유인태, 이재형, 나경일, 장정수
등에 대한 청원 서한을 주벨기에 대사관에 보내옴.
1564

2. A.I. 회원인 서독의 Wilfried Walter와 덴마크의 Thora Bisbjerg는 각각 1979.1월과 1978.12월에 외무부
장관 앞으로 백옥광과 공유상에 대한 청원 서한을 보내옴.
3. A.I. 회원인 스웨덴의 Lena Tullberg는 1979.1월 외무부장관 앞으로 이광복에 대한 청원 서한을 보내옴.
4. A.I. 회원인 프랑스의 Xavier Faglin은 1979.2월 외무부장관 앞으로 장재철에 대한 청원 서한을 보내옴.
5. A.I. 회원인 아일랜드의 Diane Caliendo는 1979.1월 외무부장관 앞으로 이순범에 대한 청원 서한을
보내옴.
6. 한국·벨기에 의원친선협회 벨기에 측 부의장인 Roland Gillet 상원의원은 1979.2월 정성헌, 유남선,
이재형, 나경일, 이상헌 등에 대한 A.I. 벨기에 회원 Pierre Doyen의 청원 서한을 주벨기에대사관에 보내옴.
7. A.I. 벨기에 지부는 1979.2월 정성헌, 장정수, 이재형, 나경일, 이상헌에 대한 청원 서한을 주유엔대표부에
보내옴.
8. A.I. 회원인 호주의 Bee Horwood와 프랑스 Henriette Aubay는 1979.2월 외무부장관 앞으로 김용진에
대한 청원 서한을 보내옴.
9. A.I. 회원인 네덜란드 Alberta Assies는 1979.2월 외무부장관 앞으로 유진곤에 대한 청원 서한을 보내옴.

10. A.I. 회원인 서독의 Ellen Sanar는 1979.3월 기길동에 대한 청원 서한을 주함부르크 총영사관으로
보내 옴.
11. A.I. 회원인 이탈리아의 Stefania Razzini와 Giusseppe Rustighini는 1979.3월 외무부장관 앞으로
윤성만에 대한 청원 서한을 보내 옴.

13. A.I. 회원인 영국의 C.M. Lauzet는 1979.5월 외무부장관 앞으로 전창일에 대한 청원 서한을 보내 옴.
14. A.I. 벨기에 지부 회원들이 1979.10월 문익환 목사 등에 대한 청원 서한들을 주벨기에대사관으로
보내 옴.
15. A.I.의 프랑스, 벨기에 및 네덜란드 지부 회원들이 1980.1월 국무총리 앞으로 신인령, 최순영, 나경일,
유진곤 등에 대한 청원 서한을 보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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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I. 회원인 서독의 M. Herrmann은 1979.4월 외무부장관 앞으로 전창일에 대한 청원 서한을 보내 옴.

외무부의 경무대 보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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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차관이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1960.1~3월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신 형식으로 작성한
보고서 및 참고자료 등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McConaughy 주한 미대사 면담
 임병직 주유엔대사는 1.8.자 전문에서 주유엔 소련대표부의 Suslov 참사관이 긴급 사안이라고 하면서 논의
1566

주제를 밝히지 않은 채 임 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청훈해 옴.
 이와 관련, 외무부차관은 McConaughy 대사를 반도호텔에서 만나 소련 측 의도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바,
미 대사는 1959.12.28. 동해에서 발생한 소련 선박에 대한 총격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해군이 개입된 것처럼
날조하여 한국에 대한 경고 등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임. 이와 관련, 주미대사
및 주유엔대사에게 소련 측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토록 한 후 대책을 강구할 예정임.

2. 재외공관에 대한 주간활동보고서 제출
 대부분의 재외공관은 주재국과의 현안 협의 등 활동 상세를 보고하지 않고 있음. 워싱턴이나 동경 주재
대사관은 대사의 지시나 본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공관원들이 주재국 정부 관료와의 협의할 사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모범적인 업무체제를 구비하고 있는바, 다른 재외공관들도 이와 같은 예를
따른다면 외교관들에게도 좋은 훈련이 될 것임.
 따라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전 재외공관장에게 훈령을 보내 재외공관원들이 모든 중요한 외교적 활동에
대해 주간활동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할 예정임.

3. 주미대사의 Herter 미 국무장관 면담
 Herter 미 국무장관이 3.16. 양유찬 주미대사 면담 시 수교한 비망록은 주한 미대사가 3.9. 대통령 예방 시
제기한 내용과 같음. 주미대사 보고에 의하면, Herter 국무장관은 신문 보도와 같이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언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발언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함.
 미국 측은 비망록에서 한국의 평화선 유지, 일 어선 나포 및 어부 구금 등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자유진영의
평화와 안전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유엔 가입에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함. 또한,
미측은 한국 정부가 일본 어부를 석방하고 일본에 억류된 한국인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함.

4. 주미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에 거주 중인 반공포로 이치균은 한국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한
다는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동인의 귀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대사파견 - 독일,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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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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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독일대사관은 1980.2.20. 신임 이문용 대사에 대한 독일 정부의 아그레망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3.7. 독일 외무성으로부터 동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하는 서한을 접수함.
2. 신임 이문용 대사는 1980.8.11. 독일 외무성 Finkenstein 의전장을 방문하여 주재국 관례에 따라 신임장
사본과 전임 대사의 소환장 사본을 제출함.
 동 방문 시 이문용 대사는 최근 한국의 국내 정세를 설명하고, 한·독 양국 간의 우호증진 문제 등에 관해

3. 이문용 대사는 신임장 제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외무성 측의 호의로 1980.8.21. Petersen 아주국장을
예방하여 한국 국내 정세 및 국제회의에서의 양국 간 협력문제에 대해 대담함.
4. 이문용 대사는 1980.9.2. 11:00 독일 대통령 관저에서 Dr. Carstens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신임장 제정에 이어 대통령 서재에서 30분 동안 진지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이루어짐.

- 동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 이문용 대사만 참석하고 독일 측에서는 신임장 제정식 참석자 전원이 배석함.
 동 면담 시 Carstens 대통령은 이문용 대사의 부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 대사의 활동을 다방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한국의 최근 정치, 경제 사정과 한국의 정치 발전 전망에 관해 문의함.

- 이문용 대사는 한국이 10.26. 비극 이후에도 아무런 동요 없이 국민적 단합 아래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지속적 경제성장, 수출증대, 국민소득의 저변확대 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교육혁신, 사회정화운동을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이문용 대사는 어제(9.1.)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지도자 아래 강력한 내각이 탄생되어
정부 시책을 과감히 진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봄 선거와
6월 이내 정부 이양 일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5. 이문용 대사는 1980.9.9. Well 외무성 상무차관을 예방하여 한국의 국내 정세를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한·독 간의 제반 문제를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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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담함.

대사파견 - 나이지리아,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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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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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79.2.22.자로 나이지리아와의 국교 수립을 발표하고 신기흠 주자이르대사를 초대
주나이지리아대사로 내정하였으며,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나이지리아 측(일본 주재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공식 요청할 것을 2.25.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또한, 외무부는 나이지리아 수도 라고스에 대사관 개설을 위해 우선 공사급 직원 1명과 1등서기관급 1명을
파견할 예정임을 나이지리아 측에 통보토록 2.25.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1568

2.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1980.6.9. 초대 신기흠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하는 나이지리아
외무부의 공한을 접수함.
 일본 주재 나이지리아대사관도 6.10. 신기흠 대사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주일대사관에 통보해 옴.

3. 신기흠 대사는 1980.8.1. 주재국 의전 관례에 따라 Efetie 외무부 의전실 실장대리를 면담하여 부임 인사를
하고 신임장 사본을 수교함.
4. 신기흠 대사는 1980.8.5. 11:00 Shagari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신임장 제정식에는 나이지리아 측에서 Audu 외상이 배석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대사관 직원 3인이 참석함.  
 신임장 제정 후 Shagari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관계, 한국의 나이지리아 원유 도입 문제 등이
협의됨.    

- Shagari 대통령은 한국 초대 대사의 부임을 평가하면서 과거 한국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조선 분야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공업,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희망한바, 신기흠 대사는 Shagari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나이지리아와의 협력 용의를 시사함.
- 한국의 나이지리아 원유 도입문제에 관해 Shagari 대통령은 자신이 석유장관 격이라고 말하면서, 실무를
맡고 있는 Dikko 석유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과의 면담을 권유함.  
- 신기흠 대사는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정부 지도자급 인사의 교환 방문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후 한국 정부의 Audu 외상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한바, Shagari 대통령과 배석한 Audu 장관이 긍정적
반응을 보임.

국쾌남 주서울 페루 명예총영사 인가 취소,
19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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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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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쾌남 주한 페루 명예총영사의 구속에 따른 1973.1.16.자 임명 취소 결정 관련 사항임.
1. 동경 상주 주한 페루대사관 측 조치 내용
 동경 상주 주한 페루대사는 1972.12.26. 외무부 의전실장을 방문하고 동 명예총영사의 구속과 관련하여 동
명예총영사의 차량 면세 수입과 관련된 관세법 위반 사건의 전말, 동 사건이 주일본 페루대사관 및 주페루
대사관을 통해 페루 정부에 통보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 등에 관해 정부의 설명을 요청해 옴.
 동경 상주 주한 페루대사관은 1973.1.30.자 공한으로 1.16.자 동인에 대한 명예총영사 임명 취소 결정을

2. 국쾌남 주한 페루 명예총영사 임명 배경
 페루 정부 요청에 따라 정부는 1968.7.26. 동인의 주한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한 이후 페루 정부는 1971.8.10.자로
동인에 대한 명예총영사 승격 임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동 승격 임명에 동의함.
 한국은 1967.10.20. 페루 주재 명예총영사관을 설치하였으며 1971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참석한 Silva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페루대사를 통해 주한 페루 상주공관 설치를 고려 중이나 예산 사정상 당분간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우선 명예영사관을 명예총영사관으로 승격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언급함.
 페루 정부는 한국과의 조속한 통상협정 체결 및 명예총영사관을 통한 한국과의 교역 촉진을 희망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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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해 옴.

한국의 대일본 의회 안보외교 활동방안,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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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월남 패망 이후 한반도 정세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국가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1975.5.10. 일본 정계 및 의회에 대한 안보외교활동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1. 친한 의원 확대
 한국 의원들의 개별적인 방일 접촉 권장, 일본 의원들에 대한 서훈, 학위 수여 등을 통한 기존 친한 의원들과의
1570

우호관계 유지, 심화
 소속 정당, 위원회를 고려한 국회 내 담당 의원 체제를 구축하여 중도 성향 의원의 친한화 추진
 비판적 성향의 의원 중도화 및 친한화 노력

2. 한·일 의원 간의 분야별 친선협회 결성 추진
 공산당을 포함한 여성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1975년 중 한·일 여성의원 친목회 결성
 유사 분과위 소속 의원 간의 접촉 및 학연, 인맥을 통한 사회, 문화 활동 강화

3. 일본 내 정치 기반의 구축 및 확대
 재일본 교포 중 유자격 인사에 대한 의원직 부여
 지방별 친선단체를 총괄하는 한·일 친선 중앙연합기구 창설 추진
 민단 내 일본 정계 및 의회에 대한 활동을 전담하는 전담부서 신설

4. 야당 간의 교류 확대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 간의 비공식 개별 교류 추진
 전당대회 등 공식 행사에 대표단 교환 파견

5. 외교·안보 관계부처 간의 차관급 교류 체제 수립
 외무부의 조정하에 국방부, 법무부 및 내무부 차관급의 연례 친선, 시찰 교환 방문 추진

6. 일본 의회 내 친한 인사 확보 및 활용
 의회 내 친한 역할 수행 가능 의원 확보
 동 인사들을 통한 일본 국민, 의회, 정계, 재계 및 경제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 대변 추진

1980년도 대미국 외교 시책 및 업무계획,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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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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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1980.1월 작성한 1980년도 대미국 외교시책 및 업무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1980년도 대미국 외교정책의 목표
 한·미 우호협력 및 유대관계의 공고화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공고화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제반 외교활동에 대한 지원 확보
 제3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한·미 외교협력

 경제, 문화교류 강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
 재미 교포의 권익 신장

2. 주요 업무계획
 한·미 외상회담 개최(2회)
 미 행정부와의 접촉 활동 강화

- 백악관 참모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대외통상대표부, 재무부 등과의 접촉 강화
- 국무부 및 관련 기관과의 접촉 심화
- 제2차 한·미 정책협의회 및 경제정책협의회 개최
 한·미 간 안보협력

- 제12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개최 및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의 접촉 강화
 대의회 활동

- 의회 내 친한 세력의 유지·확대 및 한국 비판 의원 설득
- 대한국 군사원조 확보 노력
- 소수 자유파 의원들의 대북한 접촉 가능성에 대처
- 상·하원 의원 및 관계 전문위원의 방한 유치
 주한 미국대사관 및 주한 미군 당국과의 접촉 강화
 미국 총선 대비 동향 파악, 전망 분석 및 유력후보 접촉
 홍보 활동 및 대학계 활동 강화

- 유력 언론인, 학자 등 방한 초청, 명예영사의 효율적 활용, 문화활동 적극 전개, 유력 학자 및 학술단체와
의 접촉 강화, 미국 내 한국문제연구소 및 재미 한국인 학자 지원
 교민 보호 및 선도, 북한 침투 저지 등 영사·교민 활동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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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북한 교류 계속 봉쇄
 미국의 대한국 이미지 향상

 교역 증진 활동

- 수출목표 달성(약 50억 불), 유망 및 확대 가능 품목의 적극 발굴, 수입규제 대처, 미·중 경제관계 강화에
능동적 대처, 상품 수송수단의 확충으로 경쟁력 제고  
 경제 협력 심화

- 자본 및 기술협력 강화, 동반자적 협력체제 구축, 에너지 및 농수산 협력 강화, 제3국 합작진출 추진,
국제경제기구에서의 협력체제 강화
1572

카나다의 대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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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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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주한 캐나다대사관 측이 1974.4월부터 대사관에 무관을 상주시키고 유엔군사령부(UNC) 연락
장교는 철수할 예정임을 1974.1월 파악함.
2. 외무부는 UNC 문제가 유엔대책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이 시점에서 캐나다가 UNC 연락
장교를 철수하게 되면 UNC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974.1.28. 다음과 같이
주캐나다대사관에 지시함.

언급할 것.

3. 주캐나다대사는 1974.1.28. 안드루 주재국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접촉하여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캐나다가 UNC 연락장교를 철수하지 않도록 요청함.
 이에 대해 안드루 국장은 자국 정부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방안에 관해 토의를 가진 바 있으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을 내림에 있어 한국 측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언급함.

4. 주캐나다대사는 안드루 국장이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무관이 배치되는 경우에도 UNC 연락장교는
철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 왔다고 1974.1.29. 외무부에 보고함.
 안드루 국장은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무관을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자국 정부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
으나, 무관 배치여부 결정과는 관계없이 UNC에 대한 캐나다 연락장교는 현 상태로 존속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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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국 정부와 접촉하여 캐나다가 UNC 연락장교를 철수하지 않도록 할 것.
 필요하다면 호주, 필리핀, 태국, 터키대사관의 경우와 같이 UNC 연락장교가 대사관 무관을 겸임할 수 있음을

미국·쿠바 관계, 19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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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961.1.3. 대쿠바 국교 단절 조치 이후 1961∼62년 미국과 쿠바 관계에 대한 주미대사
보고 내용임.
1. Kennedy 대통령의 1962.10.22.자 쿠바 봉쇄조치 발표 관련 미 국무부의 브리핑
 국무부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OAS(미주국가기구) 회원국 및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 대사 전원
1574

을 초치하여 쿠바 봉쇄조치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시행하는 한편 Kennedy 대통령의 관련 성명문을 배포함.
 국무부는 Kennedy 대통령이 10.22. 의회 민주, 공화 양당 지도자 각 8명을 백악관에 초치하여 협의 후
NSA(국가안보회의) 회의 및 각의를 거쳐 동 성명문을 발표하게 된 것임을 설명함.
 국무부는 10.22. 주미 소련대사를 초치하고 쿠바 봉쇄에 관한 각서를 전달함.

2. 미국 정부의 1962.10.23.자 유엔 안보리 소집 및 OAS 회의 개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으며, OAS는 미국의 대쿠바 봉쇄조치에 대해 찬성 19, 반대 0,
기권 1(우루과이)로 지지를 가결함.
 10.23. 워싱턴에 도착한 한국 중앙정보부장은 미국의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표명함.

3. 봉쇄조치 시행 이후 사태 진전
 미국 정부의 1962.10.24. 10:00 봉쇄조치 발효와 관련하여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은 미·소 양국 지도자에
대한 친서를 전달하고 향후 14일간 양국이 더 이상의 추가 조치를 자제하도록 호소하는 한편 중재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발표함.
 Fulbright 상원 외교위원장은 대통령과의 회의 후 쿠바로 항행 중인 소련 선박들의 항로 변경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백악관은 10.26. 쿠바 내 소련 미사일 증강 배치에 대한 경고 성명문을 발표함.
 미국의 11.20. 대쿠바 봉쇄조치 해제에 따라 미코얀 소련 부수상은 쿠바 방문 귀로에 11.24. 뉴욕을 방문하고
우탄트 유엔사무총장 주최 유엔 주재 미·소련 대표 초청 만찬에 참석할 예정임.

이란 사태 관련 한·이란 관계, 19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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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이란대사는 1979.1.29. Qotb Adeh 신임 이란 외상을 방문하여 동 외상 취임 후 처음으로 개별
면담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이란대사는 양국 간의 우호관계 유지, 발전을 위한 한국의 대이란 입장을 설명하고, 이란 혁명으로 중단된
한국 업체의 공사 재개 등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설명함.
 Qotb Adeh 외상은 양국 간의 우호관계 강화는 물론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이 대주재국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주이란대사는 북한의 왜곡선전 책동과 관련 한국은 이란이 남·북한의 선전 대결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것이며, 이를 시정토록 요청하는 공한을 북한 공관에 발송토록 지시했다고 언급함.

2. 주이란대사는 1980.4.15. Qotb Adeh 주재국 외상을 이임 인사차 방문, 다음 요지로 면담함.
 Qotb Adeh 외상은 한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발전을 원하는 이란의 입장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으며,
양국 간의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주이란대사는 한국은
미국과 이란 양국에 대해 우호국이므로 미·이 양국 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Qotb Adeh 외상은 이란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 북한의 반한선전 책동이 뿌리를 박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함.

3. 한국 정부는 이란 사태와 관련 1980년 상반기 중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1980.1.7.   주이란대사관 공관원 6명을 잠정 감축키로 결정함.
 1980.4.12. 대통령 주재하에 관계각료 특별대책회의를 소집함.
 1980.4.14.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하에 해외사업대책위윈회를 구성, 운영함.
 1980.4.18. 주이란대사가 이임, 귀국토록 함.
 1980.4.28. 주이란대사관 공관원 4명을 잠정 철수키로 결정함.

- 6.30. 현재 공관원 7명(가족 21명) 잔류 중

4. 1980.8.21. Vafai 이란대사대리의 외무부차관에 대한 이임 예방 시 외무부차관은 동인의 본국 귀임 후
다음 2가지 문제의 해결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란 내 외국 학교 폐쇄조치로 인한 공관원 자녀의 교육 문제
 공관원의 이임 시 차량 처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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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하고 있다고 말한바, Qotb Adeh 외상은 북한의 호전적인 선전은 이란 국민의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

5. 외무부는 다음 요지의 대이란 외교 강화 방안을 1980.10월 대통령에게 보고함.
 대책

- 공관 기능의 강화: 공관장의 조기 부임 및 공관원 2명 증파
- 협력관계 강화 :  의약품 등 비전략물자 지원 및 경제사절단 파견 제의
 조치

1576

- 대사 조기 부임 및 공관원 증파는 시급히 조치
- 비전략물자 지원 및 경제사절단 파견은 이라크 및 그 주변 국가의 반응, 미국의 태도 등을 검토한 후
조치하되, 이라크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제의

도야 후미히코 주한일본 대사관 3등 이사관의
국내법 위반문제,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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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보안담당관 도야 후미히코 3등이사관은 1976.5.1. 서울 시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에 택시와 추돌 후 도주 및 연행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 및 경찰관을 폭행하여 5.26. 본국으로
송환 조치됨.
1. 경찰 당국의 조치
 동인은 연행 도중“이렇게 자유가 없으니 이북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김일성 만세”등을 발언하며 경찰관을

조치, 여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함.

2. 외무부의 조치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1976.5.3. 외무부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사과하고 변상 요구액 지불, 해당 외교관에
대한 필요 조치, 경찰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 이행을 약속함.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5.7. 외무부를 재차 방문하여 본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에 따라 동인의
본국 소환을 결정하였음을 밝히고 처리 방식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함.
 외무부는 5.10.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초치, 동인의 언행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동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절한 조치 및 여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함.

3. 일본 정부 조치 결과
 미야자와 외상은 5.15.자로 동인의 귀국 및 징계 조치 방침을 결정하여 동인은 5.26. 귀국함.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5.28. 경찰 당국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전달하고 동인의 외교 특권 남용에 대해 유감을
전달한바, 일본 측은 동인이 중징계 처벌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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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함에 따라 반공법,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됨.
 외교관 신분임을 고려하여 주한 일본대사관에 신병을 인도하고 피해 복구 및 변상, 동인에 대한 적절한

한국의 대시리아 낙하산 기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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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베이루트 주재 KOTRA(대한무역공사) 사무소는 1974년 시리아 고위층의 인척인 Makhlouf를 통해 약 120만
달러의 군복을 시리아에 수출함.
 안광호 KOTRA 사장의 1974.10.19. 베이루트 방문 및 Makhlof 면담 시 동인은 시리아 고위층이 대통령 친위대용
200개(약 8만 달러)의 한국산 낙하산 기증을 희망함을 언급하고 기증 시 한국 각료급 인사를 초청하여 전달식을
개최할 것을 제의함.
1578

2. 외무부 검토 시 제기된 문제점
 북한·시리아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동 낙하산이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 등 군사, 안보상의 문제점이
있음.
 시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원조로 간주되어 미국, 이스라엘 및 온건 아랍 국가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음.
 북한의 중동지역 내 주요 거점인 시리아와의 관계 개선 및 교역 증대를 위한 계기로의 활용 가능하나,
기증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음.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의 직접 기증 시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형식상 민간의 제3국 수출
형식을 택하고 대금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의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3. 검토 결과
 상기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증하지 않기로 결정함.
 시리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비군사적인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함.

한·미국 정무일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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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 중 한·미 양국 고위 인사는 주요 외교현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면담함.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1980.3.4. Monjo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와 한·미 정책협의회, 한·미 합자회사의 기부금
갹출 문제, Holbrooke 미 국무부 차관보와 시아누크 면담 내용, 아프가니스탄 사태, 땅굴 문제, 남북대화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외무부 미주국장은 3.26. Monjo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와 Holbrooke 차관보의 동아시아 정세에 관한 연설
(3.27.), 한·미 안보협의회(SCM) 및 정책협의회 개최 시기, Kaunda 잠비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4월 초),  

경계선 표지물 수리 계획 등에 관해 협의함.
 외무부장관은 5.8. Gleysteen 대사와 미국·북한 관계, 주한 미군의 군사력 증강 문제, 최근 미·일 정상회담의
토의 내용, 모스크바 올림픽 참가 문제, 미국대사관 신축 문제, 한국 내 학원 사태, 한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등에 관해 협의함.
 외무부차관은 6.11. Gleysteen 대사와 이란사태, 최근 신설된 국보위의 운영, 미국의 대한 정책 등에 관해 협의함.  
 외무부 미주국장은 6.13. Gleysteen 대사와 국보위의 역할과 기능, 한·미 행정협정 이행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7.11.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와 Holbrooke 차관보의 중국(구 중공) 방문, 북한의 미국
학자 초청, 주한 미공보원의 광주사태 기사 열람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주미대사는 7.29. 일시 귀국 중인 Gleysteen 대사와 한국 국내 문제가 안보에 미칠 영향, 미 의회 의원들의
방한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함.
 외무부장관은 8.29. Gleysteen 대사와 최근 한국 정세에 대한 미국 조야의 태도, 한국의 정치 일정 등에 관해
협의함.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10.6. Monjo 공사와 김대중 문제, 한국의 대이란 지원 보도, 북한의 대이란 군사 지원,
한·미 안보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개최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주미대사는 11.8. Holbrooke 차관보와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 행정부 사무 인수인계 기간 중의 한·미
관계에 관하여 동 차관보의 의견을 청취함.
 외무부 경제차관보는 11.17. Albrecht 미 국무부 차관보와 레이건 신행정부의 대외통상 정책, 한국 경제현황,
한국의 미국쌀 도입 문제, 원자력발전소 해외발주 문제, 한국의 산업조정 문제, 한·미 경제정책회담 개최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외무부차관은 11.19. 스나이더 전 주한 미국대사와 레이건 신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미 관계 전망 등에
관해 협의함.
 주미대사는 11.24. 미 Hunter 대학의 Zagoria 교수와 조찬을 갖고 한국 국내 정세, 중·소의 대한반도 정책,
미·일 관계 등에 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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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z 미 하원의원의 북한 방문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외무부차관은 4.7. Gleysteen 주한 미국대사와 미측이 제기한 한국군 당국의 간행물 검열 문제, 휴전선 군사

2. Levine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은 1980.9.18. 외무부 국제경제국장과 면담 시 9.1.자 테헤란발
PARS 통신으로 보도된 주이란대리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고 동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 옴.
 Levine 참사관은 보도 내용대로 한국 측이 대이란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비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1980.4월 한국 정부가 미측에 밝힌 입장과는 상치되는 것이라고 언급함.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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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하원의 한국관계 청문회가 1974.7.30. 하원 외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청문회에는
외무위원회 국제기구분과위원회 및 아시아·태평양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중 Fraser, Nix, Rothenthal,
Wolff, Gross, Derwinski, Broomfield, Winn, Lagomarsino 등 9명의 하원의원이 참석함.
 청문회는 먼저 Fraser 분과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Broomfield 위원이 청문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대사관 측의 성명서와 자료를 청문회 기록에 수록하도록 요청하여 채택됨.
 청문회에서는 주로 북한의 위협, 휴전선의 도발 사건, 한국 내의 반대세력, 정치범 문제, 미국의 한국에서의
역할 등이 주로 논의됨.

 청문회에는 약 95명의 한국 교포를 포함한 약 130명의 방청인들이 참석함.

2. 상기 청문회에 대한 주미대사관과 미 국무부의 관찰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주미대사관의 관찰 및 평가

- Fraser 의원이 당초 바라고 있었을 것으로 관측되는 효과, 즉 외국원조법안 계수심의(Mark-up)를
앞두고 청문회에서 대한원조 삭감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효과는 기대한 만큼 거두지 못한 것으로
관찰됨.
- 그러나, 대한원조 삭감을 적극 추진하려는 Fraser 의원의 의지가 굳은 만큼, 다음 청문회(8.5.)에서
동 의원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끌어들여 반격을 시도할 수도 있으므로 7.30. 청문회에서 나타난
분위기가 그대로 대한원조 논의나 표결 시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음.
 미 국무부의 관찰 및 평가

- 청문회가 비교적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었다고 봄.
- 북한의 위협하에서 민주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많은 층에서 알게 됨.
- 남한보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더 나쁘다는 것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경제원조의 기본 목표가
건전하다는 것이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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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mel 미 국무부 차관보대리, Abramowitz 미 국방부 부차관보, Butler 변호사, Reischauer 교수 등
4명이 증언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음.
- Butler 변호사 및 Reischauer 교수의 증언에 관하여, 공화당 의원들은 예리한 질문을 하였는바, Butler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의 체한 기간이 짧은 점을 지적하여 그가 파악했다는 사실의 진부를 따졌으며,
Reischauer 교수에 대하여는 그가 인권 문제와 관련 미군 주둔을 점차 감소시키도록 주장한 점을 중심
으로 논란이 있었음.
- 미 국무부 측은 북한의 위협 등과 관련하여 대한 원조의 계속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인권 문제 등
국내 사항에 대하여는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함.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V.6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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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 한국관계 청문회(제2차)가 1974.8.5. 하원 외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됨.
1. 참석 하원의원
 외무위원회 국제기구분과위원회 및 아시아·태평양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33명 중 6명이 참석함.

- 민주당 의원: Fraser, Wolff, Bingham, Ryan
- 공화당 의원: Broomfield, Winn
1582

2. 증인
 당초 예정된 7명 중 Mink 하원의원은 의견서만 내고 불참하고, 다음 6명이 참석함.

- Meeds 하원의원, Gregory Henderson, Coolidge 미국회사 사장, Mcfadden 신부, Moffett 신부, Cary
미국교회연합회 회장

3. 주요 쟁점
 논의의 초점은 최근의 한국 사태, 특히 한국에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경제원조를
삭감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바, 증인 6명 중 Coolidge 사장과 Moffett 신부는 원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대론을 폈으며, Meeds 의원, Gregory Henderson, Cary 회장은 원조 삭감을 주장하는 Reischauer 교수와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Mcfadden 신부는 한국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원조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함.
 참석 의원 6명 중 공화당의 Broomfield 의원 및 Winn 의원과 민주당의 Wolff 의원은 원조 삭감에 반대하였고,
기타 Bingham 의원 및 Ryan 의원은 원조 삭감에 동조함.

- 특히 Broomfield 의원은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원하는 태도를 보임.

4. 주미대사관의 관찰 및 평가
 제1차 청문회(7.30.)에 이어 제2차 청문회에서도 방청객이 만원을 이루고 미국 언론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많이 나와 한국 문제에 관하여 미국 조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던 Fraser 의원의 기대는 일단 충족됨.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대한원조 삭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행정부 및 한국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
하려던 Fraser 의원 등의 기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관측됨.
 두 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증인 및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통일된 견해를 형성하지 못함.

한·자이르 정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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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1975.1.13. 주재국 신임 외상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신임 자이르 외상은 현 정권 수립 이후 공산주의자로 몰려 소련에 망명하여 5~6년간 체재하였으며, 망명
중 모부투 대통령과 화해하였다 함.
 동인은 그 후 브뤼셀, 파리 등지에서 주간지‘자이르’편집을 주간하다가 모부투 대통령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귀국하여 동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이 됨.
 친공주의자로 몰려 지난 5년간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전직 외상 Masembe도 1975.1월 귀국하였는바,

대통령의 북한을 모방한 사회주의 혁명 추진과 관련되며, 앞으로 자이르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전조로 분석됨.

2. 주자이르대사는 1975.4.30. Ftalkan 외교단장(코트디브아르 대사)과 면담한바, 한국의 관심 사항에 대한
동 대사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북한의 자이르에 대한 대규모 원조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도 자이르와 모종의 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병원이나 도자기공장 건설 협력도 적절할 것임.
 코트디브아르는 앙골라 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음.

- 포르투갈의 지지를 받고 있는 MPLA의 NETO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프랑스가 포르투갈 정부에
NETO파 지지를 지양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코트디브아르 정부가 미국과 프랑스 정부에 요청한 바 있음.  
   

3. 주자이르대사는 1975.7.17. 대사관의 주재국 내 활동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한국의 병원건설 제안의 실현을 위해 독촉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 미국 특사의 주재국 방문을 파악치 못한 것은 주재국이 동 방문 자체를 극비에 부쳤을 뿐 아니라 미국
대사관 직원들도 대외 접촉을 꺼렸기 때문임.

- 미국 특사는 가까운 장래에 재방문할 예정이며, 양측 간에 최소한의 대화는 유지되고 있음.
- 현재까지 쌍방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제시된 것은 없고 그동안의 오해 해소를 위한 대화가
있었음.
- 자이르 측은 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는 가지고 있으며,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외환사정 극복을 위해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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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석보좌관이나 기타 요직에 등용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친공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의 외상 등용과 여사한 인사들의 해외 망명으로부터의 귀국은 모부투

국교수립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1974-80. 전2권.
V.2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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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이래, 1980.6.18. 국교 수립에
합의한바, 1980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경석 주카타르대사가 1979.12.1.~1980.3.17. 수교 교섭차 4차례 UAE를 방문함.
 최필립 주바레인대사가 1980.5.3.~6. 수교 교섭차 UAE를 방문함.

- Rashid bin AI-Maktoum 부통령 겸 수상, Abdulla Rashid Al Naeimi 외상, Abdull Jalil 중앙정보기관
차장 등과 면담
1584

 최필립 주바레인대사는 1980.6.14. 수교 교섭차 UAE에 도착, 6.15. Abdulla  Rashid Al Naeimi 외상을 예방하여
양국 간의 국교 수립에 합의함.

- 동 국교 수립 합의에 관한 공동성명서는 6.18. 양국이 각각 발표하기로 함.  

2. 한국과 UAE 정부는 1980.6.18.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공동 발표하였으며, 외무부는 동일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함.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공동발표문

- 대한민국과 아랍토후국연합 정부는 양국 간의 우호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희망에 따라 1980년 6월 18일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과 UAE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외무부의 보도자료

- 대한민국과 아랍토후국연합 양국 정부는 양국 간의 현존 우호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시키고자
1980.6.18.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세계 주요 산유국의 하나인 아랍토후국연합과 금번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어 우리의 안정적인 원유
확보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동국에 진출하고 있는 많은 아국 근로자들과 건설업체의 권익
보호는 물론 이들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적인 기반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 이제까지 우리와 경제적인 실리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해 오면서도 외교관계 수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던 아랍토후국연합이 금번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은 특히 지난 5월 최 대통령
각하의 중동 순방을 통하여 실증된 바 있는 상호 실리 추구를 지향하는 우리의 대중동 외교정책의
합리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교수립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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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60~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2015-99 / 19 / 1~267(267p)

정부의 1962년 인도와의 영사 관계 수립 및 1973년 국교 수립 교섭 관련 사항임.
1. 영사관계 수립(1962.3.1.)
 정부는 국제사회 및 유엔에서의 아시아·아프리카 중립 국가들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1961.9.4. 동 중립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수립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인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
 동 계획에 따라 중립 국가들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인도의 중립
적인 대외정책으로 인해 정식 국교 수립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선 영사관계 수립을 통해 인도에 총영사관을

따라 1962.3.1. 양국은 영사관계 수립을 발표하고 4.24. 뉴델리에 한국 총영사관을 개설함.

2. 외교관계 수립(1973.12.10.)
 주뉴델리총영사는 1972.10월 인도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인도가 제27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 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호의적인 기권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전달하는 한편, 양국 간 무역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 등 양국 관계 발전 추세에 따른 국교 수립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바 인도 측은 시일을 두고 검토
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주뉴델리총영사의 1973.3월 Singh 외상 면담 및 국교 수립 제의에 대해 동 외상은 비동맹 중립 정책에 따라
한국과의 단독 국교 수립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남·북한에 대해 총영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는 실질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함.
 주뉴델리총영사의 1973.9.14. 인도 외무차관 면담 시 동 차관은 한국과의 수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Gandhi
수상의 한국에 대한 큰 관심이 동 결정을 촉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동일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
임을 언급하는 한편 양측의 발표문, 시기 등 합의 시까지 대외비를 요청함.
 인도 정부는 12.10. 남·북한과의 국교 수립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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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궁극적으로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침을 수립하고 주영국대사관을 통한 교섭을 시행함.
 인도 정부는 9.12. 한국 정부의 제의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12.19. 공한을 통해 영사관계 수립에 합의함에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일본), 19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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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99 / 20 / 1~228(228p)

정부는 1975.5월 공산 월맹군에 의한 사이공 함락 이후 베트남에 억류된 공관원 석방을 위해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1. 월남대사관 이대용 공사는 1975.4.30. 외무부에 대한 긴급 전문을 통해, 잔류 공관원 8명 및 교민
약 130여 명이 대사관에서 대기 중이며 현지 일본 및 프랑스 대사관에 긴급피난을 요청하고 허가를
대기 중이라고 설명하고, 2∼3일 내 공산군의 사이공 점령이 예상되므로 잔류 공관원 및 교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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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대피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긴급피난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함.

2. 일본 측은 대사관 내 일본 공관원 및 170여 명의 거류민을 수용 중이므로 추가 수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통신 연락 등의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정부는 1975.5.1. 주월남
일본대사관을 경유한 이 공사에 대한 회신을 통해 프랑스 측과의 교섭 결과에 따른 프랑스 대사관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교황청, 벨기에 대사관에 긴급 피난을 지시하였으며, 동 지시 이후 이 공사로부터의
회신이 단절됨.
3. 일본 외무성은 1975.5.28. 주일대사관에 사이공 주재 일본 참사관이 귀국 직전 이 공사와 면담한바,
PRG(공산베트남 임시정부) 측이 한국 대사관을 압류하고 한국 공관원에 대한 외교특권을 부인하는
한편 상당한 적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관원 및 잔류 교민의 신변은 안전하다고 알림.
4. 베트남에서 귀임한 일본 외교관은 1976.2.9. 이 공사 등 한국 외교관 3인이 치호아 형무소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알려 왔으며 동 3명을 제외한 5명의 잔류 공관원들은 정부의 미국, 일본, 스위스,
교황청, 벨기에 등 국가들과의 협조 및 교섭에 따라 5.7. 방콕에 도착함.
5. 일본 외무성은 1976.10.20. 하노이 주재 대사관 보고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잔류 외국인들의 출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억류 중인 3명의 한국 외교관에 대해서는 한국의 월남전 파병 등의 이유로 계속
억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 옴.

6. 주일대사의 1977.3.14. 하세가와 하노이 주재 일본대사 면담 및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해 동 대사는 5월 중
사이공 출장 시 외무성과 협의하여 억류 중인 한국 공관원들의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정부는 후쿠다 수상 특사의 9월 베트남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일본 측에 대해 동 특사의 베트남 방문 시
베트남 고위층에 대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국 공관원의 석방을 거론해 주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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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대태국), 19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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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5월 공산 월맹군의 사이공 함락 이후 베트남에 억류된 공관원 석방을 위한 주태국대사의
활동 내용임.
1. 정부는 3명의 억류 공관원 석방 노력의 일환으로 1976.1.8. 주태국대사에 대해 베트남으로부터 태국에
입국한 교민들을 통해 사이공에 잔류 중인 공관원들의 신변, 근황 등 제반 사항을 파악하도록 지시한바,
관련 파악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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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원들은 1975.6.19. 수감되었으며 재베트남 교민회는 동 외교관들과의 면담, 물품 전달 및 사식 차입 등의
지원을 시행 중임.
 북한 요원들은 9.23. 공관원들을 심문하였으며 베트남 당국이 북한 요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2. 잔여 공관원 8명 중 억류되지 않은 5명은 1976.5.7. 방콕에 도착한바, 동인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ICRC(국제적십자사)는 5.6. 이민국에 억류 공관원에 대한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승인 여부는 불분명함.
 호찌민의 생일인 5.19. 또는 통일국회 소집 시기를 기해 약 130명의 여타 억류 외국인과 함께 석방될 것이라는
설도 있음.
 사이공 주재 외국대사관 등은 1976.4월 이후 폐쇄 조치에 따라 하노이로 이전함.

3. 주태국대사는 1976.9.11. 동국 주재 ICRC 대표를 면담하고 억류 공관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함.
 ICRC 측은 하노이 당국에 대해 동 건을 제기하였으나 석방 심사의 지연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주태국대사는 베트남 신정부와 수교 중인 우방국을 통한 측면 석방 교섭 추진을 건의함.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대프랑스),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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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5월 공산 월맹군의 사이공 함락 이후 베트남에 억류된 공관원 석방을 위한 프랑스 정부에
대한 교섭 내용임.
1. 주프랑스대사는 1975.4.30. 주재국 외무성 정무차관보를 면담하고 한국 공관원 8명 및 교민 130여 명이
베트남에 잔류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잔류 공관원들과의 접촉, 프랑스대사관 내 안전 대피 허가를
요청한바, 프랑스 측은 동 일자로 한국 정부의 요청을 베트남 주재 대사관에 통보함.
처해 대사관에 직접 피신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임을 알리고 한국 정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통보함.

2. 박정희 대통령은 1975.5.12. 주한 프랑스대사를 초치하고 억류 공관원 석방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요청함.
3. 프랑스 측과의 후속 협의에 따라 프랑스 측은 베트남 주재 프랑스대사관 직원의 한국 공관원과의
접촉, 서신 전달, 베트남 신정부의 관련 동향 파악 등의 협조를 제공한바, 프랑스 측을 통해 전달된
억류 공관원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1975.10.14.자 서신을 통해 6월 2명, 10월 1명 등 3명의 공관원
수감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프랑스 측은 12월 프랑스 전세기 편으로 83명의 교민 철수 등을 지원함.
4. 외무부장관은 1975.10.30. 조속한 구출을 위한 정부의 모든 노력을 약속하는 회신을 억류 공관원들에게
송부하였으며, 공관원들은 2회의 답신을 통해 수감 중인 공관원 3명의 신변, 북한 요원들의 동 수감
공관원들에 대한 심문 사실, 교민들의 신변 안전 여부, 공관 재정 상황, 공관 직원 및 교민들에 대한 북한
요원들의 감시와 미행,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정부 지원금 수령 등의 사항을 외무부에 알림.
5. 정부는 1976.4월 부총리의 프랑스 수상 면담 및 외무부장관의 외무담당 국무상 면담 등을 통해 프랑스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억류 공관원 석방을 위한 계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바, 프랑스 수상은
5.16. 국무총리에 대한 회신을 통해 4월 말 베트남 신정부 수상의 프랑스 방문 시 인도적 견지에서
한국 공관원들의 석방을 요청하였으며 베트남 수상은 귀국 후 동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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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외무성은 5.2. 주프랑스대사관에 대해 자국 대사관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 방침이나 급박한 위험에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기타), 1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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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베트남 사태와 관련, 다음 우방국들을 통한 현지 잔류 한국 공관원의 석방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벨기에(1975년)
 외무부는 1975.5.1. 주월대사관 철수 시(1975.4.30.) 잔류 인원(공관원 8명)에 대한 소재 확인, 긴급피난, 보호조치
1590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주한 벨기에대사관을 통해 벨기에 측에 요청함.
 5.12. 벨기에 외무성은 억류 공관원 문제를 현지 프랑스대사가 전담하기로 한 것은 프랑스가 현지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벨기에도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구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벨기에대사관에 알려 옴.
 5.14. 벨기에 외무성은 프랑스 측을 통해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한국 공관원 및 교포들이 아직 한월협회회관
및 한국대사관에 있다고 주벨기에대사관에 알려 옴.

2. 덴마크(1975~76년)
 주덴마크대사는 1975.8.4. Stergaad 외무담당 무임소장관을 방문하여 현재 월남에 억류 중인 공관원 석방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8.31. 금후 본부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월남 잔류 공관원 문제에 관한 대주재국 정부 또는
대민간 접촉을 중단할 것을 주덴마크대사관에 지시함.

3. 인도(1975~78년)
 주월 프랑스대사관 영사로 근무하면서 1975.4.30. 사이공 함락이 후 잔류 한국 공관원 8명과 다수의 교포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 주던 Moreau 영사가 11.30. 주인도대사관 2등서기관으로 부임함.
 외무부는 1976.5.10. 월남 잔류 공관원 8명 중 수감된 3명을 제외한 5명의 공관원과 교민 1명이 5.7. 프랑스
전세기 편으로 사이공을 출발하여 5.9. 서울에 도착하였음을 Moreau 영사에게 알리고 동 영사가 베풀어 준
협조에 사의를 표하도록 주인도대사관에 지시함.

4. 필리핀(1975~76년)
 주필리핀대사는 월남 잔류 한국 공관원의 신변에 관해 주필리핀 미국대사관 고위 간부가 제보해 온 다음
내용을 1975.5.31. 외무부에 보고함.

- 공관원들은 대사관 및 대사관저에 분산, 감시하에 기거하고 있으며 신변은 안전함.
- 외출 시에는 감시병이 동행하며, 현금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5. 싱가포르(1975~76년)
 주싱가포르총영사는 주월남대사관 고용원이었던 Nguyen Trong Nhi가 사이공을 탈출하여 1975.5.18.
싱가포르에 도착하였으며, 동인에 의하면 8명의 공관원은 5.8. 현재까지 대사관저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5.19.
외무부에 보고함.

6. 스위스(1975~76년)
 외무부는 1975.5.1. 주월대사관 철수 시(1975.4.30.) 잔류 인원(공관원 8명)에 대한 소재 확인, 긴급피난, 보호조치

스위스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입장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며,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유의하고 현지 공관의 관련 보고가 있으면 즉시 한국 측에
알려 줄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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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협조해 줄 것을 주한 스위스대사관을 통해 스위스 측에 요청함.
 Iselin 스위스 외무성 정치2국장은 5.12. 주스위스대사 면담 시 한국 정부가 잔류 공관원 문제로 각 방면에서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대UN), 1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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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5.4.30. 급작스러운 호찌민(구 사이공)의 함락과 함께 베트남 전쟁이 종료되었으며, 미처 탈출하지
못한 주월남대사관 직원들은 미국대사관의 협조로 탈출을 계획하였으나 실패함에 따라, 5.8. 정부는
유엔을 통한 이들 구출을 위하여 주유엔대표부에 유엔본부 관계관을 접촉하여 유엔 차원의 구호 활동,
항공편 운항 등 기본정보 수집 및 협력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주월남대사관 이대용 공사가 일본대사관에 부탁하여 보낸 보고에 의하면, 직원 9명과 교민 130명이 교민회관에
은신 중임. (나중에 1명은 탈출에 성공하여 직원 8명과 고용원 2명이며 이들은 교민들과 대사관저 및 교민회관에
1592

분산 은신 중인 것으로 확인됨.)

- 공산정부 군사관리위원회는 5.10.부터 외교관 및 일반 외국인 등록을 실시하여, 우리 직원 모두 외교관
이 아닌 일반 외국인으로 등록(외교관 신분 불인정)
 한편, 정부는 직원들이 송환되기 전에 주월남 프랑스대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의 교섭도
시행

2. 주유엔대표부는 유엔 구호담당관 및 특별정치국장을 접촉한바, 유엔은 동 문제의 특수성으로 유엔
대표가 5.17. 제네바 및 파리에 가서 당지 주재 월남 공산정부 대표와 직접 접촉하는 기회에 한국 공관원
송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유엔 대표 Aubrac은 파리에서 공산정부 대표와 면담하고 우리 공관원 송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월남 대표
는 즉각 본부에 연락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알려 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UNICEF 및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이 5.27. 월남에 도착하였으며, 공산정부로
부터 6.3. 출국 허가를 받은 우리 직원들이 수차례 적십자사 및 HCR이 임시로 운영하는 구호물자 수송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공산정부는 탑승을 허가하지 않음.

- 6.30. 탈출한 일본인에 의하면, 공산정부의 명령으로 한국인 모두 대사관저에 집결되어 월맹군들의
감시하에 있다는 것과, 직원 3명과 교민들이 구금, 심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 HCR 현지 파견 대표는 자신으로서는 우리 공관원에 대한 수송 편의는 제공할 수 있지만, 공관원 신분
등 정치적 문제에는 개입이 불가하다고 주유엔대표부 관계관에게 언급
 라오스 UNHCR 주재 대표는 8.18. 하노이에서 공산임시정부 대표와 면담하고, 우리 공관원 출국을 약속
받았으며, 정부는 주유엔대표부에 대하여 12.10.~14. 호찌민을 방문하는 UNHCR 고등판무관 아가칸에게 그
간 상황을 요약한 메모랜덤을 수교하고 특별한 협조를 당부할 것을 지시함.
 1975.8.12.~9.8. 프랑스 전세기 편으로 우리 교포 3인이 호찌민을 탈출하였으며, 1976.10.9. 나머지 교민들이
후송됨.

3. 우리 공관원 5명과 교민 1명이 1976.5.7. 프랑스 전세기 편으로 호찌민을 떠나 귀국함. 정부는 억류된
3명이 석방될 때까지 이들의 귀국에 대하여 일체 보도되지 못하도록 함. 억류 3인에 대한 송환 교섭은
계속되었으며, 정부는 1977.12.19.~20. 파리에서 개최된 미·월맹 회담 시 미국 대표로 하여금 동 문제를
제기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월맹 대표가 거부하였으며, 스웨덴 정부도 월맹 측에 제기하였으나 냉담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1978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음.

도착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정부는 이들이 우리 체류자들을 심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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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5.20.자 호찌민발 UPI 통신은 북한이 대표단이 관계 강화 및 대사관 설치를 위하여 호찌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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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억류 공관원 3명 석방을 위해 1978.7.24.∼9.8. 13차에 걸쳐 주인도 베트남대사관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북한 간의 3자회담 결과임.
1. 개최 배경
 정부는 억류 공관원 석방을 위해 미국, 프랑스, 인도 등 제3국을 통한 교섭을 추진해 온바, 팜반동 베트남
1594

수상의 1977.4월 프랑스 방문 시 Barre 프랑스 외상은 한국 측의 석방 희망 의사를 전달함.
 베트남 측은 1978.4.18. 주베트남 프랑스대사를 통해 한국에 수감 중인 북한 공작원들의 동시 석방 및 북한과
의 동 수감자 명단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석방 용의가 있음을 밝힘.

2. 당사자별 기본 입장
 베트남 수석대표 Luong 외무차관은 억류 공관원들이 범죄자로서 처벌되어야 하나 베트남의 전통적인 인도
주의 정책에 따라 한국에 수감 중인 북한인들과의 교환 조건으로 석방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북한 수석대표 조명일 조평통 부위원장은 억류 공관원들이 침략 전쟁에 참가한 범죄자이며 본 회담은 통일을
위한 투쟁 중에 한국에 수감된 혁명가와 전범자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석방 결정권 및 교환 대상 북한
수감자 수에 대한 결정권은 북한 및 베트남에 있음을 강조함.
 한국 정부 수석대표 윤하정 전 외무차관은 조속한 석방 실현을 위해 회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발언, 비방을 지양하고 상호 생산적, 협조적 자세로 회의에 임할 것을 촉구함.

3. 회담 경과
 최대 쟁점인 교환 대상 인원과 관련하여 한국 측의 1:1 동수 교환 원칙에 대해 북한 측은 1:70, 이후 1:40 교환을
주장함에 따라 한국 측은 1:2 교환을 제안하였으나 북한 측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한국 측은 제13차 회담
종료 이후 1978.9.22. 대베트남 통고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1:4의 교환을 제안함.
 이에 대해 월남 측은 한국 측 제안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 측에 전달할 것이나 북한 측의 수락
여부는 의문시된다는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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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뉴델리 3자
회담), 1977-79. 전5권. V.3 남북한 비공식회의
및 명단토의 실무회의
생산연도

1977~197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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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을 위해 뉴델리에서 1978.10.∼1979.5. 개최된 남북한 비공식 회의 및
교환 대상 명단 토의를 위한 1978.12월 실무회의 개최 결과임.
1. 남북한 비공식 회의(1978.10.13.∼1979.5.23.)
 억류 공관원 3명의 석방 조건으로 북한 측이 교환 대상으로 요구하는 한국 내 북한 수감자의 숫자 문제
협의를 위해 14차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바, 북한 측은 1973.5월 멕시코·미국 간의 미국 외교관 교환 석방
선례에 따라 1:30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며 한국 측은 1:5의 교환을 제안하고 북한 측이 요구하는 추가 인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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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는 북한이 억류 중인 KAL 승무원 및 납북 어부 등과 동수 교환 방안을 제시함.
 북한 측이 1:10을 제시한 이후 최종안으로 1:7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1978.11.21. 1:7 교환 합의서에 서명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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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이 교환 대상자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인원들에 대한 무조건 교환을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한국 측은 북한 측의 제안을 수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명단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함.
 한국 측은 1979.1.12. 북한 수감자 교환 대상 21명의 명단을 제시하였으나 북한 측은 동 명단 접수를 거부하고
2.1. 회의 시 11명의 추가 명단을 제시함에 따라 후속 실무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함.

2. 교환 대상 명단 토의 실무회의(1978.12.4.∼16.)
 7차에 걸친 실무회의에서 비공식 회의를 통해 논의된 1:7 교환 비율에 따라 한국 측은 북한 측에 대해 21명의
명단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북한 측은 1차 회의 시 이미 사형이 집행된 1명의 명단만을 제시하고 개별적인
해결을 주장하면서 일괄적인 명단 제시를 거부함.
 북한 측은 추후 13명의 기 사형 집행자가 포함된 21명의 교환 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온바, 한국 측 대표는
북한이 동 실무회의를 수감자들에 대한 형 집행 여부, 생존 여부 파악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려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교환 가능한 명단 제시를 촉구함.
 실무회의 결렬과 관련하여 북한 측은 억류 공관원 3명에 대한 북한 송환, 베트남 법에 따른 전범자로서의
처형 가능성 등을 언급함.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뉴델리 3자
회담), 1977-79. 전5권. V.4 회담교착 및 결렬

| 85-1489 |

생산연도

1977~197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5-100 / 7 / 1~248(248p)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을 위한 남·북한 및 베트남 간 뉴델리에서 1978.6월 이후 개최된
3자회담은 북한 측이 요구하는 석방 대상 수감자 교환 비율 및 대상자 명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79.5.23. 종결됨.
1. 정부의 대책 수립(1979.1.5.)
 1978.11.21. 회의 시 1:7의 교환에 합의한 이후 대상 명단에 대한 북한 측의 비현실적인 요구 및 억류 공관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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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형 위협 등으로 교착 상태가 계속됨.
 향후 후속 회의를 통해 21명의 인도 가능한 수감자 명단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 측의 반응을 분석하여 부분적인 양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베트남 측과의 별도 협상 가능성에 대비함.

2. 정부의 3자회담 대표단에 대한 추가 훈령 요지(1979.5.20.)
 북한의 무성의한 태도로 11개월간의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별도의 방법을 통한 억류 공관원들의 석방 전망을 전제로 북한의 책임을 명분으로 하여 회담을 결렬시키고
북한에 대해 정식으로 최후 통첩함.
 베트남 측에 대해서는 회담 결렬 직후 북한의 무성의하고 비인도적인 태도로 인하여 회담 지속이 무의미하며
시간 낭비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임을 정식으로 통고함.
 인도 정부에 대해서도 적절히 통보하고 결렬의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설명함.

3. 한국 측 수석대표의 최종 발언문 요지(1979.5.23.)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1:1의 교환 비율 원칙을 양보하여 1:7의 비율에 따른 21명의 명단을 제시하였으나 북한
측은 동 명단 접수 거부, 한국 국적 보유자의 인도 요구, 기 사형 집행에 따른 사망자 명단 제시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함.
 회담을 더 이상 지속함은 무의미하며 어떠한 해결책도 도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본 회담의 결렬 및
종료를 북한 측에 통고하며 결렬 책임이 시종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온 북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함.

4. 주인도대사의 주재국 베트남대사 면담(1979.5.23.)
 회담 결렬 설명에 대해 베트남대사는 예상한 바라는 반응을 보임.
 동 대사는 억류 공관원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약속하고 조속한 석방을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희망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함.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뉴델리 3자
회담) 1977-79. 전5권, V.5 회담 일지, 19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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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억류 공관원 3명 석방을 위한 1978.6.16.∼8.29. 주요 교섭 일지임.
1. 베트남의 한국·베트남·북한 간의 3자회담 제의(1978.6.16.)
 한국 내 수감 북한인 사형수 전원에 대한 명단 제시 요구에 대해 3명의 수감자 명단 통보
 예비회담 일정 협의

2. 제1∼6차 예비회담(1978.7.7.∼15.)

 교환 대상과 관련하여 북한 및 베트남 측은 한국에 의해 투옥된 혁명가, 한국 측은 사형수로 각각 정의, 이견
노정
 교환 대상 문제는 본회의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하며 교환 대상에 대한 호칭은 각 당사자의 임의에 따르기로
합의
 본회담 장소는 뉴델리 주재 베트남대사관으로 결정

3. 제1∼9차 본회담 및 비공식 접촉(1978.7.24.∼8.24.)
 석방의 선결 조건으로 교환 비율, 교환 대상자 명단, 교환 절차와 방법 등 토의 내용 합의
 억류 공관원에 대해 북한 측이 전범자 인정을 주장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수행 중이었던
외교관임을 적시
 한국 측이 1:1 교환을 원칙으로 국제적 선례를 감안한 교환 비율 결정을 제시한 데 대해 북한 측은 1:70, 추후
1:40 비율로의 교환을 주장
 양측은 교환 비율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 철회를 전제로 재차 협의를 진행하여 한국 측이 1:4 교환을 제시한 데
대해 북한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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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을 위한 북한인 수감자 교환 비율, 명단, 본회담 개최 일정, 수석대표 직위, 사용 언어 문제 협의
 본회담 일정 협의 및 대표단 명단 통보

후꾸다(福田赳夫) 전 일본 수상 방한,
1980.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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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 경위
 대통령 의전비서실은 1980.9.9. 후쿠다 전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국보위 오제도 검사를
통하여 전해 왔다고 하면서, 외무부가 동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면담 자료 등 준비를 지시함.

- 국정원(구 중앙정보부) 자료에는 후쿠다의 방한은 주일본 공사(국정원 직원)의 권유에 의한 것
 주일대사는 9.12. 동인이 국무총리의 초청을 수락하였으며, 한국의 국내 상황이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안정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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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한국 정부로서는 김대중 재판으로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으며, 일본 언론들의 비판적 보도에
직면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정계 원로인 후쿠다를 친한 세력으로 내세워 일본 정계의 반한화 기류를 중화
시키고, 일본 언론에게 직접 한국 상황을 경험하게 하여 이해를 구하려고 함. (일본 기자단과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15분간 환담).

2. 방한 일정
 9.24.~26. 일본 국회의원 5명과 기자단 15명이 함께 방한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정원장, 통일원
장관 등과의 면담 및 오·만찬 등 일정을 가짐.

- 한일협력위 일본 측 상임위원은 주일대사에게 동인이 자민당 내 유일한 원로로서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형식적인 일정보다는 한·일, 한·미·일 관계에 관하여 격의 없는 의견 교환의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한국의 새 정부와 일본 간의 관계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것을 권유함.

3. 전두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거론된 김대중 재판 문제(1심 사형)
 후쿠다 전 수상은 방한 중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의 갈등 요소인 김대중 재판문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동 문제는 한국 측의 국내 문제이며, 외교 교섭으로 해결할 성격이 아니므로 일본 측이 냉정하고
조용하게 있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 또한 귀국 후 9.27. 요미우리 기고를 통하여 방한이
매우 유익하였으며, 중요한 한·일 관계를 위하여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대중 재판을 조용히
지켜볼 것을 주장함.
 외무부는 9.26. 대통령 보고에서 동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며, 일본 언론들도 한국
문제 보도 자세의 점진적인 시정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노신영 외무부장관은 오찬사에서 일본의 김대중 재판에 대한‘말참견’
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비판함.

4. 언론 보도
 일본 언론들은 방한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방한 의도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일본 정부가 사
형심판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 및 한국 정부에 대하여 경제협력을 레버리지로 사용할지 여부, 방한

이후에는 후쿠다 전 수상과 전 대통령 간 회담 내용 및 김대중 재판 예상 등을 집중 보도함. 회담에서 전
대통령은 국내 문제인 김대중 재판을 일본 측이 조용히 지켜볼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후쿠다 전 수상이
김대중 문제를 초월하여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신정부가 일본과의
우호 유지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켰다고 보도함.

5. 자료
 방한 일정, 인적 사항, 주변 정세 및 새로운 한·일 관계 등을 포함한 면담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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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all, John 전 뉴질란드 수상 방한, 1980.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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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John Marshall 전 수상은 정부 초청으로 1980.6.25.∼29. 방한함.
1. 방한 경위
 Marshall 전 수상은 수상직 퇴임 이후에도 현 집권당인 국민당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주뉴질랜드대사를 통해 방한 희망 의사를 전달함.
 주뉴질랜드대사는 Marshall 전 수상이 재임 중 한국 선명회에 대한 장학금 제공 등 친한적인 입장을 견지해
1600

왔으며 현재 다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 중임을 고려하여 방한 후 한·뉴질랜드 친선협회 고문으로 추대할
계획임을 보고함.

2. 주요 방한 일정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예방, 국회의장 주최 오찬 참석
 외무부장관 면담 및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참석
 성공회, 선명회 방문
 한국종합전시장, 울산 현대조선소, 경주 방문

3. 외무부장관 면담 요지
 Marshall 전 수상은 통상장관 재임 시부터 한국과의 제반 인연을 강조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개헌 일정 등 한국의 순조로운 정치 발전을 희망함.
 외무부장관은 한국전 당시 뉴질랜드의 파병 및 희생에 사의를 표명하고 최근 양국 간 통상 증대 추세 등
관계 증진을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및 국내 정치일정 진행 과정을 설명함.

4. 특기 사항
 Marshall 전 수상은 방한 후 주뉴질랜드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방한 중 한국 정부의 후의와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함.
 동인은 향후 뉴질랜드 각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세와 소식을 전파할 계획임을 밝힘.

박동진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80.4.16-18. 전3권.
V.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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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4.16.~18.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일본 방문 기간 중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외상회담을
위한 준비 자료임.
1. 우리 측 관심 사항
 한·일 우호협회(민관합동으로 각료회의 산하) 설치 추진
 환태평양공동체 설립에 원 회원국으로 참여

- 일본, 호주 및 일부 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우리 참여에 유보적 입장
- 재일 한국인에게도 사회보장제도 적용 등 처우 개선
 한·일 간 무역역조 개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본/기술 협력 확대
 일본의 대북한 접촉 제한

- 인사 교류 및 전략물자 수출 엄격 통제

2. 일본 측 관심 사항
 200해리 수역 설정

- 200해리 선포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안선이 긴 일본도 한국과의 접속 수역에 대하여 선포를 희망
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유보적인 자세
- 독도의 경제수역 기점 자격을 두고 양측이 다른 입장(한국은 무인도의 경제수역 기점 자격을 부인)을
가지고 있으며, 영토 분쟁이 재연될 우려
- 대륙붕 공동 개발에 영향을 미쳐 사업 지연 가능성을 우려
 북해도 해역에서의 한국 어선들의 조업 규제

- 일본 측은 조업 규제를 희망하나 한국 측 반대
 대륙붕 지정구역 고시 문제

- 일본은 보호가 필요한 어초지역을 ‘지정 구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나 한국 측은 반대
 김대중 문제
 재일 교포 보안사범 문제
 제11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개최 문제

160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개선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8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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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 외무부장관은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 및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기회에 미국 등
8개국을 순방한바, 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하여 1980.4.11.~15. 미국을 방문함.
1. 사전 준비
 외무부는 회담 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별로 참고 자료를 작성함.

- 국제 정세(아프가니스탄, 이란 사태 등), 남북대화, 미·북한 관계, 한국 정치발전, 국군 현대화 계획,
한·미 문화교류위원회 구성, 환태평양 협력, 모스크바 올림픽 참가 보이콧, 경제·통상 협력 등

1602

2. 한·미 외무장관 회담 개최 결과
 박 장관은 4.14. 오후 개최한 회담 결과 요지의 대통령 보고를 통해, 우리 측이 한국 정치 발전(헌법 개정 등)
계획,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원유의 장기적 공급 확보 문제에 대한 설명, 10.26사태 이후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 재천명에 대한 사의 표명을 한 데 대하여, 밴스 장관은 자신이 12월 한국 방문 이래
한국이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제반 정치 발전 조치들을 취하여 온 것에 감명을 받았으며, 제반 작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계속적인 우의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며, 한·미 군사 당국 간에 지금도 양호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과 같이 한국 정부도 한국 군부에 대하여
주한 미 당국과 양호하고 건전한 관계를 가지도록 당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3. 한·미 외무장관 회담 개최 관련 언론 보도
 미국 국무부 정오브리핑에서 언론들은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대이란 제재 문제가 거론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 언론들도 밴스 장관이 미국의 대이란 보복조치 및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미국의 구상을 설명하고 우리 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국내 언론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공약과 최규하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치 발전 노력을 지지하였다고
보도하면서, 10.26 이후 한·미 외무장관 간 첫 만남에 의의를 두기도 함.
   

최규하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69.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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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제2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1969.11.4.~21. 미국 방문 중 한국 문제를 토의
하는 총회 제1위원회에서 11.11. 및 11.17. 두 차례 연설하였는바, 주요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위원회에서 한국 단독초청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감사함.
 유엔 감시하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한반도 전역에 걸친 자유선거를 통해 한국을 통일하려는 유엔의 통일
방식은 한국민의 의사에 부합함.
 
‘북한만이
한국에서의 유일합법적인 국가’
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북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력도발을 자행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유엔의 결의와 능력 시험
- 소위 대한민국 ‘해방’을 위한 유리한 조건 구축
-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 북한 동포들에게 위기감 조성
 북한은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위원들에 대한 입북 거부 입장을 철회하여, UNCURK로 하여금
유엔 결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함.
 북한은 유엔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유엔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 공백기를 그들에게 유리하
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음.
 대한민국은 유엔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통하여 한국동란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번영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한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업적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및 ECAFE(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와 같은 유엔 경제기관에서 작성한 문서에서도 입증됨.
 제1위원회에서 공산 측이 제출한 유엔군 철수안과 UNCURK 해체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함.

2. 최규하 장관은 방미 기간 중 유엔 총회 참석 이외에도 Rogers 미 국무장관 등과의 면담 일정을 가짐.

160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승인한 1948.12.12.자 유엔총회 결의 195(Ⅲ)호를 지적하면 충분함.
 1968.1.21.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기도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1969년에도 계속 자행되고 있으며,

미국 의회의원 방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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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hn Breaux 하원의원
 방한 기간: 1981.1.11.~12.
 주요 일정: 부총리, 농수산부차관, 수산청장 등과 면담

- 국내 쌀 작황 부진으로 미국, 호주, 일본에서 쌀 100만 톤 추가 도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생산되는 남부미 수입을 우리 측에 요청

1604

2. Stephen Solarz 하원의원
 방한 기간: 1980.12.26.~27.
 방한 목적: 차기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이 확실시되어, 정세 파악차 아시아 12개국
순방 일환으로 방한
 주요 일정: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통일원장관 예방 및 주한 미사령관 면담
 외무부장관 면담 요록

- 남북대화 전망, 한국 통일정책, 북한의 고려연방제 제의에 대한 한국 측 입장, 미·일 방위비 증액
문제, 미국의 중국(구 중공)에 대한 무기/군사기술 공여, 김대중 문제에 관하여 의견 교환
- 동 의원이 특히 김대중이 처형될 경우 한·미 관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하여 장관
은 미국과 우방국의 태도와 생각을 짐작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중국에서 4인방 재판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유독 한국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한 견해를 표시함.
 동인은 1980.7.15.~19.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1975년도 프레이저 소위원회 한국 인권문제 청문회 이래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였으며,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대한 원조 삭감을 주장하였고, 10.26 사태 이후 정치
탄압 반대에 앞장섬.

3. Orrin Hatch 상원의원
 방한 기간: 1980.12.31.~1981.1.1.
 주요 일정: 외무부장관 면담, 전방 시찰 및 군 사령관 면담 등

- 동 의원 보좌관은 귀국 후에 한국군 군사력 증강 필요성에 대한 조사와 한국전력의 유타주산 석탄 구
입 의사 타진이 방한목적이었다고 주미대사관 관계자에게 언급

미국 의회의원 방한. 1975. 전2권. V.2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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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및 하와이 주 상원의원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자료와 방한 결과에
관한 내용임.
1. William S. Broomfield 하원의원
 방한 기간: 1975.10.13.~16. 비공식 방문
 주미대사는 동 의원이 비공식 방문하지만, Ford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큰 점을 감안, 대통령 예방 등을
건의하여, 체한 중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국정원장(구 중앙정보부장)을 예방함.

 방한 기간: 1975.10.16.~19.
 미국 하원 공화당 연구위와 상원 운영위가 방한 계획안을 주미대사에게 보내온바, 정부는 국회의원 방한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한미경제협의회가 초청하는 형식을 취함.

- 상원, 하원 각각 2명 및 전문위원단을 초청하였으나 의원은 Holt만 성사
 방한 일정: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외무장관대리,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판문점 시찰
 동 의원은 귀국 후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방한 소감을 밝혔으며 향후 활동 계획서를 주미대사관에 송부한바,
한미방위조약을 재확인하는 대통령 앞 서한 등이 포함됨.

3. Charles H. Wilson 하원의원
 방한 기간: 1975.10.17.~22.
 한국인 약혼녀를 동반하여 방한, 대통령 예방 등 일부 일정은 Holt 의원과 동행함.

4. John T. Ushijima 하와이 주 상원의원
 방한 기간: 1975.11.9.~11.
 방한 일정: 국회의장 예방 등

5. Robert W. Daniel 하원의원
 방한 기간: 1975.11.26.~29.
 방한 일정: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등 예방, 포항 및 울산 산업단지 시찰

- 한·미경제협의회는 전문위원 6인도 동시 초청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Majorie Holt 하원의원

1605

야나기야(柳各謙介)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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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10. 개최된 한·일 무역회담 계기에 열린 한·일 아주국장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 자료
및 면담 결과 보고서 내용임.
1. 경위
 1979.12.12. 일본 외무성은 주일대사관 관계관에게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무역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야나기야 아주국장이 회담 전에 외무부 아주국장과 공식/비공식 실무 협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명하여 이
1606

루어짐.

- 한반도 정세(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포함) 및 한·일 현안 문제 등 협의

2. 협의 준비 자료
 의견 교환을 위한 국내외 정세 관련 자료와 양국 간 현안 위주의 자료가 포함됨.

- 중국(구 중공)의 내부 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시각, 한반도·아세안 정세, 국내 정치 상황 등  
- 양측의 현안으로 제기하는 사항인 대륙붕 개발, 북해도 조업 제한, 재일교포 처우개선, 재일교포 보안
사범 처리,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규제, 독도주변 조업, 한·일 각료회의 및 외상회담, 무역역조 등

3. 면담 결과
 1979.12월 일본 오히라 총리와 중국(구 중공) 화국봉 회담 및 등소평과 황화 등과의 면담에서 거론된 중국 정세
(중국측의 현대화 계획 설명), 일본의 대중국 정책, 한반도 문제에 관한 시각, 한·중국 관계 개선에 관한
중국 태도, 중·소 관계 현황 및 전망, 인도차이나 정세, 캄보디아 장래, 그리고 일본이 추진하는 환태평양 구상
문제 등에 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함.
 현안 협의

- 일본 측은 독도 주변 조업, 북해도 조업, 대륙붕 협약 국내법 적용 문제, 재일 한국인 정치범, 김대중
문제를 의제로 제안하였으며, 우리 측은 상기 문제 이외에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 규제, 재일 한국인
처우 개선, 재일교포 보안사범 가족 해외여행, 3개 영사관의 총영사관으로의 승격 문제를 추가로 제의
하여 토의함.

미국 주요인사 방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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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안보 관련 주요 인사들의 1980년 방한과 관련된 내용임.
1. Donald P. Gregg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북아시아 담당관(1980.2.8.)
 육군참모총장의 1980.2.12. 위캄 한미연합사령관과의 면담과, 육군 전투병과 교육사령관의 그레그 동북아시아
담당관 면담에 관한 대통령 보고 자료

2. Richard L. Sneider 전 주한 미국대사(1980.3.15.~23.)
 컬럼비아 대학에 객원 교수로 재직 중인 스나이더 전 대사는 격동기에 처한 한국 정치 사태의 발전 추이를
직접 관찰하기 위하여 방한하여 김종필 공화당 총재, 국무총리 및 경제 4개 부처 장관 등을 면담함.

3. Winston Lord 미국 외교관계협회(CFR) 회장(1980.4.8.~16.)
 외무부는 미국 외교문제에 관하여 영향력이 있는 Lord 회장을 1979년도 유력인사 방한 초청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978.12.5. 주뉴욕총영사관에 동인의 의사를 타진하도록 지시함.

- 동인의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1980.4.9.~11.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제인협회 주관 회의(소련의
대아시아 정책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차 방한하게 되어 외무부에서 동 계기에 초청함.
 동인 부부는 방한 중 대통령, 외무부차관,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경주 및 주변 농촌 시찰, 울산 산업단지 시찰
등 일정을 가짐.
 외무부차관과의 면담 시 Lord 회장은 이란 혁명 후에 발생한 주이란 미국대사관 직원 인질 사태가 한계를
넘고 있으므로 조만간 군사행동 가능성도 배제 못 하며, 한국의 지지가 필요하나 한국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언급

- 이문용 차관은 한국은 석유 수입의 15퍼센트를 이란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지지 결속이 필요
하다고 하고, 특히 일본 및 사우디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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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75년간 CIA 한국지부장을 역임한 그레그의 인적 사항 및, 미국 언론이 1976.10월 텍사스 대학
세미나에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보도하자, 이로 인하여 CIA 직을 사임하였다는 내용이
수록됨.

북한·벨기에 관계, 1974-75

| 85-1500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2015-101 / 10 / 1~23(23p)

북한의 대벨기에 침투 기도와 관련된 내용임.
1. 북한 해외문화위원회 및 평화위원회 부회장인 전창준 일행의 벨기에 방문
 벨기에 사회당 소속 세계평화위원회 회장인 Elizabeth Blum 여사의 초청으로 1974.6.10. 벨기에를 방문하여
외상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외무성 국장 및 공산당, 사회당 인사 면담 및 지방 도시를 시찰함.

1608

- 주벨기에대사관의 유감 표시에 대하여 주재국 외무성은 동인들이 순전히 사적인 자격으로 입국하였
으며, 벨기에 정부의 대북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이들을 만난 것은 앞으로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를 다룸에 있어 북한 측의 의견도 청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명

2. 북한 통상요원 벨기에 방문(주벨기에대사관 첩보 보고)
 북한 통상요원 5명이 1975.1.4.~11. 통상관계 접촉 목적(선박 엔진 및 부속 장비 구입)으로 벨기에를 방문함.
 1975.2.24.~3.21. 북한 통상요원들이 통상관계 협의차 벨기에를 방문하여, 대규모 제철 압연시설 장비 및
15,000톤급 선박 구입을 교섭함.

3. 통상대표부 설치 제의
 1975.6.18.~20. 벨기에 외상의 체코 방문 시에 주체코 북한 대표가 접근하여 통상대표부 설치를 제의하였으나
벨기에 측이 거절하였다고 외무성 관계자가 주벨기에대사에게 언급함.

4. 북한 노동당중앙위 박철 위원 일행 벨기에 방문
 1975.7.5. 박철 일행이 벨기에를 비공식 방문하여, 벨기에 공산당 요인 면담 및 공산당 기관지를 방문함.

- 한국을 비난하는 광고 게재 등 정치활동을 한 데 대하여 주벨기에대사는 주재국 외무성에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함.
 벨기에 공산당 기관지는 1975.10.15.자에‘북한은 개발된 공업국가가 되었다’
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함.

북한·프랑스 관계,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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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북한 간 관계 개선 가능성을 우려한 한국 정부가 프랑스와 협의한 내용임.
1. 경위 및 분위기
 1973.1.3. 프랑스 외무성 관계관은 주소련 북한대사 권희경이 1월 상순에 개인 관광차 파리를 방문하는
기회에 프랑스 당국자 면담을 희망하고 있어서 Froment-Meurice 외무성 아주국장이 개인 자격으로 동 대사
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주프랑스대사관 관계관에게 통보함에 따라, 외무부는 두 사람 간 접촉에서 양국 관계

우호관계를 계속 강화하겠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마지막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동국 국회 외교위원장은 1972년도 평양 방문 후 정부에 관계 개선을 요청하였고, 중국(구 중공) 외상이
1973.3~4월 중 파리를 공식 방문 예정이며, 9월 이전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이 북경 방문 예정이어서 북한과
의 관계 증진 문제 논의 가능성이 증대함.

2. 접촉 내용
 권희경이 1973.1.5. 파리에 도착하여 1.8. Froment-Meurice 국장을 면담하고, 국회 외교위원장을 방문한 자리
에서 측면 지원을 요청함.

- 동 국장과의 면담에서 동 국장 및 주중 프랑스대사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권 대사는
북한의 통일 방안 설명 및 프랑스와의 모든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동 국장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힘.
 주프랑스대사관은 주재국이 북한과의 외교 채널 구축을 위하여 파리에 설치된 무역사무소를 승격하거나
주소련 북한대사관 직원의 정기적인 파리 방문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함.

3. 북한 무역사무소의 통상대표부로의 지위 승격 문제
 1967.4.12. 프랑스 상공회의소 대표와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 간 각서 교환으로 설립된 무역
사무소를 통상대표부로 승격하는 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프랑스 정부는 동구권 국가들이 한국을
승인하기 전에 북한을 승인하지는 않겠지만 인적, 통상 증대는 계속 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북한 무역
사무소 권한 강화를 고려하겠다고 12.18. Duzer 외무성 아주국 부국장이 주프랑스대사관 신 공사에게 언급함
(국기 사용 및 특권 면제는 배제하고 명칭 변경 가능성 및 외무성 접촉 가능성을 열어둠).

-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위 승격을 반대하며, 정부 간 협정으로 이루어질 경우를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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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주한 프랑스대사관 및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함.
 Froment-Meurice 국장은 주프랑스대사에게 동서화해 및 긴장완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전통적인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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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인도네시아에서의 북한의 한국에 대한 견제 기도와 관련된 내용임.
1. 허담 북한 외상 인도네시아 방문
 1975.1.20. 말리크 인도네시아 외상은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허담이 2월 말경 동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는바, 동 대사는 2.4.~9. 국무총리의 주재국 방문(취소됨) 및 2월 말에 외무부장관 공식 방문이 확정된
상황에서 북한 측의 방해공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한·인도네시아 간 관계 증진에 악영향 우려를 표명함.
1610

- 허담의 동국 방문 일정이 여러 차례 수정 제의되었으나 무기 연기됨.

2.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 평양 방문 초청
 말리크 외상이 OPEC(석유수출국기구) 정상회담 참석차 알지에에 체재 중에 주알제리 북한대사가 찾아와
김일성이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한다고 구두로 전하였으며,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는 3.20. 말리크 외상에게 방문 초청을 재확인함. 북한 대사는 또한 4.9. 수하르토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일성의 초청을 구두로 전하였으며, 대통령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만 언급함.

- 정부도 이미 수하르토 대통령 방한을 초청한 상태

3. 인도네시아 국회사절단 평양 방문
 인도네시아 국회의장단은 1975.5월 중에 국회 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4.1. 월남 및 크메르
사태를 감안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북한 측의 방문 독촉으로 7.14. 방문을 재결정함.

- 한국 국회의장은 8~11월 중 인도네시아 방문 추진
 북한 대사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동국 정부는 정치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허락할 방침을 세움.

4. 자카르타 박람회에 북한 대표단 참석
 1975.6.14.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북한은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산업 발전상을 과시

- 한국은 KOTRA 사장 등을 파견하여 정보 수집

5. 북한 선전 홍보
 1975.1.8. 북한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외무성에 평양에서 발표된‘외교부 대변인 성명’
을 전달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비난하였으며, 동국 신문에 김일성 주체사상과 외교정책 광고 게재 등 선전 활동을 전개함.

북한·레소토 관계, 19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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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레소토 외교관계 수립 추진 관련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케냐대사는 1975.12.10. 현지 주재 Rasekoai 레소토대사가 자신을 방문, 레소토 정부는 북한과의 대사급
비상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발표는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토록 본국으로부터
훈령을 받았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주케냐대사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놀라운 일이며 수상 방한, 경협 등이 추진되고 있는 시기에
동 사실은 양국 관계를 결정적으로 저해할 것임을 동 대사에게 지적
 외무부는 12.13. 주케냐대사에게 레소토에 출장, 레소토 측의 대북한 수교 결정을 번복토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연하구 주케냐대사는 12.22. 레소토에 출장, Molapo 외상, 조나탄 수상 등을 면담(12.19.)하고 동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 자이르 독립기념식에 참석한 조나탄 수상은 11.23. 북한 측 요청으로 동 기념식에 참석한 북한 정준기
부수상을 면담했으며, 북한 측은 양국 간 수교 합의 및 1976.1월 북한 경제사절단의 레소토 파견을 제의
- 레소토 각의는 12.9. 북한과의 수교 문제를 논의하고 유엔 주재 레소토대사에게 북한 측과 외교관계
수립 및 경제사절단 파견 문제를 교섭토록 지시했으며, 12.23. 각의에서 북한과의 수교 여부 재논의 예정
 주케냐대사는 1976.1.5. OAU 각료이사회 참석차 케냐를 경유하는 Molapo 외상을 1.3.~4. 접촉했으며, 동
외상은 대북한 수교는 각의 결정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고 조나탄 수상이 동 대사가
레소토를 시급히 방문해 줄 것을 원한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주미대사관은 1.5. 주재국 국무부 Haverkamp 남아프리카과장이 유 참사관에게 레소토 주재 미국대사대리가 1.2.
레소토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은 북한 승인 문제를 아직 검토 중에 있으며 레소토 정부의 대북한 승인 고려는
한국 문제 해결에 관한 정책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함을 보고

2. 본 문서철에는 레소토 정부의 북한과의 수교 결정에 관한 1975.12.17. 외무부의 대통령 앞 보고사항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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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는 동일 미국이 레소토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토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북한·네덜란드 관계,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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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덜란드대사대리가 1970.11월 북한 인사의 주재국 방문 동향 관련, 보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네덜란드 외무부 Erich 한국과장은 11.13. 북한 측 인사가 9월 선박 관계로 네덜란드를 방문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을 언급함.
1612

2. 네덜란드 외무부 Wendt 외사과장은 가급적 언급을 회피하다가, 8월 중순경 3~4명의 북한 인사가
Verolme 회사와의 선박 관계 교섭차 방문하여 약 1개월 정도 체류하였다고 사실보다 축소하여 언급함.
3. Verolme 회사의 영업판매부장 Hajenius는 북한 인사가 회사를 방문, 이미 구입한 어육 가공선의
Guarantee 조항을 협의하고 북한 측이 2척 또는 3척의 일반 화물선(18,000 내지 19,000 DWT) 주문
의향을 표명하였다고 전함.
4. 주네덜란드대사관 관계자는 북한 일행이 체류한 호텔을 방문하여 1970.8.27.~9.30. 약 2개월간 북한
인사 8명이 체류한 사실을 확인함.
5. 네덜란드 외무부 한국과장이 11.27.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북한 인사는 10.15. 이전 네덜란드를 출발한 것으로 확인
 정부기관이나 무역 관계 공공기관 접촉 기도는 전무
 북한 인사가 1개월 반 체재한 것으로 보아 여타 활동 가능성에 관해 조사 통보를 약속
 차후 북한 인사의 입국 신청이 있을 경우 통보 약속

북한·파키스탄 관계, 1970

| 85-1505 |

생산연도

1970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2015-101 / 15 / 1~67(67p)

파키스탄·북한 간의 1970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민간친선사절단 파키스탄 방문
 친선협회 부회장 정성규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사절단이 1970.2.23. 파키스탄에 도착하여 약 4주간 주요
도시를 순방하고 주로 좌경 노동계 및 학생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한 북한 선전 활동을 시행함.
 북한 측은 리셉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한미군과 관련한 한국 및 미국에 대한 비난, 한반도 상황에 따른

파키스탄 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나타낸바, 이는 그간 북한이 인도에 대해 보인 엄정중립 입장과는 모순되는
입장으로서 동 분쟁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2. 동 사절단 방문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 입장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70.3.13. 외무성 Khan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북한 사절단의 한국에 대한 비난에
대해 항의한바, 동 국장은 북한 측이 카슈미르 문제를 빌미로 정치적인 발언을 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의 조치할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함.
 동 국장은 북한 사절단 단장이 고위직 인물로 친서를 휴대하고 대통령, 외무차관 면담 등을 요청해 왔으나
거절하고 정부 인사와의 접촉도 불허하였다고 설명함.

3. 파키스탄 해운공사 사장 북한 방문
 동 사장은 1970.5월중 북경 방문에 이어 평양을 방문하고 해상 운송 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북한 권희경 외교부 부부장은 1969년 파키스탄 방문 시 카라치 해운공사를 방문하여 조선 시설을 시찰한 바
있음.

4. 북한 아시아·아프리카연대위원회 대표단 파키스탄 방문
 동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대표단이 1970.7.7. 도착하여 지방을 순방함.
 동 대표단은 방문 중 한국에 대한 비난 등을 행하지 않은바, 외무성이 동 대표단 입국 허용 시 제3국 비난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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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전쟁 발발 가능성 등을 언급함.
 사절단장은 3.4. 기자회견을 통해 카슈미르 분쟁과 관련하여 민족자결 원칙에 의한 해결을 지지함으로써

북한·폴란드 관계, 19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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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2.3.2. 박성철 북한 부수상의 폴란드 방문 관련 폴란드 통신(RAP) 보도
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박성철 일행(민족보위성 장전환 차관 등 대동)은 2.21.~25. 폴란드 방문, Krasko 부수상 등과 환담
 장전환 차관은 Jarureiski 국방상 면담
 공동성명(2.24.) 발표

1614

- 평화조약 체결 제의, 남북한의 건설적인 정치협상 등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자주적인 평화통일
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언급   

2. 외무부 정보문화국 특수지역과가 1974.5.18. 작성한 허담 북한 외교부장의 폴란드 방문 동정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허담은 1974.5.4.~10. 폴란드 방문
 폴란드 당 중앙위 제1서기, 국가평의회 위원장 면담 및 외상회담
 주미국대사관이 주재국 국무부를 통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중립국감시위원단(NNSC)과 폴란드로부터
구입하는 AN-2 경비행기 도입 건이 금번 방문의 현안 문제로 보인다고 함.

3. 상기 허담의 폴란드 방문 후 1974.5.12.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쌍방은 국제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측 사이에 다방면의 협조 관계를 잘 발전시키고 있는 데 만족
 폴란드 측은 한반도 평화유지 공고화를 위한 북한 입장(외국군 철수, 외세 간섭 없이 통일 등) 지지
 양측은 월맹, 캄보디아 인민투쟁, 아랍 측 입장 지지 등

4. 본 문서철에는 북한 동향 관련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보고, 상기 허담의 폴란드 방문 동향에 관한
주미국대사관의 보고, 1974.5.12. 상기 북한·폴란드 공동성명 text 등도 수록되어 있음.

북한·시리아 관계, 1970-74

| 85-1507 |

생산연도

1970~1974

생 산 과

중동담당관실

MF번호

2015-101 / 17 / 1~20(20p)

1. 주베이루트공사는 1973.11.17. 시리아에서 귀임한 Kansou 당수와 바쓰당 간부를 위한 만찬을 주최
했으며, 동 당수는 Al Assad 시리아 대통령과의 면담 시 동 대통령이 다음 요지로 언급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한국과 경협 교섭 등 관계를 가지는 것은 막대한 전쟁피해를 입은 시리아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며 시리아의
개방외교에도 일치되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 가능
 그러나 10월 전쟁에서 아직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 있지 않고 평화회담이 종결될 때까지 아랍권의 단결외교 등

내에 철수하게 될 것임.

2. 시리아 대통령의 1974년 북한 방문 관련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일본대사관은 1974.9.25. 마이니치 신문은 시리아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의 초청으로 이 달 말경 방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보고
 주카이로총영사관은 9.28. 주재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Al Assad 시리아 대통령은 9.26. 수행원 6명을 대동,
4일간 평양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를 출발했다고 보고

- 동 대통령의 방북은 군사, 경제 원조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북한의 중동지역에서의 외교 공세 강화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0.8. Middle East News Agency지에 게재된 동 대통령의 다음 요지 방북 기사를 보고

- 동 대통령을 수행했던 경제담당 부수상은 금번 방북으로 양국 간의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가져올 것이
라고 하고 시리아 해당 부처 및 기술자들에게 북한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시리아를 방문하기 전에 북한과
협의할 프로젝트에 대해 준비, 연구토록 지시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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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 복잡한 기간일 것이므로 이 기간에 한국과의 관계 수립을 발표할 입장에 있지 않음.
 현재 시리아 내 주둔하고 있는 2백 명의 북한 전차조종사는 6백 명의 쿠바 전차조종사와 같이 3~4개월

북한·영국 관계,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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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북한 승인문제 관련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1974.2.2. Petersen 주한 영국대사가 2.1. 외무부장관을 방문, 본국 정부의 훈령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북한 관계에 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조기 승인할 의도는 없지만 북한에 대해
무역 증진을 위한 어떤 형태의 기관 설치를 허용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할 생각이라고 통보해 왔음을 주영
국대사관에 알리고 주재국 외무성 고위층을 접촉, 동 통상기구 설치 보류를 교섭토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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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외무부차관은 2.2. Petersen 대사를 초치, 북한에 대한 여사한 기관 설치 허용은 남북한 간 균형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고 주요 공산국가들이 한국에 대하여 유사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요청
 영국 외무성 Wilford 차관보는 2.4. 주영국대사 면담 시 영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organization for the
promotion of trade로서 외교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며 영국의 경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구 중공)과
교역하고 있는 영국 상사가 북한으로부터 거래 제의가 있을 경우 동 교역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적 승인에 대한 업계 및 정계의 압력을 미리 배제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  
 Callaghan 영국 외상은 3.18. 영국을 방문한 태완선 부총리 면담 시 영국은 북한을 승인하거나 전략물자 수출
등으로 한국의 정치적 입장을 저해할 생각은 없으나 2차대전 이후 20여 년의 냉전시대가 지나 각국이 무역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생활현상으로 외교적 지위 부여가 아닌 북한 무역사무소를 호의적으로 검토한다 해도
불합리한 조치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
 Petersen 주한 영국대사는 7.29. 북한 측이 민간무역대표부에 관한 영국 측 제시 조건을 수락한다고 영국
측 교섭 당사자인 영·조 무역위원회에 알려 왔음을 김정태 외무부 차관보에게 설명

- 동 차관보는 한국의 KOTRA 또는 민간상사가 동구 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하에서 북한 민간통상
대표부가 런던에 들어가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Roberts 영국 외무성 정무차관은 10.8. 주영국대사대리 면담 시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켜온 승인에 관한 기준을
갖고 있고 승인과 외교관계 수립을 구별하고 있다고 하고, 작년 유엔총회에서의 UNCURK(유엔통일부흥위원단)
해체로 법적 장애는 제거되었으나 영국은 동 승인을 1년 이상 지연시켜 왔으며 북한을 승인하더라도 외교관
계 수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언급
 외무부는 10.11. 윤 차관이 Petersen 주한 영국대사를 초치, 영국의 북한 승인문제를 협의한바, 동 대사는
현 시점에서 북한 승인문제가 영국 정부 내에서 거론된 바 없다고 언급했음을 주영국대사관에 통보

- 차관은 공산권이 한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때까지 북한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청

2. 본 문서철에는 상기 외무부차관의 주한 영국대사 면담 요록, 북한의 대영 접근, 영·조 무역위원회,
영국 민간통상사절단의 북한 방문 등에 관한 주영국대사관의 보고, 영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
관한 외무부의 대통령 앞 보고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북한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 평양, 1980.10.10-14.
전3권, V.2 각국 대표단 초청현황 및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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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1980.10.10.∼14.) 및 각국 대표단 참가 동향임.
1. 각국 정부, 의회, 정당 및 친북단체 등 118개 대표단 177명이 참석함.
 28개국의 정부, 의회 대표단

- 아주 6개국, 미주 3개국, 구주 3개국, 아프리카·중동 16개국 및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58개국의 정당 대표단

- 아주 5개국, 구주 17개국, 미주 12개국, 아프리카·중동 24개국

2. 전당대회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김일성은 개회사를 통해 1970년대 10년간의 공업 분야 연 15.9% 성장, 농업 기계화, 산업 현대화 및 증산
실적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한국 국민들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지원을 언명함.
 김정일을 서열 5위의 당 대회 집행위원으로 선출하고 후계 지위를 공식화함.
 해외 주재 공관장을 소환하여 공관장 회의를 개최함.
 각국 공산당, 사회당의 단합을 통한 새로운 범세계적인 연대를 제안함.

3. 북한은 동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위사절단 파견을 통해 전당대회 참석 초청 및 해외에서의 각종 행사를
개최함.
 부총리 김경련의 아주 및 남미 지역 순방, 당 중앙위원 양형섭 등의 아주 및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전당대회
초청자에 대한 항공료 및 체재비 북한 측 부담 조건 제시
 방문지에서의 리셉션, 기자회견, 전시회 및 영사회 개최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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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친북협회, 노조 및 언론인 등 친북 단체 및 인사

한국의 대소련 관계개선, 19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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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대소련 관계 개선을 위한 재외공관의 소련 재외공관 관계관 접촉 결과 등에 관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우간다대사는 1970.11.24. 주재국 소련대사가 한국 통일문제는 분단국 상호 간의 해결문제라고 하고 소련
은 평화통일을 희망하며 한·소 양국은 어느 시기에 외교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
 주싱가포르 통상경제대표부 공관장대리는 1971.2.6. 주재국 뉴질랜드 고등판무관이 주최한 리셉션에서 만난
소련대사가 지금까지의 외교관 생활 중 한국 외교관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고 한국의 대싱가포르
1618

무역관계에 관심을 표명했음을 보고
 주크메르(현 캄보디아)대사관은 1971.12.26. 동 대사관 무관이 소련대사관 무관을 자택으로 초청하여
만찬을 개최했으며 대화 결과, 현재로서는 양국 관계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으나 비정치적 인사의 소련
방문 등의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고
 주이란대사관 김창석 서기관은 1972.3.6. 주재국 월례 press luncheon에 참석, 소련대사관 직원 및 타스 통신
특파원을 접촉했으며 소련대사관 직원은 작년 소련인 축구 코치가 한국을 방문하고 온 후 한국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주스웨덴대사관 이창수 참사관은 1972.4.26. 주재국 덴마크대사관 참사관 자택에서 개최된 외교 모임에서 만난
소련대사관 정치담당 참사관이 양국 간에는 아직 공적 관계가 없으므로 참사관 레벨에서 만나 비공식 베이스로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
 주뉴델리총영사는 1972.11.27. 인도를 방문한 방글라데시 대통령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련대사와
인사를 교환했으며 11.28. 아시아 박람회장 소련관을 방문, 동 관장에게 하루속히 한국과 소련 간의 무역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음을 보고
 주미국대사관 이상옥 참사관은 1972.12.4. 주재국 국무부 Hurwitz 불가리아 담당관(동인은 한국 및 소련 근무
경험)을 오찬에 초청, 소련의 대한국 관계 등에 의견 교환을 했으며 동 담당관은 자신의 감촉으로는 소련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며 북한 측이 맹렬히 반대하지 않는다면 점차로 한국과의
관계를 시작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주이탈리아대사관 임 공보관은 1972.12.20. 소련대사관 주최 소련 화가 5인전 개막 축하 칵테일 모임에 참석,
동 대사관 문화공보관과 환담했으며 동 문화공보관은 특히 한국이 대소련 관계에 비해 대중국(구 중공) 관계
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심을 표명했음을 보고

2. 본 문서철에는 상기 크메르, 스웨덴에서의 소련대사관 관계관 접촉 관련 해당 재외공관의 보고전문
및 접촉 보고서 등도 다수 수록되어 있음.

캐나다의 중국(구중공) 승인, 19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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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정부의 1970.10.13. 발표 요지
 중국을 승인하고 6개월 내 대사관을 설치할 것이며, 대만(구 자유중국)과 단교하고 대만 영토권 문제 관련해
서는 중국 입장을 유념하고, 유엔에서의 중국 가입을 지지

2. 캐나다의 중국 승인 저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조치
 일본에서 매월 소집되는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상임위원회 회원국의 공동관심을 환기시켜 집단적 제

- 외무부장관은 방한한 주일 캐나다대사(한국 겸임대사)에게 중국 승인을 반대하는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1968.2.28.), 백선엽 주캐나다대사는 주재국 샤프 외상에게 극동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국 승인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의 깊은 관심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승인
재고를 촉구함(1969.1.27.).
- 진필식 주캐나다대사는 신임 인사차 주재국 외상 예방 시 캐나다의 중국 승인을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
정부 입장을 재차 천명함(1970.1.13.).
 외무부장관은 포터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 중국 승인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미국 정부의 제지 노력을 요청(1968.6.14.)

3. 캐나다의 중국 승인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외무부의 분석(1970.10.14.)
 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이 한국의 대중립국 및 대북한 정책에 부정적 영향
 유엔 총회가 중국을 한국전쟁의 불법적 침략자로 규정한 1951.2.1. 결의의 정신과 상충
 월맹을 고무시켜 월남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참전국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상품과 중국 상품의 유사성으로 캐나다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중국을 배경으로 한 북한과 캐나다 간 경제적 유대관계 성립 가능성
 서구 자유국가 간 대중국 정책의 불일치로 인한 한국 외교정책 수행상의 애로

4. 주요국 반응
 미 국무부 대변인은 캐나다의 중국 승인 발표는 놀라운 사실은 아니나, 대만의 국제적 지위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하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함(1970.10.13.).
 일본 정부는 대중국 관계 개선이 1970년대 최대 외교 과제로 중국과의 대사급 접촉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함
(1970.10.20. 스노베 일 외무성 아주국장 기자회견 시 발언).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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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책을 고려
 주캐나다대사 및 주한 캐나다대사(동경 상주)를 통한 제지 조치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 1969

| 85-151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실

MF번호

2015-102 / 3 / 1~209(209p)

1. 한국군 군사력 증강 추진 관련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박정희 대통령은 1969.4.26. 닉슨 미국 대통령 앞 다음 요지 서한을 통해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 필요성 강조

1620

- 지난 4.15. 동해안 공해 상공에서 북한 공산군에 의하여 격추 당한 미국 해군 정찰기 추락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유감 표명
- 북한의 도발 행위 반복은 한·미 간의 이견을 조성하고 미국의 월남전 노력을 이 지역으로 분산시켜 월
맹을 간접 지원하고 한국에 불안감을 조장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
신을 조장하여 무력적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봄.
- 이 지역에서의 양국의 군사력이 북한 군사력보다 압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면 북한은 무력남침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게 될 것임.
- 최소한 북한의 군사력과 대등할 정도로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군사 당국자들에게
군사력 증강 계획을 작성토록 지시했으며, 동시에 북한의 도발 행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미군(특히
공군력)을 한국에 증가하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외무부는 5.1. 국방부에서 작성한 한국 방위력 증강의 기본계획 자료를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하고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를 위한 교섭에 참고토록 지시함.
 김동조 주미국대사는 5.20. Marshall Green 주재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시 한국군 강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재차 요청했으며, 동 차관보는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며 박 대통령의 친서 내용 및 이와
관련된 한국 입장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주미국대사관은 6.12. 패카드 주재국 국방차관이 한국에 대한 군원 관련 북한의 침투를 봉쇄하기 위한 소형
해군 선박과 해안지대에 설치된 레이더 등을 포함하는 군원 증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음을 보고
 외무부는 6.13. 임충식 국방부장관의 6.9. Laird 미국 국방장관 앞 서한 및 한국군 증강목표계획 요약 자료를 주미국
대사관에 송부하고 한국군 증강계획이 미국 정부에 의해 신중히 검토되고 수락되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 경주 지시
 Bonesteel 주한 미군사령관은 6.19. 김동조 주미국대사와의 오찬 시 그간 자신의 호놀룰루, 새크라멘토 및
워싱턴에서의 닉슨 대통령과의 면담은 동 대통령이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어 현지 사령관으로서 브리핑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언급
 김동조 주미국대사는 6.23. Laird  국방장관을 면담, 임충식 국방부장관의 상기 서한을 수교하고 한국군 군사력
증강 문제에 대한 호의적 고려 요청

- 동 장관은 금월 초 서울에서의 한·미 국방당국 회의에서 동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으며, 이미 M-1 등 소화기 인도와 같이 일부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고 하고 한국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검토시키겠다고 언급

2. 본 문서철에는 1969.4.12. Green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수교한 국군 현대화 등 주요 한미 현안에 관한
각서(memorandum), 한국 방위력 증강에 관한 상기 국방부 자료 및 서한, 7.31. Rogers 미 국무장관
방한 시 수교한 협의 의제별 한국 입장에 관한 각서(memorandum) 등도 수록되어 있음.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4차,
1978.3.9

| 85-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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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 / 4 / 1~153(153p)

1. 제124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 결과 등 관련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일자 및 장소: 1978.3.9. 외무부 회의실
 참석자

- (한국 측) 박쌍용 외무부 미주국장(수석대표), 각 분과위 관련 국방부, 법무부, 상공부, 교통부, 관세청,
노동청 관계관 등
- (미국 측) Gabriel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공군사령관(중장, 수석대표), 각 분과위 관련 주한미군 관계관 등
 회의 결과

2. 본 문서철에는 동 합동위원회 회의록, 시설구역분과위원회 등 관련 분과위의 합동위 제출 문서,
1978.3.9. 동 합동위 회의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 SOFA 발효 11주년 계기 1978.2.9. SOFA 한·미
합동위 명의 보도자료(이상 영문) 등도 수록되어 있음.

162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오산 공군기지 안테나 추가 설치를 위한 평택군 소재 16.908에이커의 부지 공여에 관한 건의 등 시설
구역분과위의 33건의 건의 승인
- 주한미군 막사 건설을 위한 안성군 소재 0.05에이커 부지 공여 등 32건의 신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
에 부여
- 주한미군용 현지 조달 물품에 대한 부가세 등 면세 절차 관련 휘발유 등에 대한 면세 절차 개정 여부
검토 등 2건의 신규 과제를 재무분과위에 부여
- 미측은 과거 합동위 결정에 따라 5명의 초청계약자 지명 관련 서류 제출 등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6차,
1978.7.20

| 85-1514 |

생산연도

1978

생 산 과

한미안보협력과

MF번호

2015-102 / 5 / 1~259(259p)

1. 제126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 결과 등 관련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일자 및 장소: 1978.7.20. 외무부 회의실
 참석자

- (한국 측)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수석대표), 각 분과위 관련 국방부, 법무부, 상공부 등 관련부처
관계관 등
- (미국 측) Gabriel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공군사령관(중장, 수석대표), 각 분과위 관련 주한미군 관계관 등
1622

 회의 결과

- 주한미군의 1978.7.1.~1979.6.30. 포천군 소재 3,829에이커 부지 임시사용 승인 등 시설구역분과위의
21건의 건의 승인
- 용산기지 내 새로운 한미연합사령부 시설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상호 합의조건 도출을 위한 과제 등
16건의 신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에 부여
- 미측은 4명의 초청계약자 지명 및 2명의 초청계약자 철회 관련 서류 제출 등

2. 본 문서철에는 동 합동위원회 회의록, 시설구역분과위원회 등 관련 분과위의 합동위 제출 문서, 동
합동위 회의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이상 영문) 등도 수록되어 있음.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7차,
1978.9.14

| 85-1515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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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한미안보협력과

MF번호

2015-102 / 6 / 1~211(211p)

1. 제127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 결과 등 관련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일자 및 장소: 1978.9.14. 미8군 SOFA 회의실
 참석자

- (한국 측)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수석대표), 각 분과위 관련 국방부, 법무부, 상공부 등 관련부처
관계관 등
- (미국 측) Gabriel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공군사령관(중장, 수석대표), 각 분과위 관련 주한미군 관계관 등
 회의 결과

2. 본 문서철에는 동 합동위원회 회의록, 시설구역분과위원회 등 관련 분과위의 합동위 제출 문서, 동
합동위 회의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이상 영문) 등도 수록되어 있음.

16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한국 측의 수도관 설치 관련 대구시 소재 미군 송유관 보호를 위한 건의 등 시설구역분과위의 14건의
건의 승인
- 시흥군 소재 미군 송유관 보호를 위한 과제 등 10건의 신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에 부여
- 주한미군에 대한 철도 화물 및 승객 요금 관련 공공요금분과위의 건의 승인
- 미측은 5건의 계약 수행을 위한 4명의 초청계약자 지명 관련 서류 제출 등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8차,
1979

| 85-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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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 / 7 /1~322(322p)

1. 제128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 결과 등 관련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일자 및 장소: 1978.11.16. 외무부 회의실
 참석자

- (한국 측)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수석대표), 각 분과위 관련 국방부, 법무부, 상공부 등 관련부처
관계관 등
- (미국 측) Gabriel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공군사령관(중장, 수석대표), 각 분과위 관련 주한미군 관계관 등
1624

 회의 결과

-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한국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 가족을 위해 900호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로 결정
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한남동 지역에 700호,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 200호를 1979년부터
4개년에 걸쳐 건설할 예정임을 통보
- 미측은 상기 한국 측 조치에 사의를 표명하고 많은 미군 요원들의 한국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을 강화하여 전투 태세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
- 주한미군의 1978.12.13.~1979.12.12. 포천군 소재 7개 지역의 2,652에이커의 부지 임시사용을 위한
건의 등 시설구역분과위의 16건의 건의 승인
- 동작동 소재 일부 주한미군 통신선 이전을 위한 과제 등 13건의 신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에 부여
- 미측은 11건의 계약 수행을 위한 7명의 초청계약자 지명 관련 서류 제출 등

2. 본 문서철에는 동 합동위원회 회의록, 시설구역분과위원회 등 관련 분과위의 합동위 제출 문서, 동
합동위 회의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이상 영문) 등도 수록되어 있음.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시설구역분과
위원회, 1967-68

| 85-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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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 / 8 / 1~29(29p)

1. 외무부는 1967.10.23. 주한 미군 사령부 민사처장이 화성군 소재 고온리 사격장 지역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질 미군 사령관 성명을 통보해 오면서 한국 측 지방관헌의 성명을 문의해 왔음을 내무부에
통보함.
 제13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사격장의 민간인 사고 방지 및 상호 안전을 위해 동 사격장
이 위치한 지역의 미군사령관 및 한국 측 지방관헌의 성명 등을 상호 교환키로 합의

2. 내무부는 1967.11.8. 상기 한국 측 지방관헌 명단을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같음.
 미측은 파주군 소재 16,455에이커의 부지 공여 등 4건의 신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에 부여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한국 측은 동의
 한국 측은 서울시 개발을 위한 일부 부지 반환 등 3건의 신규 과제를 동 분과위에 부여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미측은 동의
 양측은 시설구역분과위의 25건의 건의 승인

- 1967.2.9. 현재 주한미군 측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에 관한 기록 포함
 상무분과위원회 협의를 거쳐 미측의 초청계약자(6명) 지명 통보 등

4. 본 문서철에는 1968년 개최된 시설구역분과위원회 회의 의사록 등도 수록되어 있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1968.5.17. 외무부에서 개최된 제25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록(영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162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시설구역분과
위원회, 1974

| 85-1518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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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5-102 / 9 / 1~64(64p)

1. 외무부는 1974.5.10. 내부 건의를 통해 주한미군 당국이 4.10. 관악구 소재 미군 전용 주택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가족 300세대를 위해 동 지역 내에 PX 분점을 설치할 계획임을 통보하면서
SOFA 체결 교섭 당시 제21차(1963.5.3.) 및 제36차(1963.12.5.) 회의에서 상호 양해된 바에 따라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인 재무부와의 협의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동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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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주택단지는 1967.12.21. 제19차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 제공 약속에 따라
1973.10월 한·미 합작투자로 건립
- 동 단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자체는 아니나 미군 전용 지역으로 한·미 합작으로 건설되고 현재
미군 당국이 장기계약에 의거, 전용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시설구역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가능 등
 동의 조건

- 이번 조치가 향후 시설 및 구역 외의 PX를 포함한 비세출자금기관의 설치 문제에 대한 선례가 되지
않으며, 동 시설은 동 단지 내 거주자로서 SOFA 규정에 의한 PX 이용권자에 한해 출입 및 사용
- 판매 품목은 식료품과 한국 정부 동의를 받은 일상용품으로 제한하고 전기제품, 보석류, 주류 등 제외
- 한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재고량 등 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며 한국 측이 시정
요구 시 이에 협조해야 하고, 설치 기간은 주택임대계약기간(1983.12.28.까지)과 일치 등

2. 외무부는 1974.6.29. 주한미군 당국이 동 PX 분점 설치 관련 한국 측이 제시한 6개 양해사항에 대해
수정 제의를 해 왔음을 재무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군인에 대해서는 동 단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허용, 주택 구조상 특수형을 필요로 하는 에어컨 판매
허용, 임대계약이 연장되면 동 시설 설치 기간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양해 등

3. 외무부는 1974.7.15. 재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상기 주한미군 측의 수정 제의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공한으로 통보하였음을 재무부에 통보함.
 동 시설은 SOFA 규정상 사용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이용 가능, 취급 물품은 식료품 등 일상생활 필수품에
한정되고 보석류 등 판매 불가, 판매 및 재고량 관련 정보 제공은 SOFA 규정 및 합동위 결정사항 등에 따라
시행 등

4. 본 문서철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의 관리문제 등 관련 1973.12.31. 건설부의
외무부 및 국방부 앞 협조요청 문서, 외무부의 1974.1.14. 국방부 앞 협의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주한 미군의 공항이용료 부과문제, 19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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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에 대한 공항이용료 부과 문제와 관련한 1971∼74년 한·미 양국 간 협의 내용임.
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국 측 부대표인 Romanick 대령은 NWA 항공사 서울사무소에
대한 다음 내용의 공한을 통해 군속 및 주한미군 가족에 대한 공항이용료 면제를 요청함.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매 13개월 1회의 본국 휴가를 시행 중으로 한국 관계당국은 군속 및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공항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상기 휴가는 공적 명령서에 따른 공무 수행의 일환으로 공항이용료 부과 조치는 SOFA 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의

2. 한·미 간의 협의 내용
 SOFA 합동위원회는 1972.5.25. 교통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 측은 공항이용료의 경우 세금이 아닌 공항
시설 이용 및 유지를 위한 수수료로서 국제 여객의 공항이용료 규정에 따라 군속 및 주한미군의 가족은 공무
수행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동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함.
 미국 측 대표 Smith 중장은 1972.12.7. 한국 측 대표인 외무부 북미국장에 대한 공한을 통해 군속 및 주한미군의
가족들에 대한 이용료 면제가 SOFA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조치임을 설명하고 동 면제 조치를 요청함.
 한국 측 대표는 1973.4.12. 회신을 통해 동 면제 조치 시행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
고 동 개정 문제를 검토할 것임을 회신함.

3. 정부의 검토 및 조치 사항
 현행 항공시설관리규칙에 따른 공항이용료 면제 대상은 외교관여권 소지자, 2세 미만의 아동 외에 한국의
특수성에 따른 공무여행 중인 주한 유엔군 소속 군인을 포함함.
 SOFA 협정이 주한미군 외에 군속 및 주한미군 가족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 측 입장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상기 관리규칙을 1974.1.21.자로 개정하여 동 면제 대상에 공무여행 시에 한하여 군속 및 주한미군 가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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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업무 수행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NWA 측이 본 서한을 한국 관계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필요한 협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함.

중립국 감시위원단 동향, 19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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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 한국휴전감시위원단 중 1972∼74년 스웨덴 대표단 관련 동향임.
1. 수석대표 교체
 Brazelius 육군 준장이 1972.3.1.자로 소장 승진과 동시에 중립국 한국휴전감시단 스웨덴 수석대표로 임명됨.
 동 수석대표는 1월 중 주스웨덴대사 예방 후 3.15. 한국 부임 예정임.

1628

2. Ahslund 대령의 평양 방문(1974.5.1.∼10.) 결과 평가
 다수의 고층 건물을 건설 중이며 지하철 노선 연장을 추진 중임.
 관광호텔 내에 컬러 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웨덴 Volvo 등 외국산 승용차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음.
 남북대화 재개에 따른 제반 교류 가능성 및 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의식하고 우선적으로 평양 시내
일원의 건설에 치중하는 것으로 관찰됨.

3. 스웨덴 해외 휴전감시단에 대한 예산 및 지원 현황(1974.6월)
 총 예산 중 유엔 측이 75%, 스웨덴 측이 25%를 각각 부담함.
 유엔 측은 침식, 작전 및 행정 차량을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사이프러스 주둔 감시단에 대해서는 스웨덴 측이
APC 차량을 지원함.
 스웨덴 측은 급여, 왕복 여비, 차량을 제외한 화기 및 장비, 복지 분야를 지원함.
 주둔국 측은 숙소를 제공함.

4. 스웨덴 국방장관의 한국휴전감시위원단 파견 소요 예산 제안 의회 보고(1974.10.25.)
 감시위원단 인원은 1955년 90명에서 현재 9명으로 축소되었으며 동 위원단의 활동 종료 시한은 미정임.
 1974/75 회계연도 예산을 1,120,000크로네로 계상함.   
     

중립국 감시위원단,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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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현재 한국휴전 중립국감시위원단 현황임.
1. Bornhauser 주샌프란시스코 스위스 총영사가 동국 감시위원단 대표로 9.4. 한국에 부임함.
2. Gote Blom 스웨덴 해군훈련소 소장이 동국 감시위원단 대표로 10.19. 한국에 부임함.

첨부
4. 스웨덴,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 감시위원단의 1980.5월 현재 명단 첨부
 스웨덴 7명
 스위스 7명
 체코슬로바키아 7명
 폴란드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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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웨덴,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 감시위원단의 1953.8.1.∼1980.7월 현재 역대 대표 명단

대한항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송환교섭.
전10권. V.7 대통령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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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L(YS-11)기 납북사건 관련, 송환을 위한 교섭 경과와 북한의 반응 등(V.1∼7 내용)에 대하여 외무부
가 1969.12.11.~1970.12.30. 19회에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적십자연맹(LRCS)을 통한 송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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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네바대사를 통한 교섭
-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ICRC 및 LRCS 협조 요청
- 각국 적십자사에 대해 ICRC 및 LRCS의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촉구해 줄 것을 교섭(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두 국제기구 수뇌에게 요청하고 전 재외공관 지원)
 군사정전위원회(MAC)를 통한 노력

- 악화된 미·북한 관계, MAC에서 동 건 논의의 유용성 문제 등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미국의 협조 확보
- 비서장회의에서의 논의 결과
         ·유엔사 측이 조속 송환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 측은 MAC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
 여타 국제기구 활용

-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제5차 각료회의(1970.6.17.∼19.), 미송환 탑승 인사가 지체 없이 송환
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 채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17차 특별총회(1970.6.16.∼30.), 송환 촉구 요지의 결의안 채택
- 외무부장관, 1970.11.19.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에서 11명의 미송환 인사에 대해 언급하고 북한의
비인도성을 규탄
 국제 여론 조성 노력

- 전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 주요 일간지에 북한 규탄 기사 게재 유도
- 피랍 인사 가족 등으로 구성된 KAL기 사건 해결 촉진 민간사절단의 주요 국가 적십자사 등 방문
- 납북 항공기가 자진 월북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허위 선전 책동 대응

2. 외무부는 1969.12월~1970.7월 전 재외공관에 대해 1969.12.11. 납북된 KAL기(승객 47명 및 승무원
4명) 송환을 위해 다음 내용을 활용하여 주재국 정부, 언론 및 적십자사를 통한 교섭을 지시하고
각 공관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함.
 1969.12.19. 및 1970.1.3. 발표한 최규하 외무부장관 명의 성명서
 1969.12.12. 채택된 유엔 결의안(Forcible diversion of civil aircraft in flight)

북한의 비무장지대 요새화 문제,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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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무장지대 요새화 문제와 관련한 주요 동향임.
1. 외무부장관의 성명(3.15.) 요지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10,921회에 걸쳐 협정을 위반하고 최근 휴전선 내에 총 225개의 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중화기로 무장된 8,800명의 정규군을 투입함.
 정부는 2.1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무력 포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간첩 남파 중지 및 납북 항공기 승객

을 재차 강조하는 바임.
 북한이 이를 철거하지 않고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악화시키는 경우 초래될 평화의 위협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

2.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3.19.) 요지
 비무장지대에서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북한이 아닌 한국으로, 특히 비상사태 선포 이후 총력안보를 명목으로
비무장지대 진지화를 추진 중임.
 한국이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함께 한반도 및 아시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다면 이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임.

3. 외무부의 대응 외교조치 계획(3.22.) 요지
 대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활동

- 동 위원회 특별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에 북한의 도발 행위의 실상을 반영하여 유엔 및 국제사회의
북한 도발의 실상 및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동 위원회 대표 및 사무국과의 관련 회의 개최와 함께 개별 접촉을 시행함.
 대유엔 활동

- 유엔 사무총장, 각 회원국 대사 및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의 비무장지대 군사화 실태 및 최근
평화공세의 허구성을 설명함.
- 관련 설명 자료를 전달함.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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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의 4개 제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 중임.
 정부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비무장지대 내의 모든 군사 진지, 무장병력 및 중화기를 즉시 철거할 것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불법 지하터널 구축,
19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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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DMZ(비무장지대)내 불법 지하터널 구축에 대한 정부의 주요 외교적 조치임.
1. UNC(주한 유엔군사령부) 정찰대의 1974.11.15. 동 터널 발견과 관련하여 정부 대변인(문공부장관)은
11.16. 다음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동 지하터널 구축은 명백한 침략행위로 북한이 여사한 도발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함.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무력 적화통일 및 대한민국의 전복을 계획하고 있음을 실증함.
1632

 북한의 여사한 침략행위는 휴전협정 및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위반으로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제의한 불가침협정을 수락할 것을 촉구함.

2. 정부는 상기 성명 및 UNC의 관련 담화문을 토대로 1974.11.18. 다음과 같은 외교적 조치를 취함.
 주한 외교단에 대한 설명,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회원국에 대한 비망록 전달
 전 재외공관에 대한 대주재국 설명 지시
 유엔 안보리 제소 검토

3. 주유엔대사는 1974.11.22. 유엔 사무총장 면담 시 동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다음 내용의 추가 각서를
전달하고 동 각서를 유엔 총회 문서로 전 회원국에 배포할 것을 요청함.
 정부 대변인 성명을 인용하여 북한의 동 지하터널 구축은 지금까지의 휴전협정 위반 중 가장 중대한 위반임을
지적함.
 UNC에 의해 확인된 동 터널은 군사 분계선 이남 1km 지점까지 구축되어 대규모의 무장간첩 남파가 가능한
규모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무력행사 의도를 실증하는 명백한 증거임.
 한국 국회는 11.19. 북한의 여사한 휴전협정 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이 휴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함.

4. 주미대사는 1974.12.5. 미 상원의원 30명, 하원의원 60명에 대하여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서한
및 홍보자료를 송부함.

유엔총회, 제20차. New York, 1965.9.21-12.21.
전4권. V.4 총회대책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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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총회를 앞두고 외무부는 유엔 동향, 국제 정세, 북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한국 문제 처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다음, 표결 전망을 기초로 거점공관을 정하고 국별 지지교섭에 나섰으며, 최종
단계로 총회 개최에 즈음하여 외무부장관이 현지에서 활동함.
 거점공관은 지역 단위, 식민지 시대의 종주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가군을 분류하고 유엔,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터키, 아르헨티나, 스웨덴 등 주재 공관 9개를 지정함.
 외무부의 종합대책 수립에 즈음하여 중앙정보부는 북한 당국의 성명, 김일성의 연설과 발언 등을 분석하여
적화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목표가 불변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함.

초청 찬성 국가가 전체의 과반에 미달하는 등 지지 국가가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제 정세를 고려한
정책의 유연성을 주문함.
3. 기타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와 움직임이 있었음.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유엔 대책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함(법제화).
 유엔 대책 공조를 위한 방안으로 한·미 실무위원회 설치를 검토함.
 대통령비서실은 한국 외교관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없다면서 유엔 대표단을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4. 외무부는 중앙정보부와 다음과 같이 정보를 공유함.
 제20차 유엔 총회 전망
 한국 문제를 둘러싼 유엔 회원국 동향 및 대책
 중국(구 중공) 대표권 문제 토의 전망
 북한 동향,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책략, 최근 북한 사정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한국 문제 처리 결과에 대해 국내 언론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단독

1633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 기본대책 1 : 1973.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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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9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제기에 대비한 제1차 예비교섭 훈령을 수립하고 이를
1974.3.9. 전 재외공관에 하달함.
1. 한국 문제 제기 전망
 유엔 사무총장이 1974.2.15. 배포한 가의제 목록에 한국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의사규칙상 모든 안건의 추가 제기 및 포함이 가능하며 28차 총회 시와 같이 북한과 동 지지 세력에
1634

의한 알제리 제안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2. 기본 방침
 한국 문제 불상정이 바람직하나 제기될 경우 가급적 표 대결 없이 처리되도록 노력함.
 표 대결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위 확보를 위한 사전 교섭활동을 시행함.
 다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하달함.

- 휴전협정의 이행 보장을 전제로 UNC(주한 유엔군사령부) 존속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쟁 억지를 위한 주한미군 존속은 필요함.
- 제28차 총회의 합의 성명에 입각하여 정부는 남북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임.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평화 공존의 여건 조성 및 유엔의 보편성 원칙을 실현하는 것임.
-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 간 불가침협정 체결은 필수적인 조건임.

3. 세부 훈령
 Aide-Memoire(비망록)를 전달하고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후 반응을 타진함.
 UNC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 및 제기될 경우 견해를 타진함.
 대상국의 총회 부의장 또는 주요 위원회 입후보 예정 여부를 파악함.
 제28차 총회 시 한국 문제 관련 절충안을 준비한 국가 및 최근 북한과 수교 또는 수교 가능성이 있는 우방국
들의 한국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파악함.
 제29차 유엔 총회 관련 북한의 제반 동향을 파악함.
 1974.3.15. 이전에 본 세부 훈령에 따른 교섭 결과 및 건의 사항을 보고함.

4. 향후 교섭 방향
 본 훈령에 따른 교섭활동 보고, 미국 등 주요 우방과의 전략협의 결과 및 국제정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동 분석을 토대로 제2차 예비교섭 훈령을 수립하여 하달함.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2 기본대책 2 : 19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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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9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제기에 대비한 제2차 예비교섭 훈령을 1974.4.3.
전 재외공관에 하달하고 북한의 사절단 파견 등 관련 동향에 대한 대응 조치를 시행함.
1. 제2차 예비교섭 훈령 하달
 제1차 예비교섭 결과 중립국을 포함한 대다수 접촉 대상국들은 제28차 유엔 총회 합의 성명 취지에 따라
한국 문제 불상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최근 북한의 동향을 감안할 때 북한

직함을 설명함.
 한국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연기하도록 함이 타당함을 설득함.
 북한의 3.25.자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무력 적화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한
것임을 인식시킴.

2. 북한의 사절단 파견에 대한 대응 조치
 북한은 1974.3월 이후 5개 지역 47개국에 15개의 사절단을 파견 중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UNC(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결의 채택 지지를 요청하는 김일성의 메시지를 방문 대상국 국가원수
들에게 전달함.
 정부는 5.18. 상기 북한 입장의 허구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하달하여 대응토록 함.

3. 특별교섭 사절단 파견
 정부는 북한의 각 지역에 대한 선전활동에 대응하는 한편, 유엔 총회 대비 교섭 강화를 위해 1974.5월 이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13개 특별교섭 사절단을 50여 개 국가에 파견함.
 동 사절단에 대해 6.24. 다음 요지의 비망록을 파견국 정부에 전달하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훈령함.

- UNC의 존속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며 직접 당사자 관여하에 권능이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의되어야 한다는 능동적
입장을 강조함.
- 유엔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제28차 총회에서는 남북한 동시 가입에 역점을 두었으나 북한이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의 입장에 구애됨이 없이 한민족 다수를 대표하는 한국의 가입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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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조 국가들에 의한 상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유엔 총회에서의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대결을 지양함이 바람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3 기본대책 3 : 19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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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제기에 대비한 정부의 1974.7∼8월 중 주요 외교적 조치사항임.
1. 소련 등 32개국의 한국 문제 상정 공동제안에 대하여 1974.8.20. 외무부장관 성명 발표, 전 재외공관에
대한 지지 교섭 지시
 일부 북한 동조국들이 8.16. 제29차 유엔 총회 보충 안건으로 한국에 주둔 중인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상정을
1636

요구한 것은 제28차 총회에서 채택된 합의 성명에 배치됨.
 동 합의 성명 취지에 따라 정부는 북한 측에 대해 제반 남북협상의 재개 및 불가침협정 체결에 호응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북한 측은 동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정부는 7.4. 공동성명에 입각한 대화와 교류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당한 입장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신함.

2. 공산권 및 북한 동조국 제안에 대한 대응 결의안 제출 추진
 정부는 1974.8.21. 제28차 총회 시 한국 입장 지지 결의안 공동제안국보다 증가된 미국 등 34개국을 공동제안국
참여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관련 공관에 통보함.
 대응 결의안 제출 여부, 문안 등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함.

3. 북한의 사절단 파견에 대한 대응 조치
 북한은 1974.8.16. 상기 공동제안 제출을 전후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지역 비동맹 국가 및 북구지역
등 30여 개국에 외교부 간부급 사절단을 파견하고 북한 입장 지지 및 공동제안국 추가 참여 교섭을 시행함.
 정부는 8.25. 관련 대상국 및 우방국 주재 공관에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및 북한의 활동에 대한 대응 교섭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4. 유엔 총회 기간 중 외무부장관 면담 대상 인사 선정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및 협조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총회 기간 중 외무부장관의 뉴욕 현지에서의 회원국
외상 또는 수석대표 면담을 추진함.
 주유엔대표부 및 대상국 주재 공관에 대해 8.26. 관련 교섭 시행 및 면담 추진을 지시함.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4 기본대책 4 : 19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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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제기에 대비한 정부의 1974.9∼11월 중 주요 외교적 조치사항임.
1. 한국 입장 지지 결의안 제출
 1974.9.3.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및 태국 6개국이 제출함.
 동 결의안은 남북대화의 계속적인 추진 등 제28차 총회 합의 성명 이행 및 UNC(주한 유엔군사령부) 존속,
휴전협정 이행, 긴장완화 추구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 촉구를 요지로 함.
 공동제안국 추가 확보를 위해 9.7. 주요 대상국에 대해 외무부장관 명의 친서를 발송하여 총 26개국이 공동

2. 한국 문제 상정에 따른 대책 수립
 1974.9.9. 제28차 총회 당시 27개국 수준의 공동제안국 확보를 목표로 44개국에 대한 교섭을 결정함.
 표결에 대비한 지지 확보를 위해 40여 개국에 대한 사절단 파견, 뉴욕 현지에서의 외무부장관 면담 추진,
비동맹 및 OAU(아프리카단결기구) 등 지역기구를 활용한 교섭, 주요 인사 방한 초청 등의 세부 대책을 수립함.

3. 운영위원회의 한국 제안 단일 의제안 채택
 1974.9.19. 공산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측 제안을‘The question of Korea’
라는 단일 안건으로 통합하여
총회에서 토의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찬성 9, 반대 7, 기권 8의 표결로 채택함.
 사무국은 10.8. 동 양측 결의안을 공식 문서로 배포함(37개국이 공산 측 안 공동제안).

4. 양측 결의안 제출에 따른 추가 대책 수립
 1974.10.30. 표결 전망 분석 결과 한국 측 결의안 채택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알제리 외상의 총회 의장 피선 등 76개국의 비동맹 그룹의 활동 강화에 따른 총회 분위기를 감안한 대비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 외무부장관의 2차 뉴욕 출장을 통한 고위 인사 면담 확대
- 뉴욕 아랍외상회의 참석 외상들에 대한 교섭 시행
- 아프리카, 중동지역 중점 교섭 대상국에 대한 사절단 파견
- 공동제안국 확대 교섭 시행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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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국으로 참여함.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5 우방국 전략협의 및 본회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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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제기에 대비한 핵심 우방국 전략회의 협의 사항임.
1. 미국과의 사전 협의
 외무부는 1974.5.28.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동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주유엔대사는 Bennett 미국대사를 면담하고 공산 측의 북한 입장 지지 안건 상정에 대비하여 우선 한·미 간에
한국 문제 토의 연기 방안, 서방측 결의안 준비, 공동제안국 규합 대책, 득표 전망 점검 및 북한의 관련 동향에
1638

대한 정보 교환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함.

2. 핵심 우방국 대사급 전략회의 및 실무급 회의 개최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및 한국 대사 참석하에 1974.8.15.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측의 안건 제기에 대비한
대책 및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대를 위해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및 프랑스의 전략회의
참가 초청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한편 실무급 전략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하기로 결정함.
 프랑스는 한반도 문제 상정과 관련한 한국 입장에 공감하나 독자적인 외교정책 추구의 원칙을 이유로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함.
 9.3. 회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제28차 총회 합의 성명 이행 촉구 요지의 결의안을 제출함.
 11.15. 및 12.3. 전략회의 참가국 및 공동제안국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의 득표 전망, 북한 및 공산권의
관련 동향, 지지발언 국가 확보 문제,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함.

3. 외무부차관의 Schneider 주한 미국대사 면담(1974.10.7.)
 주한 미국대사는 10.2. Kissinger 국무장관의 중국(구 중공) 측 인사 면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중국은 표결을 의도하고 있으며 제28차 총회와 같이 한반도 문제 관련 합의 성명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고 서방측 결의안에 대한 지지 확보 노력이 긴요함에 따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다할 것임을 강조함.
 외무부차관은 지지 확보를 위한 미국 측의 협력 및 공동제안국 참여국 확대를 위해 벨기에 등에 대한 교섭
관련 지원을 요청함.

4. 외무부차관의 주한 일본대사 면담(1974.11.8.)
 외무부차관은 주한 일본대사에게 서방측 결의안 지지 확보 및 공산권 결의안 저지를 위한 득표 교섭을 시행
하도록 일본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함.
 주한 일본대사는 전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을 시행 중이며 재차 건의하겠다고 언급함.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6 대표단 파견 및 한국문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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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유엔 총회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한 정부 대표단 참석 결과 보고임.
1. 대표단 파견 및 참석 기간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13명의 정부 대표단 및 4명의 자문위원을 파견함.
 대표단은 한반도 문제 토의가 개시된 1974.11.22.부터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한 서방측 공동결의안이 채택된
12.17.까지 회의에 참석함.

 한·미 간 협의를 기초로 30여 차에 걸쳐 결의안 기초 회의, 핵심우방국 회의 및 공동제안국 회의 등을 개최
하여 득표 교섭 분담, 결의안 공동제안국 확보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함.
 특히 한국 측의 득표 전망을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전망과 수시로 비교, 평가하여 관련 위원회 및 본회의 전략을
수립함.

3. 지지 확보 교섭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서방측 결의안의 채택 및 공산 측 결의안 통과 저지를 기본 목표로 교섭을 시행함.
 전 세계 5개 지역별 교섭 전담반을 구성하여 국가별 개별 교섭을 시행하는 한편, 확고한 비동맹 국가들에
대해서는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토록 교섭을 추진함.

4. 한반도 문제 상정 및 결의안 표결
 알제리 등 32개 비동맹 및 공산권 국가들은 총회 개최 이전인 1974.8.16. UNC(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관철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9.16. 결의안을 제출한바, 미국 등 서방측 6개국은 9.3.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요지로 하는 안건 및 결의안을 대응 상정함.
 제1위원회의 12.9. 표결에서 서방측 결의안이 찬성 61, 반대 42, 기권 32로 채택되었으며 공산 측 결의안은 찬성
48, 반대 57, 기권 30으로 부결됨.
 총회 본회의는 12.17. 찬성 61, 반대 43, 기권 31의 표결로 서방측 결의안을 채택함.

5. 한국 입장 지지 결의안 채택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
 정부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반영함.
 표결 시 나타난 아프리카 취약국가들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이 긴요함.
 국제 정세 변화의 추이를 고려하여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UNC의 대안 모색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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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방국과의 사전 전략협의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8 북한·공산측 및 비동맹국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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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유엔 총회 한반도 문제 상정과 관련한 북한, 공산권 및 비동맹 국가들의 동향임.
1. 비동맹 및 공산권 국가들의 의제 상정 요청 및 결의안 제출
 알제리를 비롯한 32개 공동제안국은 1974.8.16.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서한을 통해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유엔군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충 안건의 상정을 요청함.
 알제리 등 공동제안국은 9.16. 보충 안건에 대한 결의안을 공식으로 제출함.
1640

2. 정부 대응
 보충 안건 상정 요청에 대해 외무부장관은 1974.8.20.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등의 요구는 1973년 제28차 총회 시
채택된 한반도 문제 관련 합의 성명을 도외시하는 조치이며 논쟁과 대결 회피를 희망하는 모든 유엔 회원국
들의 여망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적함.
 보충 안건 결의안 상정에 대해 정부는 9.18. 다음 교섭 지침을 수립하고 재외공관에 하달함.

- UNC(주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침략 격퇴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회복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됨.
- UNC의 장래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대안 강구와 함께 권능이 부여된 기구인 안보리에
의해 직접 당사자 간 협의하에 토의되어야 함.

3. 북한의 외교 각서(Memorandum) 제출
 북한은 1974.10.7. 상기 결의안 제출에 따른 각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주한 유엔군 및 미군 철수를 주장함.
 동 각서를 통해 북한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부당성을 주장함.

4. 알제리 대통령의 비동맹 회원국에 대한 메시지
 알제리 대통령은 뉴욕 비동맹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비동맹회의 의장 자격으로 1974.9.24.자 회원국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유엔 총회 한반도 문제 토의 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군 철수를 촉구하도록 요청함.
 9.28. 조정위원회에서 알제리 외상은 위원국들의 반대를 예상하여 한반도 문제를 실무위원회에서만 토의할
것을 위촉함에 따라 52개국이 참석한 10.4. 비동맹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는 토의되지 않음.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2 기본대책 II : 1975.3-5월

| 85-1533 |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104 / 4 / 1~272(272p)

제30차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하여 1975.3~5월 진행된 대유엔 전략 검토 및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장관은 1975.3.11. 다음 요지의 한국 문제 토의 대비 전략 방안 및 미국과의 협의사항에 관한
비공식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함.
 가능하면 표 대결을 피하되, 표결이 불가피할 경우는 우방 측 결의안이 채택되고 공산 측 결의 안이 부결되

합의하도록 중국과의 교섭을 적극화하는 방안을 협의하며, 교섭 상황에 따른 단계별 안보리 및 총회 대책을 협의함.

2.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3월 방미 시 키신저 미 국무장관과 제30차 총회에 대한 기본 전략에 관해
협의한바, 양측은 다음과 같은 상황 평가 및 대책에 관해 양해함.
 1974년 총회 결의(333호) 이행 노력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 단계에서 미·중국 간 막후협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안보리 소집 가능성도 희박
 미측은 현 단계에서 유엔사의 일방적 해체에는 미온적
 미측의 유엔 총회 전략 구상

-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분리 조치 강구
- 6월경 안보리에 유엔사 해체 문제 토의 용의를 밝히는 서한 제출
- 서방측 결의안 조기 제출

3. 외무부는 1975.5월 고위 특사 파견, 고위 인사 방한 초청, 의료단 및 태권도 사범 파견, 기술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비동맹 특수대책을 수립함.
4. 주한 미국대사는 1975.5.28. 외무부장관에게 3월 외무장관회담에 기초한 미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함.
 다음 요지의 미 정부 공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

- 유엔사 해체 용의 표명
- 한·미 양국 정부의 휴전협정 이행을 위한 후계 사령관 지명 용의 표명
- 중국과 북한의 휴전협정 효력유지 동의 조건으로 1976.1.1. 유엔사 기능 정지 용의 표명
 유엔사의 면모 축소

5. 외무부는 1975.5.29.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국의 입장을 보고하고 다음 대책에 관해 재가를 받음.
 미국의 서한 발송에 동의하되, 구체적 내용은 양국이 협의 작성할 것을 요청
유엔사 면모 축소에 동의하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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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반도 안보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를 총회에서 안보리로 이관함.
 미국과는 표결 상황에 대비하여 공동 대책을 수립하고, 유엔사 후계에 관한 서방측 제안에 중국(구 중공)과 북한이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3 기본대책 III : 1975.6-9월

| 85-1534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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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4 / 5 / 1~267(267p)

제30차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하여 1975.6~9월 진행된 대유엔 전략 검토 및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대책 현황(1975.8.30. 외무부)
 관련 정세 판단
1642

-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30차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 및 표 대결 불가피 전망
- 안보리에서의 유엔사 해체 문제 토의는 중국 등의 반대 및 안보리 구성 불리로 난망시
- 대부분 국가들이 유엔사 조기 해체를 촉구하면서도 휴전협정 유지 필요성 인정 경향
 기본 전략에 관한 한·미 간 협의 (1975.3월, 외무부장관 방미 및 후속협의 결과)

- 1974년 총회 결의 이행을 전략의 기초로 함.
- 유엔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체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되, 휴전협정 계속 확보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제시하여 공산 측 합의를 촉구토록 함.
 동 기본전략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유엔사 주체인 미국 정부가 안보리에 동 입장 정식 통보
- 한국 정부는 동 조치에 동의하는 성명 동시 발표
- 동 기본입장을 내용으로 하는 서방 공동 결의안을 한국 측 안건과 함께 제출하여 선표결권 확보
 기본전략에 따른 시행(1975.6.27.)

- 미국 정부의 안보리 의장 앞 공한 발송, 유엔사의 1976.1.1.자 해체 용의 표명
- 한국 정부(외무부장관 명의) 성명 발표
- 서방측 안건 및 결의안 제출

2. 공산 측은 1975.8.8. 35개국 공동 명의로 총회 보충 안건 및 결의안 제출
 공산 측 결의안의 특징

- 종전의  ‘유엔 깃발 아래 주한 외군 철수’ 기본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엔사 해체를 추가
- 미국-북한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휴전협정 대치 제의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4 기본대책 IV : 1975.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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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하여 1975.10~11월 진행된 대유엔 전략 검토 및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관련 수정된 우방 결의안(1975.10.10.) 제출
 수정 결의안은 남북대화 계속, 휴전협정 유지 준수, 대안 없는 유엔사 해체 반대 등 한국 측 기본 입장 계속
유지 (단지 표현을 일부 수정 보완)
 공산 측 결의안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제의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그 당사자에서 제외한 데
주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참여 없이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서방 결의안의 수정으로 한국 측의 평화 지향적 입장이 더욱 부각되고 공산 측 결의안의 호전성과 전쟁 촉발
위험성을 노정시킴.

2. 제30차 유엔 총회 본회의 한국 문제 결의안 표결 결과(1975.11.18.), 양측 결의안이 공히 통과됨.
 서방측 결의안

- 찬성 59, 반대 51, 기권 29, 결석 4
 공산 측 결의안

- 찬성 54, 반대 43, 기권 42, 결석 4

3.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11.22. 미 국무부 장관실에서 키신저 장관과 면담함(함병춘 주미대사, Habib
차관보 배석).
 키신저 장관 언급 내용

- 공산 측 결의안 통과에 대해 놀라고 조급한(frantic) 반응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되며,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 대화는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4자회담은 미국이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중국(구 중공) 방문 시 휴전협정 계속 유지의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 유지에 관하여 중국의 협조를 요청
하겠음.
 김동조 장관 언급 내용

- 금번 총회에서 양측 결의안이 공히 채택된바, 북한으로서는 유엔사 해체 및 휴전협정의 무효화를
들고 나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미국이 강력하게 그러한 사태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키신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 표명)

164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하여, 프랑스 수정안(1975.9.26. 제출)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약정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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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5 주유엔대표부 교섭활동 및 우방국
협조 I : 1975.1-5월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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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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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한 1975.1~5월 주유엔대표부의 교섭 및 우방국과의
협조 관련 내용임.
1. 주프랑스대사는 1975.5.5. 외무부장관 앞 정책건의서에서 유엔 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유엔은 제3세계 및 공산 세력이 총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함.
 한국의 안보는 한국 자신의 국방 역량과 미국의 유효한 지원(방위조약과 미군의 주둔)에 있으며, 유엔은
1644

별 도움이 되지 못함.
 유엔사는 한국전쟁 중 통합사령부로서 유효한 역할을 하고 또한 상당 기간 미군의 한국 주둔의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미국 주둔의 법적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충분함.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유엔사 역할은 상존하나, 휴전협정의 계속 유효를 위한 대체 조치는 유엔
안보리나 총회에 기대하기 어려움.
 휴전협정 계속 유효를 위한 대체 조치 없이 한국 문제가 북한 측에 의해 상정될 경우, 유엔군의 철수(유엔사
무조건 해체 및 미군 철수 포함)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 존재
 그러나 유엔사 해체와 미군 주둔 문제를 분리하고 유엔사 해체에 대하여 우방 측이 이니셔티브를 취하여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 사회의 공감과 지지 획득이 가능시됨.

2. Sneider 주한 미국대사는 1975.5.28.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방문, 제30차 유엔 총회에 대한 미측의 전략
방안을 수교함(한우석 방교국장, Hurwitz 참사관 배석).
 유엔사 장래 문제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미국 정부 공한을 안보리에 제출함.

- 총회 결의 3333호와 관련, 유엔사 해체 용의 표명
- 한미 양국 정부가 휴전협정 이행을 위한 후계 사령관 지명 용의 표명
- 중국(구 중공), 북한의 휴전체제 유지 동의 조건하에 1976.1.1.자로 유엔사 해체 용의 표명
- 한미 양국의 공산 측과의 협상 개시 용의 표명
 유엔사의 면모(public profile)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함.

3. 외무부장관은 1975.5.30. 주한 미국대사에게 다음 요지의 회답을 수교함.
 미측의 안보리 앞 공한 발송 및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 문안에 대한 한미 사전 협의를 희망함.
 유엔사의 public profile 축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미측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 바람.
 선표결권을 위한 우방 측 안건 및 결의안을 6월 말경 제출 목표로 우방 협의 조기 개최를 희망함.
 서방측 안 지지 세력 규합을 위한 한미 양국의 최선 노력 경주 및 양측 안 동시 채택 시의 공동 대처방안
강구를 위한 한미 협의도 적시에 갖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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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6 주유엔대표부 교섭활동 및 우방국
협조 II : 1975.6-8월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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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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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하여 1975.8.2.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에서 개최된
서방 공동 제안국 실무급 회의 내용임.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한 분석

- 영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대표들은 공산 측 결의안 본문 제2항의 real parties의 의미와 관련, 미국과
북한만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이의 부당성을 제기
- 일본 대표는 공산 측 안이 현 휴전협정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으며 비현실적임을 지적
-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파라과이 대표들은 일부 국가들이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며, 공산 측에서도 주한미군이 유엔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을 지적
- 이에 대해 미국 대표는 유엔사 산하에는 50명 이하의 영국, 필리핀, 태국군이 존재하며,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둔하고 있음을 설명
 공동 제안국 및 지지국 확대 교섭

-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대표들은 자국의 재외공관에서 서방 결의안 지지 교섭이 시행되고 있음을 설명
- 특히, 일본 대표는 교섭 대상을 (1) 작년도 서방안 공동제안국, (2) 서방안 지지국, (3) 기권국, (4) 공산 측
안 지지국 등 4개 category로 나누어 교섭 중임을 언급
 절차 문제에 대한 협의

- 운영 위원회 및 제1위원회에서의 절차 문제에 관한 전략 협의를 위해 8.26. 주유엔 미국대표부에서 별도
모임을 갖기로 함.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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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 결의안에 대한 협의

| 85-1538 |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7 주유엔대표부 교섭활동 및 우방국
협조 III : 1975.9월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105 / 1 / 1~346(346p)

제30차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하여 1975.9월 진행된 주유엔대표부의 교섭 및
우방국과의 협조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75.9.2. 제30차 유엔총회 운영위원회(General Committee) 입후보국 주재공관에 대하여
서방측 안건 채택 지지를 비롯하여 절차 문제에 있어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교섭할 것을 지시함.
1646

2. 외무부는 1975.9.2. 주유엔대사에게 총회 운영위 대책과 관련, 다음 조치 시행을 훈령함.
 일본 등 아세아 그룹 국가와 협의, 필리핀의 제3위원장 입후보 지원
 중남미 공동제안국에 중남미 우방국 중 1개국이 위원장에 입후보할 것을 종용
 아프리카 우방 중 부의장 입후보 종용

3. 외무부는 1975.9.6. 총회 운영위 구성 현황상 공산 측이 운영위에서 서방측 안건 채택 반대를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감안, 다음 조치 시행을 주유엔대사에게 훈령함.
 서방측 지지 확실국(라이베리아, 중앙아, 가봉, 코트디브아르) 중 1개국이 필히 부의장 입후보하도록 강력 종용
 튀니지가 부의장 입후보를 강력히 추진, 탄자니아 대신에 선출되도록 조치
 아세아 지역에서 필리핀이 제3위원장을 끝까지 추진토록 종용
 절차 문제는 주유엔대사 재량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을 감안, 운영위에서의 우방 측 안건 채택 지지표 최대한
확보를 위해 뉴욕(유엔) 현지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페루, 케냐, 바레인, 방글라데시, 네팔, 레바논과 교섭

4.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9.6. 뉴욕 Waldorf Astoria 호텔에서 키신저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바 키신저
장관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유엔이 한미 양국 간 합의에 따른 주한미군을 시비할 일이 없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 안을
강력 반대해야 함을 언명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하여 한국 가입 없는 남북 월남 가입 반대 정책 유지를 언명

5. 프랑스는 1975.9.11. 뉴욕에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함.
 유엔 깃발 아래 외군과 주한미군을 구분, 유엔사 해체로서‘유엔 깃발 아래 외군’문제도 동시에 해소됨을 명기

- 근본적으로 서방측 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산 측 결의안 반대 내지 기권 구실 제공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이라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킨다는 장기적 목표 제시

6. 공동제안국 대사급 전체회의가 1975.9.26. 일본대표부에서 개최되어 한국 문제 토의 시기, 선 표결권
문제에 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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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8 주유엔대표부 교섭활동 및 우방국
협조 IV : 1975.10-12월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105 / 2 / 1~274(274p)

제30차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하여 1975.10~12월 진행된 주유엔대표부의 교섭 및
우방국과의 협조 관련 내용임.
1. 우방국 전략회의가 1975.10.2. 주유엔 미국대표부에서 개최됨.
 한국 문제 토의 순위

 우방 간의 긴밀한 협조

- 한국 문제가 제1위원회에서 토의될 시 우방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발언자 결정, 절차 문제에 대한
혼동 방지)를 위해 coordinator를 지정키로 함.

2. 미국 국무부는 1975.9.26. 개최된 키신저 국무장관과 교관화 중국(구 중공) 외교부장 간 만찬 시 언급
내용을 주미대사관에 알림.
 중국은 미·중 간 쌍무관계에서는 융통성을 보였으나, 유엔 한국 문제 토의에 관해서는 전혀 융통성을 보이지 않음.
 미측 견해로는 표 대결로써 상대방의 기세를 꺾기 전에는 협상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임.

3. 서방 공동제안국 대사급 전략회의가 1975.10.13. 미국대표부에서 개최됨.
 서방측 결의안 제안 설명 대표 지명

- 일본이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뒤이어 프랑스가 보충 제안 설명하기로 결정
 발언 순서

- 남북한 대표로부터 먼저 연설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1위원회 발언 순서를 한국, 북한, 알제리,
일본, 프랑스로 교섭하되, 알제리가 첫 번째로 발언할 것을 고집할 경우 알제리, 일본, 한국, 북한, 프랑스
순으로 할 것을 교섭키로 함.
 floor manager 지정

- 우방 상호 간의 협조 긴밀화를 위해 floor manager를 지정키로 하고 일본대사의 제안에 따라 미국이
동 역할을 맡기로 함.

4. 1975.10.29.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서방측 및 공산 측 결의안이 함께 채택됨.
 동 사태는 총회 본회의 단계에서 두 개의 결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
 외무부는 10.30. 사전 협의 없이 태도를 변경한 11개국 주재 대사에게 주재국에 항의하고 1주일 이내에 있을
본회의 표결에 앞서 태도 호전을 위해 적극 교섭토록 훈령함.

164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제1위원회 토의 안건 순위 결정과 관련, 외기권, 한국 문제, 국제 안보 강화, 군축 등 제1위원회에 배당된
어느 안건을 먼저 토의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하되, 다만 군축 문제를 분리 토의하는 방식은
반대하며 예년과 같이 안건 순위를 결정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국 문제의 후반기 토의를 은연중
시사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함.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 9 대표단 구성 및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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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5-105 / 3 / 1~252(252p)

정부는 1975.9.16. 제30차 유엔 총회 정부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수석대표: 김동조 외무부장관(1975.9.18.~10.3. 미국 방문)
 교체 수석대표: 주유엔 대사
 대표: 주미대사, 주프랑스대사, 주캐나다대사, 주오스트리아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주인도네시아대사,

1648

주스위스대사, 주가봉대사, 주베이루트공사, 한병기 대사 등
 고문: 이용희 및 김경원 대통령 특별보좌관, 한적 부총재 등
 실무진: 외무부 정무차관보, 방교국장 등
 대표단은 9.26.부터 외무부장관 주재하에 지역반을 조직하고 활동 개시함.

- 서구 지역(한표욱 대사, 오명호 공사), 아프리카 지역(윤석헌 대사, 이현홍 참사관), 아랍 지역(한표욱
대사, 장선섭 서기관), 중남미 지역(장관, 김영주 대사, 조기성 서기관), 아세아 지역(한표욱 대사, 강대완
공사)
- 외무부장관 및 각 지역반은 65개국 외상 및 수석대표를 포함한 95개국 대표단과 접촉 교섭을 시행함.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0 회의 진행사항 I : 1975.9.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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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97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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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의 1975.9.16.~10.16. 회의 진행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운영위는 1975.9.17. 한국 문제에 관한 서방국 안건(안건번호 120) 및 공산 측 안건(안건번호 121)을
함께 채택함.
 120 안건 채택(찬성 9, 반대 8, 기권 7)
 121 안건 채택(찬성 17, 기권 7)
1649

이 중 한국 문제에 대한 2개 안건은 통합됨.
3. 제1위원회는 1975.10.3. 한국 문제를 10.21.~29. 토의키로 확정하고, 벨기에, 이탈리아, 감비아가
프랑스 수정안(L 710) 공동 제안국으로 가담했으며 모잠비크가 공산 측 결의안(L. 709) 공동 제안국으로
가담했음을 발표함.
4. Kurt Waldheim 유엔 사무총장은 1975.10.6. 제1위원회(정치위) 한국 문제 토의 시 한국 대표 참석을
초청하는 전문을 김동조 외무부장관에게 보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운영위는 1975.9.18. 총회 및 각 위원회에 안건을 배정한바, 제1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은 총 22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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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1 회의 진행사항 II : 1975.10.2012.17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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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의 1975.10.20.~12.17. 회의 진행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제1위원회는 1975.10.29. 한국 문제에 관한 서방측 결의안과 공산 측 결의안을 함께 채택함.
 서방측 결의안(안건번호 708)

- 찬성 59, 반대 51, 기권 29, 결석 2
 공산 측 결의안(안건번호 709)
1650

- 찬성 51, 반대 38, 기권 50, 결석 2
 공산 측 안 표결 후 스웨덴 대표는 제1위가 비공식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모색할 것을 제의했으나, 중국(구 중공)
대표는 이에 반대했으며, 제1위 의장도 여러 그룹과 협의를 가진 바 있으나 해결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제1위에서 더 이상 논급하지 말 것을 권고함.

2. 공산 측 안 표결 후 행한 한국 및 북한 대표 연설 요지
 박동진 주유엔대사

- 상반된 2개 결의안 통과로 한국 문제에 대한 유엔의 입장이 의심스러움.
- 공산 측 안 수락 거부
-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주권 행사를 하겠음.
- 북한에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
- 한국 문제 토의 기간 중 우방국 지원에 감사
 이종목 부외상

- 공산 측 안 통과를 환영하고 지원국에 감사
- 미국을 비난하고 공산 측 안 통과로 인하여 주한미군 주둔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
- 미국은 유엔사를 해체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주장

3.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10.31.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당분간 뉴욕에 계속 체류키로 하고,
우방 측 안 찬성 59표의 탈락 방지 및 공산 측 안 기권 50표 중 가능한 한 다수의 반대표 환원에 주력함.
4. 제30차 유엔 총회 본회의는 1975.11.18. 우방 측 안과 공산 측 안을 함께 채택함.
 서방측 결의안 채택

- 찬성 59, 반대 51, 기권 29
 공산 측 결의안 채택

- 찬성 54, 반대 43, 기권 42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2 북한 및 공산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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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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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와 관련한 북한 및 공산 측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공산 측은 1975.8.8. 한국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함.
 동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은 35개국임.

2.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1975.8.22. 북한 외교부의 비망록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하는 동시에 press
release로 배부함.
 동 비망록(memorandum)은 공산 측 결의안과 미국 측 결의안의 2개 부분으로 구성

-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휴전협정의 real parties인 북한과 미국이 서명 당사자가 되어야 함.
- 유엔사 해체에 조건을 부가한 것은 해체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이며 해체 시한 명시는 세계 여론
오도를 위한 기도임.

3. 권민준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1975.9.25.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9.22. 유엔 총회 연설에 포함된 한국 문제에 관한 4개국 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배포함.

165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아시아(2개국): 중국, 몽골
- 아프리카(15개국): 부룬디, 콩고, 다호메이, 적도기니, 기니,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루안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토고, 탄자니아, 잠비아
- 아랍(6개국): 알제리, 남예멘, 이집트, 이라크, 수단, 시리아
- 중남미(1개국): 쿠바
- 서구(1개국): 몰타
- 동구(10개국): 불가리아, 백러시아,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3 결과보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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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의 결과와 관련한 보고서 내용임.
1. 외무부가 1975.12월 작성한 회의 결과 및 분석 보고서 요지
 제29차 총회 이후 유엔 내 세력 분포의 불리한 변화

1652

- 인도차이나 사태로 인한 북한 지지 세력 및 중국(구 중공)의 영향력 강화
- 아프리카 신생 좌경 4개국(모잠비크, 상투메, 카보베르데, 코모로)의 유엔 가입
- 북한의 비동맹 가입
 서방측의 기본 전략

- 제29차 총회 서방 결의안의 이행(남북대화, 안보리 심의 촉구)을 위한 노력 표시
- 유엔사 해체 시한과 휴전협정 유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6.27.자 정부성명 및 미국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 중국, 북한과의 협상 용의 표명
- 9.22.자 한·미 외상의 당사자 회담 제의 및 확대 회의 용의 표명
 전술적 우위 확보 노력

- 선표결권 확보를 위한 우방 측 안건 및 결의안 조기 제출(6.27.)
- 서방측 결의안 공동 제안국은 당초 21개국이었으나 프랑스 수정안(9.26.) 제안 7개국을 흡수하여 총 28개국
(프랑스 수정안은 10.10. 서방측 결의안과 통합)
- 공산 측 결의안 제출(8.8.) 시 공동 제안국은 당초 35개국이었으나 8개국 추가, 총 43개국
 표결 결과

- 서방측 안
         · 제1위(10.29.): 찬성 59, 반대 51, 기권 29, 본회의(11.18.): 찬성 59, 반대 51, 기권 29
- 공산 측 안
         · 제1위: 찬성 51, 반대 38, 기권 50, 본회의: 찬성 54, 반대 43, 기권 42
 지역별 표세 평가

- 서방측은 중남미에서 2개국 호전, 4개국 후퇴, 아프리카에서 5개국 호전, 6개국 악화, 중동에서 2개국
악화, 1개국 호전
- 북한은 전적으로 비동맹 표에 의존
 전망

-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한국 문제 결의안은 종전에도 실행되지 않았는바, 금번 총회에서 2개의 상반되는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이들의 실행은 더욱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북한에 자기 측 결의 채택에 따른
책동의 구실 제공

2. 본 문건에는 결의안 해설(서방측 및 공산 측), 주요 발언 개요 및 발췌가 수록되어 있음.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4 결과보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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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에 관해 1976.1.7. 주유엔대표부가 작성한 한국 대표단 종합
보고서의 요지임.
 대표단은 수석대표(외무부장관)의 총지휘하에 각 지역별로 교섭 대상국을 선정하여 현지 대표부 지역반과
협조,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교섭활동을 전개

 전략 회의

- 기본 전략은 주로 한·미 간 실무자 및 대사급 회의, 공동 제안국 Core Group(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한국 등 8개국) 실무자 회의에서 토의
 안건 제기 준비

- 외무부장관의 방미(1975.3월) 시 한미 양국 간 협의 본격화
- 그 후 서울에서 외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결의안 초안 작성 협의
- 주한 미국대사, 외무부장관에게 안보리 의장 앞 서한, 우방 측 안건 제출 서한 및 우방 측 결의안 문안
제시(1975.6.14.)
- 뉴욕에서 한·미·일·영 4개국 한국 문제 담당관 회의(6.17.) 시, Core Group에 뉴질랜드, 캐나다,
코스타리카 추가키로 결정
- Bennett 주유엔 미국대사, 안보리 의장 앞 서한 전달(6.27.)
- 캐나다대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사무국 총회 담당 사무차장에게 전달(6.27.)
 프랑스 수정안

- 1975.8월말부터 우방 측 결의안 개선 문제가 논의되자 프랑스는 이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동 수정안은 한국 측에 제시되고 그 후 각 우방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9.23. Core Group 실무자회의
에서 확정된 후 10.6. 공동제안국 대사급회의에서 우방 측 결의안에 흡수하기로 결정됨.
 총회에서의 한국 유엔 가입 권고안

- 득표 전망이 불확실하고, 통과되지 못할 때 실질적으로 한국 문제 토의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 분석한
결과, 동 권고안은 제기하지 않기로 함.

16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지역 및 업무 총괄: 박동진 대사, 정우영 공사 등
- 특별 교섭: 함병춘 대사, 김영주 대사
- 지역반 편성: 아시아(전상진 대사, 이재설 대사 등), 중남미(김동성 대사, 이복형 공사), 유럽(한표욱
대사, 오명호 공사), 중동(정순근 대사, 장선섭 서기관), 동아프리카(연하구 대사, 이현홍 참사관),
서아프리카(윤석헌 대사, 김창훈 대사 등)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5 Memora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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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75.9.5.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와 관련 북한 동조 35개국이 1975.8.8. 제출한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하여 동 내용을 반박하는 다음 요지의 비망록(Aide Memoire)을 재외공관에 배포, 관련 교섭
및 홍보 목적에 활용토록 함.
 공산 측은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하나, 이로 인해 초래될 휴전협정 소멸 후부터 북한이 요구하는 소위 평화
협정의 체결까지의 공백 기간 중 한반도의 평화안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음.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소위‘실질적 당사자’
인 미국과 북한 간에 체결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한국
1654

문제를 한국민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한국
민의 3분의 2를 포용하는 한국과의 협상과 화해 없이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극히 비현실적인 제안임.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오직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자신이 결정할 주권적 사항이며, 한국의
상호 불가침 약속 제의는 거부하면서 한국의 방위체제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진의가
남한 강점(强占)에 있음을 증명함.
 공산 측 결의안은 화해 지향적이 아니라 군사적 균형 파괴에 근본 목적이 있음.

2. 외무부는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 1975.10.13. 상기와 유사한 내용의 비망록(Memorandum)을
유엔 총회 사무국에 제출함.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0 국가별 교섭 II : 아주지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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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아주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네팔
 주유엔대표부와 주네팔대사관에서 각각 네팔 대표부 및 네팔 외무성을 지속적으로 접촉
 네팔은 인접 강대국인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 양측 결의안에 기권

2. 라오스
것이라고 언급
 라오스는 우방 측 결의안에 반대

3. 말레이시아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75.10.3. 말레이시아 외무차관 면담 후 선표결권 문제에 관해 말레이시아의 우방 측
입장 지지가 가능시됨을 보고
 정부는 10.18. 아측 안 지지를 요청하는 대통령 친서를 말레이시아 수상에게 발송함.
 주말레이시아대사대리는 10.26. 말레이시아 정부의 우방 측 결의안에 대한 기권이 예상됨을 보고

- 제1위 표결 시 ASEAN 회원국 중 유일하게 말레이시아 기권
 말레이시아 외무성은 11.18. 총회 본회의 한국 문제 투표에서 기권키로 했음을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알림.

4. 몰디브
 북한 경제사절단이 총회 본회의 한국 문제 표결 이전에 몰디브를 방문 예정이라는 제보에 따라, 외무부는
1975.11.15. 주콜롬보 통상대표부 대사로 하여금 몰디브 출장을 통해 몰디브의 태도 변경이 없도록 훈령함.
 몰디브는 우방 측 안을 지지함.

5. 방글라데시, 미얀마(구 버마),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및 부탄 3개국은 우방 측 안에 기권
 미얀마는 공산 측 결의안에 찬성

165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주라오스대사의 우방 측 결의안 지지 요청에 대해, 한국 문제에 관한 한 라오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1 국가별 교섭 III : 아주지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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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아주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스리랑카
 외무부는 1975.10.16. 한국 문제에 관한 절차 및 본질 문제에 스리랑카가 전면 기권토록 교섭할 것을
주스리랑카대사에게 훈령
 스리랑카는 제1위 및 본회의 투표 시 기권
1656

2. 싱가포르
 한국 대표단과 긴밀히 접촉, 제1위 및 본회의 표결 시 우방 측 안 지지

3. 인도
 주인도대사는 1975.7.2. 한국의 비동맹회의 가입 관련 인도의 지지를 요청
 인도는 종래의 기권 입장을 견지

4. 인도네시아
 말리크 외상 및 알라타스 특보 등 친한 인사와 긴밀히 협조
 비동맹 일원임에도 우방 측 결의안에 찬성

5. 일본
 최초 공동 제안국으로 결의안 초안 당초부터 참여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2 국가별 교섭 IV : 아주지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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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아주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태국
 인도차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서방측의 공동 제안국 가담 교섭에 대하여 총회 초기부터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
 주변 정세 변화에 대처키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 수립으로까지 발전
 서방측의 공동 제안국에서 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 측 안에 ASEAN 제국과 더불어 기권

 한국 문제와 관련, 비교적 선명하게 중립 정책을 표방해 옴.
 정부는 현재의 동남아 정세로 보아 파키스탄으로부터 중립 이상의 성과 기대가 어렵다고 판단, 종래의 기권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노력 경주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파키스탄

1657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3 국가별 교섭 V : 아주지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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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아주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필리핀
 주유엔대표부 및 마닐라에서의 교섭을 통해 한국 문제 토의 중 적절한 시기에 공동 제안국 가담을 시사한
바 있음.
 뉴욕에서 양국 외상 면담 시에도 여사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1658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ASEAN 제국과의 행동 통일을 이유로 공동 제안국에 가담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산 측 안에 기권함.
 결과적으로 여타 회원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줌.

2. 호주
 제29차 총회 시의 선례에 비추어 공동 제안국 가담 가능성은 희박하였으나, 최초 공동제안국 회의에 호주
대표를 초청, 참석시켜 호주의 참여를 유도함.
 그러나 호주는 필연적으로 논의될 양측 타협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키 위해서는 공동 제안국에 가담하지 않음
으로써 한국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년도의 입장을 견지함.
 비록 총회 본회의 표결에서 시정은 되었으나 북한과의 복잡한 쌍무 관계는 제1위원회 표결 시 공산 측 안에
기권하는 사태까지 야기함.

3. 피지(파푸아뉴기니 포함)
 제29차 총회 시 중립 입장을 취한 바 있으나 양국 간 쌍무 관계를 감안, 서방측 결의안 지지 교섭을 시도함.
 그러나 결과는 제3세계의 흐름에 영합한다는 이유로 선표결권 지지에 그침.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4 국가별 교섭 VI : 미주지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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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미주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이아나
 신임 Wills 외상은 뉴욕에서 외무부장관과의 면담 시 1975년에는 양측 결의안에 equal treatment를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기권을 시사
 그러나 Burnham 수상은 1975.10.28. 각의에서 가이아나와 한국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동맹

설치) 약속을 받고 태도를 변경함.

2.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및 아이티
 카리브 국가들은 함께 서방측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가담함.

3. 멕시코
 한국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으로 예민한 한국 문제에 개입을 원하지 않음.
 1975년에도 한국 문제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중도 입장 견지함.
 단,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호의를 보임.

4. 바베이도스
 주유엔 Ramsey 대사는 친한 인사로서 본국 정부의 훈령과 관계없이 1974년과 같이 서방측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가담함.

5. 바하마
 미국과의 관계와 관광 유치 필요상 친서방적 정책을 유지
 그러나 분단된 남북한에 대해 일방에 가세하는 극단적 지지는 주저하는 태도 견지
 미국에 의한 적극적 교섭에 힘입어 바하마의 적극적 지지 획득에 성공함.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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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국 안 반대, 북한 안 찬성 입장을 결의함.
 실질적으로는 중국(구 중공)으로부터 북한 지지 압력을 받았고 북한으로부터는 경제협력(트럭 조립공장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5 국가별 교섭 VII : 미주지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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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미주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베네수엘라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으로서, 한국 결의안에 지지를 약속
 북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최후까지 분명한 태도를 회피하다가 결국 기권
 중남미 제1 산유국으로서 1975년 미국 석유회사와의 분규가 태도 경화의 원인으로 작용
1660

2. 볼리비아, 우루과이
 서방측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가담함.

3. 브라질
 한국 입장을 전폭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한국 문제 토의에 임박하여 태도를 변경
 서방측 결의안에 지지하고 절차 문제 및 북한 결의안에 기권함.
 이용희 대통령 정치특보와 전상진 대사를 1975.10.25. 급거 브라질에 파견, 태도 변경을 교섭하였으나 실패함.

4. 아르헨티나
 한국에 대한 관여가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 기권 입장을 견지함.
 친한 인사인 Rozas 주유엔대사의 도움으로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 지지를 확보함.

5. 에콰도르
 제1위 투표 시 양측 안에 기권함.
 미국과의 관계가 원인으로 판명됨.

6. 엘살바도르
 최경록 특사 방문 시 서방측 결의안 공동 제안국 가담을 약속하였으나 가담하지 않음.
 북한 결의안에는 반대함.

7. 온두라스
 온두라스 외무성은 서방측 결의안 공동 제안국 가담을 훈령하였으나, 주유엔대사가 반대하였으며, 차석 대표가
본국과 연락, 가담하게 됨.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6 국가별 교섭 VIII : 미주지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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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미주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메이카
 남북한 동시 수교국임에도 불구, 비동맹 노선에 따라 제29차 총회 시는 북한 측에 동조하는 태도를 견지함.
 1975년에는 자메이카의 기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함.
 Mills 주유엔대사는 한국 문제는 유엔에서 다룰 성격이 아니라고 언급함.

 양국 간의 관계를 감안, 한국 입장을 전폭 지지함.

3. 캐나다
 처음부터 우방 측 결의안 Core Group 공동 제안국으로 활동, 긴밀히 협조함.

4.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및 파라과이
 서방측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가담함.

5. 트리니다드토바고
 비동맹 노선 추구에 따라 북한 동조가 우려되었으나, 주캐나다대사의 특별 교섭으로 기권 입장 확보에 성공함.

6. 파나마
 최경록 특사 방문 시 서방측 안 공동 제안국 가담을 약속하고도 미국과의 감정 및 비동맹 관계를 감안, 서방측
안에 기권하고 북한 측 안에 찬성함.

7. 페루
 한국과는 외교 관계, 북한과는 통상 관계를 유지
 대외 정책은 비동맹의 기수
 처음부터 양측 결의안에 대해 불관여 원칙 견지

166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칠레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7 국가별 교섭 IX : 구주지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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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구주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그리스
 총회 시작 이전부터 사이프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비동맹 세력의 협조 필요성, 연초 구입 문제 및 기타의
구실을 앞세워 애매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서방측으로서는 1974년 선을 유지해 줄 것을 기대하고 특사 파견 등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공산 측 안에는 기권함.
1662

2. 네덜란드 및 독일(서독)
 우방 측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가담함.

3. 노르웨이
 1974년의 투표 태도를 호전시켜 공산 측 안에 반대를 함.

4. 덴마크
 서방측 안 지지, 공산 측 안 반대라는 적극적인 지지 태도를 보임.

5. 몰타
 주제네바대사를 통해 적어도 중립적 태도로 투표해 줄 것을 교섭하였으며, 미국 정부도 몰타 측에 한국 지지를
요청함.

6. 벨기에
 당초 결의안의 작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다소의 불만감이 있었으나, 프랑스 수정안에 대한 공동 제안국으로
가담함.

7. 스웨덴
 처음부터 표결 대결보다는 타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서방측 결의안을 지지하였으나
공산 측 안에는 기권함.

8. 스페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작용하여 서방측 안 지지, 공산 측 안 반대로 1974년보다는 호전된 태도를 보임.

9. 아이슬란드
 서방측 안 지지, 공산 측 안 반대라는 적극적 지지 태도를 보임.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8 국가별 교섭 X : 구주지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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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구주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아일랜드
 주유엔대표부와 주영대사관을 통해 교섭하였으며, 처음부터 서방측 안 지지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함.

2. 영국
 당초부터 서방측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함.

 중립국이며, 남북한과 공히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을 감안, 서방측 안 지지, 공산 측 안 기권이라는 1974년 선을
유지함.

4. 이탈리아
 미국 정부의 지원 요청이 작용하여 서방측 안을 적극 지지함.

5. 터키
 1974년 선(서방측 안 지지, 공산 측 안 반대)을 유지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의외로
제1위원회 투표에서 공산 측 안 기권으로 돌변함.
 그러나 총회 투표 시에는 제1위원회에서의 태도를 바꾸어 공산 측 안에 반대함으로써 전통적인 한국과의
우의를 재확인함.

6. 포르투갈
 유동적인 국내 정치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함(우방 측 안 지지, 공산 측 안 기권).

7. 프랑스
 프랑스 수정안을 주동하여 EC 제국의 결여되었던 참여 의식을 구체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함.

8. 핀란드
 한국의 적극적인 교섭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통적인 중립적 위치와 지정학적인 이유에서 시종 기권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분명한 태도로 일관한바, 투표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됨.

9. 구주공동체(EC)
 영국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기타 EC 제국의 태도는 당초 관망적이었으나 프랑스가 주동이 되어 프랑스 수정
안을 제안하자 이들 EC 국가들의 동참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마련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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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29 국가별 교섭 XI : 중동지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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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중동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레바논
 전통적으로 양측 안에 중립 태도를 견지해 왔으므로, 일차적으로 서방측 안 지지 교섭에 중점을 두었으나,
동국이 한국 문제에 관하여 계속 불관여 태도를 보여 온 점과 이와 같은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여건이

1664

조성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과거 중립태도 견지가 예견됨.
 1975년도 운영위 회원국으로서 운영위에서의 절차 문제에 있어서도 시종 중립 태도로 일관함.

2. 리비아
 주유엔 리비아대표부는 외국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어 공산 측 결의안에 동조한다고 언급함.

3. 모로코
 제29차 총회 시 서방측 안을 지지함.
 사하라 문제로 인하여 스페인과의 대결 및 비동맹 세력 규합 등 필요성에 따라 초기에는 서방측 안에 기권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듯하였으나 서방측의 계속된 교섭 결과 1974년도의 태도를 유지함.

4. 바레인
 전통적으로 양측 안에 중립 태도를 견지해 왔으므로, 일차적으로 서방측 안 지지 교섭에 중점을 두었으나,
동국이 한국 문제에 관하여 계속 불관여 태도를 보여 온 점과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과거 중립 태도 견지가 예견됨.
 운영위에서의 절차 문제에 있어서도 시종 중립 태도로 일관함.

5.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및 유엔에서의 빈번한 교섭을 통해 비교적 조기에 1974년도 태도 견지 입장을 확보함.
 제1위원회에서 선표결권 문제에 관한 공산 측의 도전에 적극적인 반론을 전개하였으나 표결에는 기권함.

6.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주이란대사 및 유엔을 통해 교섭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을 많이 받으나, 양측 안에 공히 기권 예상함.

7. 북예멘
 제29차 총회 시 북한을 전폭 지지하였음을 감안, 중점 교섭하였으나 난항을 거듭함.
 북한의 원조에 대한 정치적 부채 의식 등으로 중립 태도 확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함.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30 국가별 교섭 XII : 중동지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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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중동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오만
 제29차 총회 시 아랍권에서의 유일한 공동 제안국이었으나, 1975년에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음.
 공동 제안국에는 불참하였으나, 비교적 초기 단계부터 서방측 입장 전폭 지지 태도는 분명히 표명함.

2. 요르단
지지함.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 주효함.

3. 이란
 비교적 초기에 서방측 결의안 찬성, 공산 측 결의안 반대 및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관례에 따라 현지 대표단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후 한국 측의 요청으로 절차 문제에서 서방측 입장을 지지하는 대신 실질
문제에 있어서는 공산 측 안 기권의 태도를 취함.

4. 이집트
 제29차 총회 시 북한을 적극 지지함.
 서방측 입장에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부채 의식 때문에 서방측 안 지지 불가를 솔직히 표시함.

5. 카타르
 서방측 안 지지에서 기권으로 후퇴함.
 급진 아랍 세력의 압력 및 공산 측 안 통과 전망 등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6. 쿠웨이트
 미국, 일본 등 우방 공관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된 현지 공관의 집요한 교섭 활동 및 북한 결의안의 모순
점에 대한 동국 유엔대표부의 합리적 판단으로 인하여 1974년과 같은 편파적인 친북한 태도에서 벗어나
공산 측 안에 기권함.

7. 튀니지
 서방측 안 지지에서 기권으로 후퇴함.
 1975년도에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점이 작용함.

166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제29차 총회 시 서방측 안을 지지하였으며, 1975년에도 본질 문제뿐 아니라 절차 문제에서도 우방 측 안을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31 국가별 교섭 XIII : 아프리카지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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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나
 리마 비동맹 외상 회의 참석 시 제30차 총회에서 공산 측 안 공동 제안국 가담을 결정함.

2. 가봉
1666

 제29차 총회 시 서방측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서, 특히 봉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힘입어 가봉의 서방측
안 공동 제안국 가담이 실현됨.
 그러나 한국 입장을 잘 이해하는 유엔 주재 대사가 중도에 경질됨에 따라 신임 대사의 실수로 인해 제1위원회
에서 공산 측 안에 기권함.
 정부는 김창훈 대사를 가봉으로 파견, 가봉 정부가 명백한 훈령을 동 대사에게 하달케 하여 본회의에서는
우방 측 안을 지지하게 함.

3. 감비아
 제29차 총회 시 우방 측 결의안 공동 제안국이었으나, 1975년도에 북한 상주대사관 개설 및 중국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 여건이 변화함.
 주유엔대표부가 없어 감비아 수도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동국 외상의 뉴욕 체류 시 김동조 장관이 직접
면담 교섭한 결과 서방측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가담시킴.
 그러나 총회 표결 전, 대통령의 총회 표결 불참 지시 전화를 받고 표결에 결석함.
 감비아 주재 북한 대사가 국회의사당 건립 원조를 구실로 다수 국회의원을 동원,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판명됨.

4. 나이지리아
 제29차 총회 시 서방측 안에 기권하고 공산 측 안에 찬성함.
 군사 혁명으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 점을 감안, 양측 안 기권을 목표로 교섭하였으나 결국 공산 측 안 찬성,
서방측 안 반대 투표함.

5. 니제르
 수도에 특사 파견은 물론 뉴욕 현지 대표단과 긴밀히 접촉 교섭함.
 1974년도 프랑스 군대가 철수하여 대프랑스 관계가 개선되었고, 한국 측 입장의 현실성에 이해를 표시하여
한국이 요청한 대로 양측 안에 공히 기권함.

6. 베냉(구 다호메이)
 공산 측 안 공동 제안국이므로, 가능하면 북한 측 움직임에 대한 정보 입수 차원에서 접촉함.

7. 라이베리아
 동국 외상 뉴욕 체류 시 외무부장관이 직접 면담, 공동 제안국 가담을 교섭함.
 프랑스 수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공동 제안국으로 가담함.
166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제1위원회에서 공산 측 안에 기권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임.
 그러나 총회 본회의에서는 서방측 안에 지지, 공산 측 안에 반대함으로써 서방측 입장을 전폭 지지함.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32 국가별 교섭 XIV : 아프리카지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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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레소토
 제29차 총회 시 서방측 공동 제안국임.
 수상은 호의적이었으나 외상의 반대로 인해 공동 제안국 가담 확보에는 실패함.
 그러나 서방측 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획득하는 데 성공함.
1668

2. 르완다
 공산 측 안 공동 제안국이므로, 가능하면 결석을 설득코자 노력하였으나 실패함.

3. 말라위
 교섭을 위해 주케냐대사를 동국 수도에 파견함.
 특사 파견을 통한 교섭도 Banda 대통령의 결심을 얻는 데 크게 기여함.
 서방측 입장 전폭 지지로 선회함.

4. 모리셔스
 Rangoolam 수상과 김동조 장관의 뉴욕 면담으로 설득에 기여함.
 서방측 결의안 지지 및 선투표권 지지를 확보함.

5. 세네갈
 서방측은 남북한 공히 상주 대사를 접수하고 있는 세네갈이 북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함은 양국 간 현존
우호관계에 비추어 재고해야 함을 강조함.
 서방측이 초기부터 교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4년도에 이어 1975년에도 공산 측 안 공동 제안국으로
가담함.
 운영위에서는 서방측 안건 채택마저 거부하는 발언을 하고 안건 배열 순위를 뒤엎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함.

6. 시에라리온
 한·미 협조하에 수도와 현지에서 장관, 차관, 실무급에서 꾸준한 설득 교섭에 힘입어 공산 측 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고 양측 안에 공히 기권함.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33 국가별 교섭 XV : 아프리카지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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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한국 정부의 특사의 1975.4월 방문 시, 동국 외상이 약속한 바를 상기시켜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중립 태도를
취할 것을 초기 교섭 단계에 촉구하였으나, 동국 외상 평양 방문 결정으로 인해 공산 측 안 공동 제안국으로

에서 서방측 입장 지지 및 본회의 결석의 성과를 거둠.

2. 우간다
 전통적으로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함.
 Amin 대통령과 외무부장관과의 현지 면담에서 서방측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제1위원회 투표
시 불참하는 성의를 보임.
 총회에서는 수도에서의 중국 측 압력과 OAU의 설득으로 우방 안에 기권, 북한 측 안에 찬성함.
 그러나, 시에라리온과 함께 제29차 총회 시 북한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서 제30차 총회 시 북한 결의안에
가담치 않은 2개국 중 하나로서 서방측 입장 향상에 기여함.

3. 에티오피아
 전통적으로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함.
 외상의 중립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고 집권 기관에서 최후 순간에 공산 측 입장 전폭 지지로 선회함.

166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가담하게 됨.
 외무부장관은 뉴욕 방문 중인 동국 외상을 면담, 입장 재고를 강력히 요청함.
 한·미 협조하에 수도에서 대통령 및 주요 각료들에 대한 교섭을 병행한 결과, 제1위에서 표결 우선권 문제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34 국가별 교섭 XVI : 아프리카 지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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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 관련,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북한의 막대한 군사원조, 반정부 쿠데타 사건으로 인한 미국과 자이르의 관계 악화 등으로 자이르의 태도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한국 현지 대표단은 자이르의 종전의 기권 입장 유지를 위해 교섭함.
 외무부장관이 동국 외상을 뉴욕에서 면담, 자이르의 종전 태도 변화 없음을 재확인함.
1670

 자이르는 양측 안에 기권함.

2. 중앙아프리카
 양국 간 전통적 우호 관계에 따라 한국 특사 방문 시 우방 측 안 공동 제안국 가담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동국 외상과의 리마 및 뉴욕에서의 외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입장 지지를 재확인함.
 그러나 정치위에서 표결 수일 전 동국 외무장관, 차관, 정무국장 등이 수도에 부재 중인 기회를 이용, 외무장관
서리가 대통령 명의로 북한 측 안 지지, 한국 측 안 반대 훈령을 현지 대사에게 하달함.
 한국 대표단은 급거 수도에 특사를 파견, 진상을 조사 재교섭케 하여 장관 서리의 잘못임을 명백히 하고
재차 대통령 명의 훈령을 하달케 함으로써 한국 입장 전폭 지지를 확보함.

3. 카메룬
 제29차 총회 시 양측 안에 공히 기권하였으므로, 동 태도 견지를 목표로 교섭함.
 그러나 정치위에서 북한 입장 지지 발언을 하고, 서방측 안에 반대, 공산 측 안에 찬성함.
 카메룬에 특사까지 파견, 강력히 교섭하였으나, 본회의에서도 태도 개선에 실패함.

4. 케냐
 한국 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중립을 지켜 오던 케냐는 본질 안에 대하여는 기대한 바와 같이 중립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선투표권에 대하여는 일부 대표단은 우방 측 입장 지지 언질까지 준 바 있으나 Maina 대사의
일관성 주장으로 결국은 기권 입장을 취함.

5. 코트디브아르
 서방측의 공동 제안국 가담 교섭에 대하여, 동국 현지 대표부는 아프리카 지역 외 문제에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함에 따라, 정부는 수도에서의 교섭을 병행함.
 동국 주유엔대사는 본국 정부로부터 서방측 안에 찬성 투표하고, 공산 측 안에 대해서는 서방측 안 통과 시
기권할 것과 서방측 안 부결 시 반대하라는 훈령을 받았으며, 제1위에서는 공산 측 안에 기권하고 총회에서는
서방측 안 지지, 공산 측 안에 반대하여 서방측 입장을 전폭 지지함.

UN 인권소위원회 제33차. Geneva,
1980.8.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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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0.8.18.∼9.12. 제네바 개최 제33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노신영 주제네바대사를
옵서버 대표로 파견함.
1.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성격
 동 소위원회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하부 기구로 26개국의 개인 자격 위원으로 구성됨.
 인권 문제에 관한 각종 진정서,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인권 및 기본권 관련 제반 문제를 검토하여 인권위원회에
건의함.

 
‘김대중
구출 위원회’
는 8.26.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내 정치범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각 인권위원에 배포함.
 옵서버로 참석한 WCRP(세계종교평화회의) 등 일부 국제민간기구들은 한국의 인권 문제 및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를 긴급 토의 사안으로 제기함.
 MRG(소수인권그룹)는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정보 확인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소위원회의 적절한 조치
이행을 요청함.

3. 회의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와 관련한 소위원회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문으로 전달하는 제안과 관련한 토의
결과 전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짐.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주제네바대사는 8.28. 및 9.4. 다음과 같이 2차에 걸쳐 발언권을 행사함.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변호인 선정, 외국인 참관 등이 허용됨.
- 소위원회의 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관여는 부당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전문 발송은 불필요함.
 관련국 동의하에 소위원회 인권위원들이 금차 회의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된 국가를 방문한다는 제안은 찬성 11,
반대 6, 기권 3으로 채택됨.

4. 북한의 활동
 동 회의에 불참하였으나 한민통을 동원하여 한국에 대한 비난 활동을 행함.
 반한 인사들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국내 사태 비난 화보를 배포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한국 관련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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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7차. Berlin(동독),
1980.9.16-24. 전5권. V.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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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0.9.16.∼24. 동베를린에서 개최 예정인 제67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박준규
국회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회대표단 파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함.
1. 한국문제 제기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함.
 북한에 의한 한국문제 관련 추가 의제 채택 요구 및 결정문 초안 제출 가능성
 국회의원 인권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한국 관련 보고서 및 결의안 제출 가능성
1672

 한국 국내 사태 전반 또는 한국 국회의원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 제출 가능성

2.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80.6.23. 각 회원국 국회에 한국을 비난하는 서한을 발송한바, 북한 및 일본 사회당
등 일부 회원국의 한국문제 거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음의 사전 세부 계획을 수립함.
 그리스에서 9월 초 개최 예정인 IPU 서방 15개국 회의 시 사전 교섭을 통한 공동 전략 협의
 IPU 국회의원 인권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프랑스 Chandernagor 의원 사전 면담 및 관련 교섭 시행
 사전 교섭 대상 다음 9개국 사전 순방을 통한 한국 입장 설명 및 지원 확보

- 벨기에, 스웨덴, 브라질, 베네수엘라, 스리랑카, 튀니지, 그리스, 프랑스, 캐나다
 IPU 사무총장 및 제네바 사무국을 통한 설명 및 교섭 시행
 IPU 회원국 중 57개 한국 공관 상주 주재국 의회 인사들에 대한 접촉 및 교섭 시행
 국회의원 인권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제출 요청한 한국 의원 21명에 대한 관련 자료의 설득력 있는 작성

3. 기타 주요 의제에 관한 입장 수립
 중동 평화 및 팔레스타인 문제

- 이스라엘군의 1967년 및 1973년 전쟁에서 점령한 영토로부터의 철수
- 팔레스타인 주민의 정당한 요구 인정 및 존중
 걸프만 및 인도양의 안보 문제 및 평화지대 설치 문제

- 역내 국가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 자결권 존중 및 조속한 평화와 안정 회복 희망
- 동 지역의 평화 및 비핵지대화 지지   

S.I.(국제사회주의연맹) 사절단 방한계획,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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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국제사회주의연맹)는 1980년 중 동 연맹 대표단의 방한을 제의함.
1. Carlsson 동 연맹 사무총장은 1980.8.12. 주영국대사를 면담하고 다음과 같이 동 연맹 대표단의 9월
중 방한을 제의함.
 방한 목적은 한국의 정치 상황뿐 아니라 모범적인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경제 발전상을 파악하는 데 있음.
 동 연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변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표단 방한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면담을

기구) 대표단과는 성격이 상이함.
 주영국대사는 다음 입장을 전달함.

-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내법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SI 측의 동 전 대통령 및 한민통 인사에 대한 11월 동
연맹 총회 참석 초청 계획의 취소를 요청함.
- 한민통의 북한과의 연계 사실, 한반도 정세 및 정부의 국정 개혁 계획을 설명함.

2. 주영대사관 공사는 9.9. 및 9.16. 동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면담 주선이 어려움을 설명함.
 동 사무총장은 Brandt 의장과 협의한 결과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대표단 방한을 1981년 초로
연기할 것이며 한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문안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동 연맹 대표단의 방한 연기 및 한국
정부의 김대중 전 대통령 면담 요청 거절 요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임을 언급함.
 동 사무총장은 또한 동 연맹 집행위원회의 결의 사항임에 따라 9월 중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11월 연맹 총회
참석 초청장 발송이 불가피함을 설명함.
 주영국공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면담 요청 문제까지 거론하며 대표단 방한 연기 사실을 공표함은 방한 동기가
정치적 선전 목적에 있음을 노정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동 전 대통령에 대한 총회 참석 초청 문제도 재고하도록
요청함.

3. 특기사항
 Carlsson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 연맹 대표단은 김철 통일사회당 당수 초청으로 1977.12월 방한한 바
있음.
 동 사무총장은 방한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 회복을 희망함.         

167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희망함.
 대표단은 사무총장 외에 프랑스 사회당, 서독 민사당 및 일본 민사당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되며 AI(국제사면

S.I.(국제사회주의연맹) 아시아협의회 준비회의.
Wellington, 1980.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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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국제사회주의연맹) 아시아협의회 준비회의가 1980.9.19.∼21. 뉴질랜드 Wellington에서
개최됨.
1. 인권 문제 등 한국 관련 사항 제기에 대비하여 정부는 사전 대책을 수립함.
 한국 대표로 참석 예정인 김철 통사당 고문과의 사전 협의 시행
 주최국인 뉴질랜드 정부 및 노동당과의 사전 교섭을 통한 협조 확보
1674

 일본 민사당 등의 지원 확보를 위한 교섭 시행
 마드리드에서 11월 개최 예정인 동 연맹 제15차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제기에 대비  

2. 회의 결과
 뉴질랜드 노동당 측은 한국 인권 문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상황에 관한 뉴질랜드 측 보고서에 포함될 것임을
주뉴질랜드대사관에 비공식 사전 통보한바, 대사관 및 김철 대표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항이 삭제됨.
 Carlsson 사무총장은 일본 및 인도 사회당의 지원하에 성명서에 한국 정부의 인권 상황 개선 및 김대중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문안을 포함할 것을 제의한바, 김철 대표는 일본 및 말레이시아 민사당 대표 등
과의 협의하에 동 문안을 포함하지 않도록 교섭하여 한국 문제를 성명서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결정됨.
 김철 대표는 한민련의 실상 설명을 통해 동 단체의 11월 총회 중 SI 준회원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3. Rowling 뉴질랜드 노동당 당수는 동 회의 폐회와 관련하여 다음 요지의 대통령 앞 서한을 주뉴질랜드
대사에게 전달함.
 김철 대표의 금차회의 참석을 위한 한국 정부의 배려에 사의를 표명함.
 김철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를 공식 성명서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아시아·태평양지역
SI 의장 자격으로 동 회원들을 대표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대권 조치를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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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0.11.13.∼16. 마드리드 개최 제15차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함.
1. 결의안 내 한국 관련 사항 제기
 독일 사민당 등 12개 정당으로 구성된 동 연맹 결의안위원회는 1980.9.14. 한국 인권 상황을 포함하는 결의안
초안을 사전에 배포함.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일부 사회주의 정당들이 한국문제 제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파견을 통해 동 문항의 삭제를 교섭함.

2. 한민련의 동 연맹 준회원 자격 가입 시도
 SI는 금차 총회에 김대중 전 대통령 및 한민련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한민련은 일본 사회당 등의 지원하에
준회원 자격 가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 내 한민통 인사에 대한 재입국 불허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은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일본 및 관련국 재외공관을 통해 동 가입 저지를 위한 사전 교섭을 시행함.
 스페인 외무성은 주최 측인 스페인 사회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재일 한민통 의장 배동호에 대한 기존의
입국 불허 입장을 변경하여 1980.11.3. 입국사증 발급 허가를 결정함.

3. 구 통사당 인사를 통한 사전 교섭
 김철 구 통사당 고문이 1980.10.26. 이후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독일을 방문하여 SI 관련 정당 인사 및 Carlsson
동 연맹 사무총장을 면담 중임.
 면담 대상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결의안 내 한국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임.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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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정당으로 구성된 동 연맹의 성격상 난관이 예상되나 재외공관 교섭, 구 통사당 인사 및 실무대표단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7 총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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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에서 1980.11.13.∼16. 개최된 제15차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결과임.
1. 한국 관련 결의안 채택
 일본 사회당 등은 한국 인권 상황과 관련한 강경한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고 민사당은 한국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한바, 최종적으로 다음 요지의 결의안이 채택됨.

1676

- 한국 정세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민주세력의 활동을 지지함.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가 번복되기를 촉구함.
 Brandt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반대하는 발언을 행함.

2. 한민련의 SI 가입 신청 기각
 동경에서 1977년 결성된 한민련은 금차 총회에서 일본 사회당, 몰타 사회당 등의 지원하에 준회원 자격 가입을
신청한바, 김철 전 통사당 고문 및 일본 민사당 등의 반대로 동 가입 신청이 기각됨.
 일본 정부가 한민련의 핵심기관인 재일 한민통 대표에 대한 일본 재입국 불허 조치로 한민통 대표는 동 총회에
참석하지 못함.

3. 북한의 관련 동향
 노동당 중앙위원 김영남 등 14명이 스페인에 입국하여 한국 관련 결의안 채택 및 한민련의 SI 가입을 지원함.
 동 일행 중 김영남 등 8명은 스페인 입국사증 없이 입국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한 스페인대사를 초치하는 한편,
주스페인대사관은 외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동 일행의 반한활동 등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요청함.
 스페인 외무성은 72시간 무사증 체류 시한 만료 시 동 일행을 출국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SI 총회의
특수성에 따라 강제 추방 등의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규정 한국가입
(정회원), 1974.3.15. 전2권. V.1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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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1974.3.15. 아·아 법률자문위원회(AALCC)에 가입함.
 북한과 방글라데시의 가입도 한국의 가입과 동시에 확정됨.

2. 동 기구는 1956.11월 인도, 일본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7개국 간의 정부 간 기구로 발족되었으
며, 한국은 1970년 동 기구 준회원국으로 가입, 매년 연차 총회 및 해양법 분과 회의에 적극 참여함.
3. 1974.1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15차 연차 총회에서 한국, 북한 및 방글라데시의 가입 문제가 동시에
 북한은 1972.11.10. 정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4. 동 기구에의 가입은 원회원국 3분의 2의 지지 표를 포함한 전체 정회원국(21개국)의 3분의 2의 지지
표를 획득하여야 하는바, 회원국의 서면 투표 결과 3개국의 가입 신청이 승인된 것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추진됨에 따라 한국은 동 연차총회 기간인 1974.1.9. 동 기구의 정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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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 19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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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52.11.10. 공한(Note Verbal)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1952.9.15. 독도 상공에서 미군기
1대가 폭탄 4발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통보하고 동 대사관이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는 1953.1.20. 외무부장관 대리 앞 서한으로 유엔군 사령관이 관련 지휘관들에게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1678

2. 미국 해군 해양국은 독도 등대 명칭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방침에 따라 자국 간행 등대표에 종래
‘Takeshima’ 등대로 표기된 것을 ‘Tokto’ 등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1965.9.24. 공한으로 교통부에
통보함.
 동 공한은 상기 독도 등대 명칭에 관한 결정이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의 기본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3차.
Lagos(나이지리아), 1972.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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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제13차 총회가 1972.1.19.~26.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개최됨.
 17개국의 대표단 참석
 한국은 최운상 주뉴델리총영사를 수석대표, 김태지 외무부 방교국 조약과장을 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함.

2. 상기 한국 대표단에 대한 기본 훈령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음.
 대표단은 한국의 정회원국 가입을 실현시키고, 북한의 가입 또는 그 밖의 시도는 봉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본 위원회에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좌경 내지 중립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회의 의제

경우, 직접적인 개입은 회피하고, 회의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신축성 있게 대처할 것

3. 외무부는 1971.12월 관련 공관에 AALCC 제13차 총회에서 한국의 정회원 가입 지지를 확보하고
북한의 가입을 저지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임을 통보하고 주재국 및 관할국이 한국 입장을 지지하여
주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4. 본 문서철에는 AALCC 제13차 총회 회의록 및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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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동 기구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진력할 것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4차.
New Delhi(인도), 1973.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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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제14차 총회가 1973.1.10.~18.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
 17개 회원국, 2개 준회원국 및 기타 옵서버국 대표 참석
 한국에서는 노신영 주뉴델리총영사를 수석대표, 박수길 외무부 조약과장과 이장춘 서기관을 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함.

2. 상기 한국 대표단에 대한 훈령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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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참가를 봉쇄함.
 AALCC의 구성에 비추어 회원국 대표단과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우호를 증진함으로써 정부의 대중립국
외교에 기여하도록 함.
 토의 의제에 대해서는 다음 입장을 취함.

- 외교관 등의 보호와 불가침권 문제: 외교관의 보호를 위한 국제입법의 필요성을 강조
- 해양법: 가급적 회원국의 입장과 태도를 관망

3. 동 회의는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 본회의, 분과위원회(해양법, 국제하천법, 상품국제매매법)로 나누어
진행된바, 본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해양법
 외교관 및 기타 국제법상 특별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보호 및 불가침 문제
 각국 외무부의 법률사무 담당기구 및 조직

4. 한국 대표단의 관찰 및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북한의 회원 가입 신청 문제

- 동 회의 기간 중 북한의 가입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정회원 서면 가입 신청은 회원국의
서면 회답에 의해 결정될 것임.
- AALCC 회원국 구성에 비추어 한국의 단독 참가를 지지할 국가 수는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이 준회원국 지위를 감수한 것은 북한의 존재에 기인한 것이나, 북한이 만약의 경우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는 물론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서는 정회원국이 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대비한 준비

- 한국의 영해범위, 어업문제를 포함하여 해양법 문제에 관한 정책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건의함.

북한의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가입,
19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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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1974.3.15. 아·아 법률자문위원회(AALCC)에 가입함.
 한국과 방글라데시도 북한과 동시에 가입함.

2. 동 기구에의 가입은 원회원국 3분의 2의 지지 표를 포함한 전체 정회원국(21개국)의 3분의 2의 지지 표
를 획득하여야 하는바, 북한의 가입에 대한 회원국의 서면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1개 회원국 중 찬성 14개국(일본과 태국은 한국 가입 조건으로 찬성), 불회신 7개국임.

- 일정 기한 내 불회신은 찬성으로 간주

1973년 말까지 미결 상태에 있었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북한은 1972.11.10. 동 기구 사무국에 정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국 서면 투표에 회부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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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근 주독일대사관 노무관 실종사건,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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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 경위
 독일 본발 AP 통신은 1971.4.8. 한국 외교관 유성근과 처 및 두 자녀가 4.5. 서베를린에서 실종되었다고 보도함.
 주독일대사는 4.9. 독일 정부에 요청하여 서베를린 공항 출국자 명단을 조사하였으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독일 연방정부, 베를린 당국 및 주독일 미국대사관에 유성근과 가족의 행방을 찾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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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적 조치
 1971.4.9. 국내 주요 일간지들이 동 실종 사건을 보도하였으며, 외무부는 주한 미국 및 독일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4.10. 청와대에 주독대사관 유성근 노무관과 가족이 4.3. 서베를린으로 간 후 4.5.까지 귀임치 않고
있으며, 동인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국에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국내 언론은 4.11. UPI 통신을 인용, 유성근이 동독에서 다른 공산국가로 넘어갔다고 보도함.
 주독대사관은 4.12. 유성근이 계획적으로 어디로 가 버렸을 가능성은 없으며, 공작원의 꼬임이나 위협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함.
 외무부장관은 4.12. 기자회견을 갖고, 유성근 노무관의 인적 사항을 설명하고 당시까지의 상황을 종합할 때
적성 공작원에 의해 피랍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언급함.
 주독대사관은 4.12. 독일 당국이 자녀 동반, 목격자 증언 등에 비추어 유성근이 자의로 넘어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으나, 여행 출발 전 대사관 4월 당직일 변경 시도, 국내 주택 구입, 4월분 집세 지불 등에 비추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월경하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함.
 독일 언론들은 4.13. 독일 경찰, 목격자 등을 인용하여, 유성근이 동베를린으로 갔고 범죄의 흔적은 없다고
보도함.
 DPA 통신은 4.15. 홍콩 소식통을 인용, 북한 통신이 유성근 및 가족이 평양에 도착하였음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함.
 외무부 대변인은 4.15. 유성근이 실수 또는 강제로 피랍되었고, 4.15. 평양방송이 유성근이 자의에 의해
북한으로 왔다고 운운한 것은 상투적 허위 날조에 불과하다고 발표함.

3. 노동청장 방독 연기
 1971.5.18. 노동청은 5.29. 예정된 노동청장의 독일 방문을 연기한다고 발표함.

- 주독대사는 5.4. 독일 언론 및 교민 사회에서 유성근 문제의 재론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청장의 방문
연기를 건의

베트남 정부의 대한 재산 청구권 행사 문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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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1980년 한국외환은행 및 농업진흥공사에 대한 재산청구권 행사 관련 사항임.
1. 베트남 국립은행의 한국외환은행 구 사이공 지점 계정 정리 요청
 베트남 국립은행은 1979.10.12.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월남전 종전에 따라 1975.8.1.자로 폐쇄된 동 은행 구
사이공 지점의 계정의 정리를 요청함.
 상기 베트남 측 요청에 대한 재무부의 의견 문의에 대해 외무부는 1980.9.3. 다음과 같이 회신함.

2. 베트남 국립은행의 농업진흥공사에 대한 농업개발 사업 선수금 반환 요청
 농업진흥공사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으로 1974.6.26. 이후 고콩 지역 농업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월남전
종전에 따라 1975.4.11. 철수한바, 베트남 국립은행은 1980.4.2. 동 공사 선수금 중 미정산액 72,373.12달러의
반환을 요청함.
 상기 베트남 측 요청에 대한 농업진흥공사의 의견 문의에 대해 외무부는 9.18. 다음과 같이 회신함.

- 베트남 신정부는 구 정부가 체결한 대외적인 권리, 의무 및 베트남 내의 한국 재산권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선수금을 정산할 법적 의무가 없음.
- 상기 고콩 지역 사업이 ADB의 차관으로 시행되었으며 한국과 ADB의 관계를 감안하여 ADB 측의
정식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선수금을 ADB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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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책은행의 한국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요청임을 감안할 때 베트남 신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간접적 재산권 행사로 판단됨.
- 구 월남 정부가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소멸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신 베트남 정부를 승인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베트남 정부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측에 대한 채무(826.50달러)에 비하여 한국 측의 채권(169,994.49달러)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베트남 국립은행과의 제3국에서의 실무급 접촉을 제의함은 무방할 것임.

미국 학계 인사 방한, 19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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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nald Hilton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1973.5.24.~27. 방한한바, 동 교수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차관 예방, 미주국장 면담 및 외교연구원 세미나 참석
 판문점 시찰, 국립박물관 관람

2. Eugene Rostow 미국 예일 대학 법학교수가 1973.6.3.~5. USIA 초청으로 방한한바, 동 교수의 주요
1684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장관 예방,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세미나 참석, 서울대 법대 강연

한·파키스탄 경제문화협회 창설, 19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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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동남아 중립국 내 친한 단체 설립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한·파키스탄 경제문화협회가
1973.2.8. 파키스탄 Rawalpindi에서 창설됨.
1. 창설 목적
 파키스탄 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관계
긴밀화를 도모함.
 동 단체를 양국 간 제반 관계 개선을 위해 활용하며 파키스탄 정계와의 정치적 관계 개선을 위한 비공식

경제, 문화행사 등을 주관하도록 함.
 의회 및 집권당 인사 중 정치 성향이 중도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토록 함.

2. 활동 계획
 리셉션, 영화제, 사진전 및 기타 비정치적 성격의 한국 소개 제반 행사를 개최함.
 한국 관계 자료 배포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함.
 한국의 각종 단체와의 교류를 시행함.
 기타 파키스탄과 한국을 연결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함.

3. 결성 결과
 회장에는 의회 내 집권당(PPP) 최대 그룹의 지도자인 Iqbal 의원이 취임하였으며 2명의 부회장에는 Hussain
라호르지역 상공회의소 부회장, Piracha MPA사 부회장이 각각 임명됨.
 집권당 소속 의원 16명 및 경제계, 문화계, 언론계 인사 118명이 참여함.
 1973.2.8. 창립 총회에서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한국 영화 상영회, 칵테일 파티 및 만찬을 주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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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협력 업무를 수행토록 함.
 친한, 지한 인사를 중심으로 결성하며 협회 회원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한편 대외적인

한·대만(구 중국) 경제각료회담, 제7차. 서울,
1972.7.10-15

| 85-1577 |

생산연도

1972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5-108 / 15 / 1~15(15p)

1. 제7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이 1972.7.10.~15.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태완선 경제부총리, 대만 측에서는 Sun Yun-Suan 경제부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동 각료회담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음.

1686

- 국제 정세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앞으로 한·대만 경제각료회담의 수준을 낮추어 정치 색채를 띠지
않는 무역회담으로 하고 한·대만 협력관계를 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음.
- 금번 회담에서도 양측 수석대표는 개회식과 폐회식에만 참석하고 실질적인 협의는 실무자 간에 진행
되도록 하여 사실상 회담을 각료급에서 실무자급으로 낮추고 회담에 관한 대외홍보 활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함.

2. 동 회담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경제 협력

- 석유화학제품 교환, 기계공업 개발 협력, 운수소득면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관광 협력, 해운 협력
 통상 진흥

- 관제품목·준허품목 쿼터 증액 및 준허품목 조정, 관세인하, 면사 수출 증진, 사탕교역에 관한 쌍무협정
 기술 협력

- 과학기술 정보교환 강화,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3. 대만 대표단은 각료회담 참석 이외에 다음 일정을 가짐.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교통부장관, 과기처 장관 예방
 산업 시찰
 부총리, 상공부 장·차관, 외무부장관, 과기처장관 주최 오·만찬

아시아 노동장관 회의, 제5차. Melbourne(호주),
197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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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차 아시아 노동장관회의가 1975.4.8.~10.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됨.
 19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함.
 한국에서는 고재필 보사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최두열 노동청장을 교체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함.

2. 동 회의는 의장단 선출, 의제 토의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는바, 토의 의제 및 공동성명 요지는
다음과 같음.
 토의 의제

 공동성명 요지

- 제60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아시아그룹을 대표하는 의장 후보로 필리핀 노동장관을 지명하고
Governing Body의 의장 후보로 호주를 지지
- 아시아 지역에서 UNDP(유엔개발계획) 및 ILO의 기술원조가 지역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 기구들로부터의 원조와 농촌에서의 고용 증진을 위한 제반 자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
- 노동 및 관계 분야에서의 지역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UNDP와 ILO가 지명하는 각 1인과 아시아
국가 정부가 지명하는 5명으로 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함.
- 제6차 아시아 노동장관회의는 이란에서 개최함.

3. 한국 수석대표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음.
 회의 기조연설

- 경제 분야에서 아시아지역 협력 필요성을 강조
- 한국 농촌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 운동의 업적을 설명
 노동·이민장관, 광물·에너지장관 등 호주 고위인사 면담
 한·필리핀 노동장관 회담 개최
 회의에 참석한 이란, 싱가포르 노동장관 등 주요국 인사와의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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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발 계획과 고용 촉진
- 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 및 관계 분야 기술협력 증진

한국의 대 레소토 원조(무상원조),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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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케냐대사는 1967.11.17. 동 대사가 겸임국인 레소토에 신임장 제정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회에
11.9. 레소토 Jonathan 수상이 단독 면담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동 수상은 자신이 국내 정치활동 자금이 필요하고 남아공으로부터 25,000달러 상당의 청년 내복을 외상으
로 구입한 데 대한 대금 지불 기간이 경과하여 남아공이 자신에게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여 소송 취하용으로
우선 3,000달러가 필요하며, 또 자신이 1966.12월 한국 방문 시 정일권 총리에게 지프차 6대를 지원하여 줄 것
을 요청한 데 대하여 정 총리가 선처하여 보겠다는 언질을 준 것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의
1688

하였다고 함.

2. Jonathan 레소토 수상은 1967.11.11. 정일권 국무총리 앞 전문으로 자신이 1966.12.4. 방한 시 거론한
레소토에 대한 경제원조를 주케냐대사와의 면담 시 언급하였음을 통보함.
3. 정부는 레소토 수상이 1966.12.4.~7. 방한 시 경제원조를 요청한 점을 감안하여 레소토에 Willis 지프
2대를 구입, 기증하기로 하고 1967.12.12. 주뉴욕총영사관에 동 차량을 구입하여 레소토로 선적 발송
하도록 지시함.

인도네시아산 원유도입,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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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KDC사의 원유 도입 계약 체결
 KDC사는 1980.1.21.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와 일당 1만 배럴의 도입 계약을 체결함.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경인에너지를 최종 수용자로 함.

2. 제3차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1980.8.19.∼20.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자원 공급 계약 장기화 및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 추진 등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동자부장관은 1980.10.21. 광업에너지장관 및 국영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서한을 통해 기존의 일당 1만 배럴
공급을 3만 배럴로 증대해 줄 것을 요청함.

4. 전두환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Suharto 대통령에 대한 친서 발송
 전 대통령은 1980.10.20. 원유의 추가 도입을 위한 Suharto 대통령의 호의적 배려 및 지원을 요청함.
 또한 한국의 에너지원 다변화 계획 추진을 위한 LNG 공급을 요청함.

5. 주인도네시아대사의 주재국 국영석유공사 사장 면담
 1980.11.3. 국영석유공사 사장은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Suharto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측의 원유 증량 도입
요청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 따라 가능한 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명함.
 동 사장은 한국 측이 LNG 도입을 위한 의향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도록 요망함.

6. 주인도네시아대사의 주재국 Suharto 대통령 면담(1980.11.8. 및 11.26.) 및 부통령 면담(11.8. 및
11.27.)
 Suharto 대통령은 친서로 요청한 원유 증량 공급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LNG 공급과 관련하여
공동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 및 조속한 조사단 파견을 희망하고 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초청함.
 Malik 부통령은 한국 측 요청 전량에 대한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대한 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측면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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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봉환 동자부장관의 인도네시아 광업에너지장관에 대한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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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적인 원유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1979.2.16.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약 2,000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멕시코로부터의 원유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교섭을 시행함.
1. 주멕시코대사의 1979.9.26. 주재국 Lopez 대통령 면담 시 동 대통령은 PEMEX(멕시코석유공사) 총재에
대해 한국에 대한 원유 수출 가능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한바, 12월 동 사장은 일일 225만 배럴 초과 생산 시
1690

한국을 최우선 수출 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함.
 멕시코 측은 한국의 정유시설을 이용한 정유 및 판매 가능성을 검토 중임을 밝힘.
 주멕시코대사의 합작회사 설립 제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함.

2. 1980.3월 및 4월 장예준 동자부장관과 정일권 특사 각각의 멕시코 방문 및 관련 협의 시 멕시코
측은 1980년도까지 단기 원유 수출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추후 호의적으로 고려할 예정임을 설명한바,
동자부장관은 멕시코와의 제반 경제협력 강화 및 동국 경제개발계획 사업 적극 참여를 통한 장기적인
원유 도입 추진을 건의함.
3. 주멕시코대사의 1980.5월 PEMEX 총재 면담 시 동 총재는 10월 방한 계획을 밝히고 한국 측의 요청에
따른 이란의 한·이란 석유회사 철수 이후 멕시코의 참여 의사 문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4. 최동규 동자부차관의 1980.11월 멕시코 방문 시 멕시코 측은 한국의 원유 수급 사정에 이해를 표명하는
한편, 양국 간 경협 증진을 통한 장기적인 원유 공급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고 멕시코는 현재 일산 220만
배럴로 생산을 제한하는 실정임을 설명함.
5. 동자부장관은 1980.12월 멕시코 외상, 공업상 및 PEMEX 총재에 대해 한국에 대한 원유 공급을 요청
하는 서한을 전달함.

한·일본 간의 고래 어획 쿼타 배분문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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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9.7.9.~13.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포경위원회 제31차 총회 결과 동해에는 1980~84년 간 매년
최대 940두(5년간 총 3,634두)의 밍크 고래가 배정되고, 서해에는 1980년 최대 19두의 브라이드고래가
배정됨.
2. 상기 관련, 한·일 양국은 동 고래 어획 쿼터를 한·일 간에 다음과 같이 배분키로 합의하고, 1980.5.26.
외무부와 주한 일본대사관 간의 각서 교환을 통해 동 쿼터 배분을 확정함.
- 한국에는 1980~84년간 매년 최대 925두, 5년간 총 3,559두가 배정됨.
- 일본에는 1980~84년간 매년 최대 15두, 5년간 총 75두가 배정됨.
 서해(브라이드 고래)

- 한국에는 1980년 최대 19두가 배정됨.
- 일본에는 배정되지 않음.

3. 1980.5.26.자 외무부 각서 및 주한 일본대사관 각서 사본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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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밍크 고래)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V.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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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아주국은 1980.1월 ‘북해도 주변 조업문제’ 관련 다음 자료를 정리함.
 북해도 근해 어업 분규 배경

- 1975년 이후 한국 대형 트롤어선의 북해도 연안에서의 조업으로 인해 일본 어선의 어구피해 발생으로
연안 어민과의 이해 충돌
- 소련의 200해리 실시(1977.3월)로 한국 북양어선단의 북해도 주변 공해상에서의 집중조업으로 어업
분규 확대
1692

 양측 정부 간 교섭

- 양국 수산청 간 회의 수차 개최, 외교 채널을 통한 교섭도 검토
 양측 입장

- 한국 측: 북해도 주변수역은 공해로서 한국의 어로는 합법, 단 도의적으로 조업자제 용의표명
- 일본 측: 일본연안 어민의 보호를 위해 한국 어선 전면철수 요망, 불응 시 강제추방 또는 200해리 한국에
도 전면실시
 한국 표명 입장

- 1979.12월 일측이 제시한 한국 측 자율규제조치는 검토 중, 양국 간 수산청장 회담 시 일측의 수정의견
제시 기대
- 한국이 실시 중인 자율규제조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

2. 수산청은 1980.1.18. 한·일 수산청장 정례회담(1.18.~20. 예정) 관련 의제 및 대표단 명단을 외무부에
통보함.
 의제

- 대일 수산물 교역(대한국 염장미역 수입규제 완화, 대일 참치 수출), 한·일 어업실무자회의 개최, 한국
어선의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 등
 대표단

- 김종수 수산청장 외 담당관 5명

3. 주일대사는 1980.1.22. 일본 수산청 연안과장이 북해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에 대해
일본 어업조합 어선들이 투석 데모를 자행 중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대사관 관계관은 일본 외무성에 데모의 즉각 중지와 선원 불상사 방지를 요청
 1.23. 주일대사에게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일 외무성에 요청하도록 훈령
 일본 측은 1월 주일대사관에 금번 사태가 우발적 발생임과 일본 어선이 위협을 느끼는 조업 방법을 삼가해
주기를 희망함을 통보

4. 외무부 아주국은 1980.1.24. ‘북해도 주변 안전조업 문제’에 관한 내부 자료를 작성함.
 양측의 입장, 한국 측 자율규제안(1979.12.1. 시행), 한국 측 자율규제조치에 대한 일측 반응 등

5. 수산청은 한·일 수산청장, 장관 정례회담 개최(1980.1.28.~29. 서울)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김종수 수산청장, 장명관 외무부 심의관외 외무부, 수산청 관계관
- 일본 측: 이마무라 수산청 장관, 주한일본대사관 노무라 공사 외 수산청 관계관
- 한·일 어업실무자회의: 1980.3월중 서울 개최 합의
- 북해도 수역 조업: 양국 간 적절한 협의를 통해 동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
- 기타 일본 어구피해, 한국 트롤어선 조업, 한국 주변수역에서의 피해문제 등 협의
- 차기 수산청장 회담: 1980.9~10월 동경 개최 합의

6. 주일대사는 1980.2월 수시로 북해도 어구피해 상황을 보고함.
 일본 수산청은 대사관 수산관에게 북해도 어민의 어구피해 자료를 수교
 수산청은 어구피해 사고 조사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

- 진상 조사 후 피해 발생 시 즉각 보상과 향후 엄중 행정조치 예정
 외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및 주일대사관을 통해 상기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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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결과(요약)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V.2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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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대사 및 주삿포로총영사는 1980.3월 이후 북해도 근해의 조업문제 관련 수시 보고함.
 일측은 외교 채널로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 상황 요청
 한국 수산청은 북해도 근해의 어구피해 상황 조사와 한국 어선 조업지도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

- 한국 측 자율규제조치 이행 현황 및 한국 어업지도선 파견계획도 포함
 외무부는 외교 채널로 상기 내용을 일측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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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일대사는 1980.3.7. 북해도 조업 관련 주재국 외무성 다카시마 사무차관과의 면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일측은 동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잘못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시급한 타결을 희망
 한국 측은 자율규제의 엄격한 시행과 어구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 등 언급

3. 주일대사는 1980.3.7. 북해도 조업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어선 조업문제 소위원회’ 결성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함.
 2.27. 북해도 조업규제 협의 후 자민당 내 수산부회를 결성키로 결정
 자민당 소속 참의원 28명으로 구성
 3.7. 첫 회의 시 한국 어선의 북해도 근해 진출 경위, 조업 현황과 일측 피해상황 청취, 향후 대책 등 논의

4. 외무부 아주국은 1980.3.13. 북해도 근해 한국 어선의 조업문제 관련 자료를 작성함.
 현황, 한국 어선의 공해상 어로의 성격, 일본 참의원 선거와 북해도 어업의 영향 등

5.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1980.4.7. 북해도 해역에서의 한국 어선 조업문제 관련 자료를 작성함.
 일본의 기본적 접근방법

- 한국에 대해 200해리 어업수역 적용이나 한·일 어업협정의 전면개정 등 급격한 방식보다는 북해도
현안문제 별도처리 방식 채택
 한·일 어업협정과의 관계 및 일본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적용 등 검토
 결론

- 북해도 조업금지 조치는 한·일 어업협정 체제의 파기를 의미하며 한국이 12해리 밖에서 자제할 법적
의무는 없음.
 그러나 양국 간 어업문제가 여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양국 간의 어업협정 개정형식을 통해
200해리 어업수역의 적용을 장기간 상호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6. 외무부는 북해도 조업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한·일 실무자회의 개최(1980.4.9.~11. 서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대표단

- 한국 측: 김태지 아주국장 외 외무부, 수산청 관계관
- 일본 측: 무라오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외 외무성, 수산청 관계관
 주요 토의 내용

7. 외무부는 1980.4.23. 주일대사에게 수산청으로부터 입수한 수산청장의 미주지역 출장(1980.3.10.~23.
미국 및 아르헨티나) 결과를 송부함.
 주요 결과

- 1980년도 미국의 대외 추가 어획쿼터 배정 교섭
- 대아르헨티나 어업 합작 및 어업 이민사업 협의 등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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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수역 관련 일측은 한국의 현행 자율규제 수역의 확대강화 실시를 요망했으나, 한국 측은 확대실시
불가 입장 표명
- 조업형태 관련, 일측은 대형어선의 소형어선으로의 전환을 요청, 한국 측은 어획 필요량 확보를 전제로
검토 용의 표명
- 작업추진 일정 관련 일측은 1980.4월 자료 교환, 5월 말 실무자회의 개최, 6월 중 상호 자율규제 결론
도달을 제시하고 한국 측은 일측 제안 양승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V.3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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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삿포로총영사는 1980.5.11. 북해도지사의 방한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함.
 도오가 쿠나이 북해도지사가 5.21.~23. 방한 예정

- 농수산부장관, 수산청장 예방, 외무부장관 예방(희망) 일정

2. 외무부 아주국은 1980.5.17. 북해도 조업문제 관련 대책회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작성함.
 북해도 해역에서의 한국 측 자율규제
1696

- 금어수역과 기간 문제: 명태 등 어획과의 관련성, 금어기간보다 금어시기 중시, 최소한의 조업가능
방안 검토
- 조업척수: 대미 어획쿼터 배증 시 전선 검토
- 한국 측 어획량 확보문제: 1979.12.1. 한국 측 자율규제안 준수, 단계적 철수방안 검토 등
 제주도 해역에서의 일측 자율규제

- 어업조건의 상이에 따른 일측 설명방법, 금어조치 설정이유, 금어구에서의 어구 피해상황 검토

3. 외무부 아주국은 1980.5월 ‘북해도 주변수역 어업분규 해결교섭’ 자료를 다음과 같이 작성함.
 교섭 기본 방향

- 북해도 명태어장의 계속 확보: 연간 최소 5~6만 톤
- 기존 한·일 어업협정 체제 당분간 유지: 일측의 일방적인 200해리 적용 배제
 교섭 방침

- 상호 협의에 의한 조기 원만한 타결
- 호혜평등에 입각, 양국이 자율규제 상호 실시: 북해도 및 제주도
 부수 대책

- 명태 감량에 대한 대책
- 교섭 실패로 일측 일방적 조치 시 대책
- 최후로 200해리 상호적용 대책 수립: 어업협정 폐기 또는 개정 등
 실무교섭에 임할 한국 안의 대강

- 북해도 한국 측 자율규제안: 7.2만 톤, 6만 톤, 5.9만 톤 등 대안
- 제주도 일측 자율규제안: 4만 톤 중반대, 3만 톤 중반대, 2만 톤 중반대 대안
 실무교섭에 앞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

4. 외무부는 1980.5월 북해도 주변수역 어업분규 관련 대통령 앞 서면 보고함.
 북해도 해역 조업문제를 상호 200해리 적용,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피하면서 양측의 자율규제로 원만히 해결
 교섭 목표는 북해도 해역에서의 주년조업 및 연간 최소한 5~6만 톤 어획 계속 확보에 중점, 한국 측 어획
감량에 따른 파급효과 극소화 도모
 제주도 해역에서 한국 어민과 피해가 많은 어종 및 어기에 대해 일측이 자율규제를 취하는 선에서 타결
 북해도 해역에서의 한국의 자율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 노력, 제주도 해역에서 일측 자율규제 차후 해결
 5월 하순 개최되는 한·일 실무자회의에서 해결 노력

 한국 측은 김태지 외무부 아주국장 외 대표단, 일측은 무라오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외 대표단이 참석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문제, 한·일 공동규제수역(제주 주변) 내 일측 자율규제문제, 금후 처리방안 등 협의
 상세 회의요록 첨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5. 한·일 양국 간 북해도 주변수역 어업분규에 관한 제2차 실무자회의가 1980.5.29.~30. 서울에서 개최됨.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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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0.6.5.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분규 문제와 관련된 제2차 한·일 실무자회의(1980.5.29.~30.)
결과를 주일대사에게 송부함.
 구체적 규제 조치 내용에 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다음과 같이 합의함.

1698

- 상호 200해리 제도의 전면 또는 부분 적용을 회피, 현행 한·일 어업협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속하고도
원만한 교섭에 의하여 해결
- 한국 측은 북해도에서 자율규제를 확대실시, 일측은 이에 상응하는 자율규제 제주도 근해에서 실시
- 미합의점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계속 교섭하되, 6월 상순 약식 실무협의회와 수산청장 회담
개최를 고려

2.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한국어선의 북해도 조업문제에 관한 법적검토’ 자료를 작성함.
 협정수역 문제

- 북해도 어장은 협정수역 적용 여부에 불문하고 일본 측의 한국어선 규제의 법적 근거가 충분
 한국 측 견해

-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 적용수역의 명백한 표현을 피함. 따라서 일방 조약법원칙 해석
- 공해자유의 원칙 적용
 자율규제 내용 타결 시 합의형식 및 실시방법

- 공동위원회 방식보다는 자율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사를 문서로 통보해 주는 방법이 바람직

3. 외무부는 1980.6월 북해도 조업문제 관련 제3차 한·일 실무자회의 결과를 다음 보고함.
 1980.6.20.~21. 서울에서 회의 개최
 한국 측 김태지 아주국장 외 외무부 수산청 대표단, 일측 무라오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외 외무성, 수산청
대표단 참석
 주요 협의 의제

-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문제) 조업수역 및 기간, 조업척수
-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문제) 허가장, 한국 감시선 파견, 감시선에 감독관 승선 등
- (제주도 주변수역 조업문제) 저인망 조업, 선망 조업, 대상 어선 등
- (금후 처리방법) 토의기록 작성, 타결 시 문서형식, 북해도 문제의 해결형식, 차기 회의 개최 등
 상기 의제에 관해 상호 입장 개진 및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에는 미도달

- 일측은 1980.7월초 동경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를 희망, 한국 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별도 협의
키로 함.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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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대사는 1980.7.12. 북해도 조업문제 협의를 위한 제4차 한·일 실무자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일시 및 장소: 7.11.~12. 동경에서 개최
 한국 측 김태지 외무부 아주국장 외 수산청, 외무부 대표단, 일측은 기우치 외무성 아세아국장 외 수산청, 외무
성 대표단 참석
 주요 협의 내용

2. 주시모노세키총영사와 주후쿠오카총영사는 1980.7.18. 및 7.23. 제주도 근해 규제수역 설정에 관한
서일본 수산계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최근 북해도 문제의 한·일 양국 교섭에서 제주도 근해 규제수역문제가 실제로 등장하자 서일본 저인망 업계의
반대 움직임 태동

- 일 수산청에 제주도 근해 규제안 폐지를 진정
- 일부에서는 국가의 적당한 보상만 해결되면 동의할 전망도 감촉

3. 외무부 김태지 아주국장은 1980.7.23. 주한 일본대사관 무라오카 공사를 면담, 북해도 조업문제 관련
다음과 같이 협의함.
 일측은 조업규제 수역과 기간, 제주도 근해 저인망 규제, 제주도 근해 선망규제 등에 관한 입장 설명

- 에리모 이서 해역과 근해 어장의 자율규제 기간과 어장에 관해 추가양보 불가, 제주도 근해 저인망 규제에
한국 측 어민도 규제대상에 포함, 제주도 근해 선망규제는 법적 실행은 불가하며 행정지도로 시행
 한국 측은 일방적인 양보는 곤란하며 한·일 양국 공히 최종적인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언급
 차기 회의는 7.31.~8.1. 서울에서 실무회담 개최키로 합의

169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북해도 수역) 조업규제수역은 에리모 동쪽과 오호츠크해 의견 접근, 여타 지역은 계속 검토, 조업척수
는 상호 의견차이로 계속 검토
- (제주도 수역) 선망어업규제 곤란 입장을 재표명하고 그 대신 행정지도 방향 설명
- (북해도 수역의 조업단속 문제) 조업자제 수역 및 기간을 준수토록 수산업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 시행,
한국 수산청 감시선을 주어기에 연 1회 파견
- (문서형식 문제) 북해도 수역은 제주도 조업문제의 해결 형태를 감안 재협의, 제주도 수역은 실제문제
토의 진행과 보조를 맞춰 의견 차이를 접근키로 합의
- (금후 일정) 1980.7월 중 실무자회의 서울 개최, 8월 중 수산청장 회담을 동경에서 개최, 최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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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제5차 한·일 어업문제 실무자회의 일정을 1980.8.7.~8. 서울에서 개
최하기로 합의함.
2. 외무부는 1980.8.9. 북해도 및 제주도 주변수역 문제에 관한 제5차 한·일 어업문제 실무자회의 결과를
주일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함.
 1980.8.7.~8. 서울 개최
1700

- 한국 측은 김태지 아주국장 외 외무부, 수산청 대표단, 일측은 무라오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외 수산청
대표단 참석
 주요 토의 내용

-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수역 및 기간) 일본해 어장은 5개 소해구 3개월 금어 합의, 오호츠크해 어장은
10개월 금어와 청어어기 조업방식 합의, 에리모 이동(以東)은 4개월 금어, 에리모 근해 및 이서(以西)는
수산청장 회담 시 결착키로 합의
-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척수) 양측 수산청장 회담 시 결착키로 합의
- (제주도 주변수역 저인망 어업) 한국 측의 실질적 규제조치 주장에 일측이 새로운 안을 차기 실무자
회의 시 제안키로 합의
- (제주도 주변수역 선망어업) 일측은 해당업계에 행정지도 강화 용의 표명
- (금후 일정) 8.13.~14. 서울에서 양측 실무자 간 협의, 8.21.~22. 양측 간 형식문제와 실질문제도 협의,
9.3.~4. 한국 수산청장이 방일, 수산청장 회담 개최

3. 주제네바대사는 1980.8.13. 북해도 및 제주도 주변수역 어업문제에 관한 문안 협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8.12. 외무부 김석우 국제법규과장과 일 야나이 조약과장 간 협의

- 문서형식은 양 수역 별도의 합의문서 작성, 양자 간 평등원칙 적용
- 서한 종류는 계속 검토
- 회담 종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서한 교환, 장소는 잠정적으로 동경 고려
- 서한 문안도 1980.6.19. 초안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협의

4. 주후쿠오카총영사와 주시모노세키총영사는 1980.8.5. 및 8.11. 제주도 근해 규제수역에 관한 서일본
수산업계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업계 간담회(7.8. 및 7.31.) 시 공식적으로는 제주도 근해 규제수역에 반대, 최근 일정한 정도 어장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부의 보상 문제 등 거론

 제주도 수역의 어장규제에 업계 의향을 충분히 참작, 손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망한다는
진정서 제출 움직임이 있음.

5. 외무부 아주국은 차기 한·일 어업문제 실무자회의(1980.8.20.~21. 서울) 자료를 다음과 같이 작성함.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한국측 자율규제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일측 자율규제

- (저인망 어업) 규제수역 합의, 조업기간 및 조업척수 양측 입장 대비
- (선망 어업) 일측의 행정지도 강화에 한국 측 입장 유보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

- 규제수역 및 기간 등 합의내용과 수산청 감시선 파견회수, 감독관 파견시기 등 미합의내용 정리
 문서의 형식 문제

- 양 수역 별도 합의문서 작성 등 합의사항과 서한의 종류, 실질문제 토의기록 등 미합의 사항 정리
 기타 참고자료

- 관련 수역도표, 관련 문서, 관련 규정, 북해도 주변 조업문제에 관한 법적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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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수역 및 기간) 에리모 이서 양측 주장 대비, 에리모 근해 한국 측 대안(6~8개 소해구, 3~5개월
금어), 에리모 이동 4개월 조업자제, 오호츠크해 및 일본해 합의사항 확인
- (조업척수) 대형선 척수 조정과 소형선 대체안 양측 입장 대비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 문제, 1979-80

| 85-1589 |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일본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5-109 / 12 / 1~51(51p)

1. 주영국대사는 1979.8.7. 한국의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 문제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함.
 7.16. 런던에서 개최된 한·영 정책협의회시 거론된 영국 석유회사의 한국 대륙붕 탐사개발 참여 관련, 영국
석유탐사개발회사인 Tricentrol 그룹은 한국의 제4광구에 관심을 표시하면서 예비 검토를 위해 다음 자료를 요청

- 한국 대륙붕 해도, 지질구조 참고자료, 탐사결과 정보, 탐사개발 참여방식 및 계약조건 등
 영국 BP(British Petroleum)사는 9.10. 별도로 미국계 회사가 조광권을 반납한 이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방식에 관한 개요 및 탐사개발 계획일정 등을 추가로 요구
1702

2. 외무부는 1979.9.4. 동력자원부에 상기 회사의 제4광구 개발 참여의사 표시에 대한 입장과 영국 회사의
요청자료를 송부 요청함.
 동력자원부는 9.17. 다음과 같이 의견 회신

- 제4광구 탐사결과 자료를 관례상 필요시 관계자 열람 및 일부제공 가능
- 미국계 회사의 조광권은 계약 탐사기간 만료로 반납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방식은 동등비율 투자와 채취물도 동등비율 분배, 1979년 내 탄성파 탐사 실시,
1980년 시추작업 착수 계획
- 양국 회사의 한국 대륙붕 개발참여는 희망할 경우 직접 동자부 접촉, 관계관 방한 시 협조 제공 예정

3. 외무부는 1979.9.21. 주영대사에게 대륙붕 협정서, 협정 해설서, 대륙붕 현황 및 한·일 공동개발 계획
등 참고자료를 송부함.
4. 동력자원부는 1980.3.21. 외무부 및 교통부 앞 제4광구 개발문제에 관한 회의(3.27.) 개최를 통보함.
 협의 의제

- 제4해저광구 경계 문제
-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조광권을 설정, 개발할 경우 외교적인 문제점 등

5.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1980.5.14. 주재국 외교부 대변인의 대륙붕 석유탐사 관련 논평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외교부 대변인은 5.13. 한·일 양국의 대륙붕 석유탐사 관련 다음 논평을 발표

- 대만 외교부가 1974.2.14. 발표한 성명과 같이 대만은 동지나해의 대륙붕에 대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유보하며, 대륙붕 개발과 천연자원 탐사권을 유보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1974.2월, 1977.5월 및 6월, 1980.5월 등 과거 4차례의 외교부 성명, 대변인 답변, 담화문 전문 별도 송부

6. 외무부 일본담당관실은 1980.5.14. 대만의 대륙붕 관련 입장에 관한 일지를 작성함.
 1970.10.15. 대만, 동지나해 대륙붕에 5개 광구 설정
 1971.1월 한국은 중국(구 중공)이 한국 측 해저광구 침범사실 관련 대만에 비망록 수교
 1972.3.10. 주한 대만대사관, 한·일 양국 대륙붕 협의관련 자료제공 요청 구술서 전달
 1974.2.14. 대만 외교부는 동지나해 대륙붕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는 성명 발표
 1977.5.6. 대만 외교부는 동지나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대변인 성명 발표
 1977.5.9.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한 대만대사관 공사에게 한국 측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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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간 대륙붕 공동개발(작업착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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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과

MF번호

2015-109 / 13 / 1~277(277p)

1. 외무부는 1979.12월 이후 외교경로를 통해 대륙붕 소광구 통합문제 등을 일본 측과 협의함.
 한·일 실무자회의(1979.12.19.~20.)에서 일측은 한국 측의 2, 3, 4, 6 소광구의 통합제의에 반대
 12.28. 일측과 협의 결과, 2, 3, 4, 6, 8 소광구의 작업 착수를 1980.5.17.까지 연기하기로 합의

2. 외무부 아주국은 1980.2월 대륙붕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추진 상황
1704

- 1966년 ECAFE(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영일만 조사를 시작으로 1968~72년 미, 독일 등 3차례
조사결과, 서해안 해저가 유망지역으로 전망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1970.1.1.)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한국 정부는 1969~70년 Gulf, Shell 등 외국 석유회사와 계약 체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 1970.5.30. 한국 정부가 설정한 제7광구에 일본이 관할권을 주장, 9.14. 양국 간에 분쟁 발생
- 1972.9월 제6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양국이 공동개발에 합의
- 1978.6.22. 양국이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발효
- 1978.9월~1980.5월 2차례 공동위원회, 각종 실무협의 개최, 1980.5월 제5 및 7소구역에서 각각 1개공
시추 예정
 매장량 추측

- 1966년 조사 이래 희망적(40억~500억 배럴) 추측이 보도되고 있으나, 석유부존과 경제성, 막대한 투자와
시일 감안 시 낙관적 기대는 금물

3. 한·일 양국 간에는 1980년 대륙붕 공동개발과 관련 각종 실무회의 개최와 조치가 이루어짐.
 한국 동력자원부와 일 통산성 간 광산 보안 문제 협의(2.27.)
 주한 일본대사관, 해난구조 및 해양 오염방지 업무담당 한국 측 행정체제 문의(4.25.)
 주한 일본대사관, 1980.5월 제5소구역 시추 및 제8소구역 탐사예정 외무부 통보(4.28.)
 주한 일본대사관, 2, 3, 4, 6소구역 작업착수기한 1년 추가연장 문의(5.8.)

- 한국 동력자원부 측 동의(5.10.)
 동자부, 7소구역 해양물리탐사 내용 통보(5.24.)
 동자부, 7소구역 시추 내용 통보(7.18.)
 동자부, 7소구역 작업 현황 통보(9.12.)

4. 외무부는 1980.6.30. 한일 대륙붕 석유 발견과 관련, 국보위에 보고함.
 제5소구역에서 석유 및 가스가 발견되었다고 시추담당 일본 석유사장이 6.27. 언급
 그러나 경제성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며 경제성 여부 판단을 위해 견본을 미국에 보낼 예정

5. 주일대사는 1980.7.15. 한일 대륙붕 실무회의 개최(7.14.~15. 동경) 결과를 다음 보고함.
 한국 측 권병현 외무부 일본담당관 외 외무, 내무, 법무부 관계관, 일측은 마타노 외무성 북동아과장 외 외무

- (제5소구역 시추결과 설명) 지질학적 유징은 발견, 그러나 상업적 발견(경제적 부존량)은 미발견
- (대륙붕협정 제19조 문제) 한국의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공안법 적용문제 합의
- (형사사범 단속위원회 설치) 필요성 상호인정, 구체내용은 추가 협의
- (선박오염 대처에 기국주의 적용문제) 합의
- (지정구역 문제) 한국의 제7소구역 내 일측 지정 3개 고시 취소요구에 대해 일측 최대한 배려 약속
- (일·중 대륙붕 전문가협의) 한국 측 입장 존중을 위해 한국 측과 사전협의 약속

6. 주일대사는 1980.10.27. 주재국 언론보도(10.25.)를 인용, 대륙붕 시추 결과에 관해 다음 보고함.
 일본석유개발은 10.25. 동지나해의 한일 대륙붕 개발로 한국 측이 시굴을 추진하여 온 제7소광구 1호정도
실패로 끝났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지난 7월 일본석유개발이 제5소광구 1호정의 시굴에 이어 2번째의 실패임.

7. 동력자원부는 1980.12.26. 외무부에 한일 대륙붕 제5, 7 소구역에서 1981.3월초부터 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함.
 제3차 한·일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가 공동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사전에 일측 어업단체와의 어업조정이 원만히 타결되어야만 계획된 탐사 및 시추작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것임.

-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적극협력 요청

8. 상기 관련 각종 신문기사 내용이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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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법무성, 자원에너지청 관계관
 주요 협의 내용

대자이르 군수품 수출, 19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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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980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5-109 / 14 / 1~44(44p)

1. 외무부 의전2과는 1979.10.23.~29. 자이르 참모총장 방한 관련, 동 총장의 한국 방위산업체 및 전방,
군사시설 견학 시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함.
 미국은 자이르에 FMS 차관을 주나, 차량, 피복 등만 지원하여 큰 도움이 안 됨.
 한국은 경제·문화 면에서 북한보다 상당히 앞서나, 군사 면에서는 북한이 우세, 따라서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 필요
 도끼살인 만행사건이나 남침용 땅굴은 명백한 침략도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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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충격
 탄약 기타 무기에 큰 관심, 주자이르대사관을 통해 구체적인 구매서 송부 예정

2. 외무부는 1979.10.31. 주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대사에게 주재국 참모총장 방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고 자이르 정부의 의사 표명이 있는 대로 수시 보고하라고 훈령함.
 Babia 참모총장은 자이르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탄약 등 군수물자 구입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문의
 외무부장관은 북한이 대외 군사협력을 빙자한 폭력혁명을 규탄하는 입장에 따라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에
신중 입장 설명

- 군수물자 중 미국 라이센스에 의한 생산품목의 경우, 외교적 측면에서 협조 용의 표명
 동 총장은 귀국 후 탄약, 고속정 및 군장비 등 구체 품목 리스트와 구입조건 제시 언급

3. 국방부 합참은 1979.10.31. ‘자이르 총참모장의 방한결과 종합보고’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예방 시 주요 발언 요지

- 한국의 고도성장을 찬양,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환경 실감
- 한·자이르 간 유대강화 희망
- 한국산 탄약, 고속정 관심 표명과 구매의사 전달

4. 주자이르대사는 1979.12.11. Babia 장군의 방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12.7. 바비아 참모총장을 면담, 동인의 주요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모부투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우호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 제출
- 한국으로부터 군수물자 구매 원칙은 이미 확정, 희망품목 및 수량은 1980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980.1월중
리스트를 수교 예정
- 서울에 자이르대사관 무관부 설치를 결정하고 대통령 승인을 얻음.
 관찰

- 군수품 구매방침은 확고, 자이르 정부예산으로 구매할 경우 대금결제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므로 적극
추진이 바람직
- 주재국 신임 미국대사는 한국의 대자이르 군수물자 판매에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언급

프랑스산 방위산업제품 수입, 1974-75

| 85-1592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2015-109 / 15 / 1~106(106p)

1. 주프랑스대사는 1974.5.20. 주재국 국방부 드레뜨왈 국제협력국장을 방문, 동인의 언급요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Exocet 유도탄의 대한 판매는 프랑스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수 주일 내 긍정적 결론 내릴 예정

- Exocet 판매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프랑스 조선회사와 괘속정 제작 라이센스 계약 추진 가능
 동 국장은 7.1. 7월 말까지는 주재국 정부의 공식 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

2. 외무부는 1974.8.1. 주프랑스대사에게 한국 타고마 회사에서 프랑스 정부가 7월 말에도 유도탄 판매
 주프랑스대사는 8.6. 주재국 외무차관이 신정부가 무기수출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결과, 모든 공격용
무기의 전반적인 수출금지 방침에 따라 한국에 Exocet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보고

- 전반적 금수조치 해제 시기는 미정

3.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1974.11.19. Brunet 프랑스 외무성 경제총국장과 Landy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하고 프랑스의 유도탄 도입문제에 관해 협의함.
 프랑스 측은 유도탄 대한 공급을 긍정적으로 결정하여 12월 말까지 한국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언급

4. 외무부는 1974.11.27. 주프랑스대사에게 유도탄 도입관련 다음과 같이 훈령함.
 1974.10월 초 드레뜨왈 국장의 방한 시 국무총리는 대한한공이 프랑스로부터 구매키로 한 Air Bus와 관련,
현안의 Exocet 대한 구매와 동시에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언급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식 회답을 조속 확인 보고
 주프랑스대사는 12.23. 주재국 외무성이 공한으로 이를 양해한다는 취지의 회답을 보내왔다고 보고
 Landy 주한 프랑스대사는 12.27. 노신영 외무부차관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

- 프랑스의 Exocet 대한 판매원칙은 불변임을 재확인
- 현재 동 유도탄은 1975년 후반기 생산될 단계임. 한국에 대한 인도는 Air Bus 구매에 관한 합의가 타결
된 후가 될 것

5. 외무부는 1975.1월 주프랑스대사에게 상기 유도탄 구입 총 소요자금의 70%를 차관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한 노고를 치하함.
 down payment에 대한 민간차관도 1975.2.15.까지 도입이 실현되도록 요망

6. 외무부는 1975.2.24. 주프랑스대사에게 상기 유도탄 도입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데 대해 사의를 전달함.
 주프랑스대사는 2~3월 중 차관도입 협상, 사업계약 서명 등에 협조하고 관련 사항을 수시 보고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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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지 않아 당혹하고 있으므로 동 건 조속 타결되도록 조치하라고 훈령함.

태국 정세,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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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7.10.20. 태국에서 무혈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바, 동 쿠데타로 헌법이 폐기되고 국회가 해산됨.
 신정부 구성

- 1977.11.10. 임시헌법 공포, 11.13. 신내각 구성
 국회 구성

- 1977.11.16.임명직 의원 360명으로 국회 구성
 Kriangsak 수상은 1977.12.1. 국회 본회의에서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기조연설을 행함.
1708

2. 태국의 신정부는 인접 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
 베트남 외무장관이 1978.1.9.~12. 태국을 방문함.

- 양국 간 관계개선 합의
- 1978.4.19. 초대 주태국 베트남대사 부임
 태국 외무장관은 1978.1.30.~2.2. 캄보디아를 방문함.

- 양국 간 관계 개선 및 대사급 외교사절을 교환키로 합의, 양국 간 통상 재개 합의
 태국 수상과 미얀마(구 버마) 수상은 1978.5.11. 미얀마 랑군에서 회담을 함.

- 양국 국경안전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우호증진 문제 토의
 태국 통상사절단이 1978.5.31.~6.3.베트남을 방문함.

- 5천만 달러 상당 곡물 등의 대베트남 수출 협의
- 태국은 50만 달러 상당 석탄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키로 함.
 태국·인도·인도네시아 3국은 1978.6.22. 인도양 영해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캄보디아 외무장관은 1978.7.14.~17. 태국을 방문함.

- 태국-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의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
- 대사급 외교사절의 조속한 교환 합의

3. 주태국대사관이 주재국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수한 태국 공산당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1978.8월분)가
수록됨.

경무대와 주New York 총영사관 교환문서,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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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1~12월 경무대와 주뉴욕총영사관 간에 지시,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요소 비료공장 설립 계약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2. 뉴욕 한국 무역센터 개관
 한국 제품 도·소매
 샘플과 다른 품질 불량 문제 등 제기됨.

 Dulles 국무장관의‘How the USA is helping Asia’제하 연설

4. 미·한협회, 휴전 이후 한국의 발전상 홍보
5. 공산주의자 등 입국 막도록 비자 발급 철저 지시
6. 세계무역박람회 참가 계기 NYT 한국 특집 보도 협의
7. Art Treasure from Korea(Time지 특집보도) 배포
8. 한국 관광 증진을 위한 관광 안내 책자 제작 배포
9. Handbook of Korea 개정판 발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책의 내용, 제목 등 사전 재가

10.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에서 한국 예술품 전시회 개최
11. 한국 현대미술 전시회 개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Far East American Conference 회의 결과 보고

1709

12. Korea Perspective 영화 상영
13. 광복절 축하 리셉션 개최
14. Bando Beauty Salon을 미국인 업자에게 임대 추진
1710

15. 월별 공관 회계 보고
16. 한국 학생연맹의 미국 내 동향 보고
17. Korea Student Association의 미국 내 활동 지원 확대 건의

경무대와 주미국 대사관 교환문서(접수). 전3권.
V.1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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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대사, 1960년 미 국방부의 대한국 원조계획 탐문 보고(국방부 관리로부터 입수)
 국방 지원: 215백만 달러
 군사 지원 프로그램: 201.9백만 달러
 기술적 지원: 7백만 달러

2. 주미대사, 미국 농업차관을 면담하고 한국에 대한 PL480 원조 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 입장 설명
 당초 한국 요청대로 5천만 불 지원 약속

 대한국 장기원조 프로그램의 필요성
 공산군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병력이나 군비를 축소하는 것은 한국에 큰 위험을 초래
할 것임.

4. ‘재일교포 강제북송 반대 국민위원회’ 명의 메시지를 워싱턴 주재 각국 대사관에 송부
5. 유엔 총회 의장에게 보내는 이기붕 국회의장 명의의 재일교포 강제북송 부당성에 관한 공한 전달
6.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상·하원 국정연설문 보고
7. 주요 언론 보도, 미국 의회 회의록, 미 국무부 Bulletin 등 정기보고
8. 국가보안법 국회 통과 관련 주미대사관 Press Release
9. 주미대사, 경향신문 폐간 관련 건의
 경향신문의 잘못은 크지만 미국 언론이 한국을 비판하게 되면 미국 의회로부터의 대한국 부정적 반응을
막기가 어렵게 될 것이 우려됨.

10. 한국·브라질, 한국·덴마크 외교공관 상호 개설 합의 보고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주미대사, Draper Committee 회원들 한국 방문에 앞서 한국 입장 설명

1711

11. 제3차 세계기상학회에 북한의 참석이 허용되지 못하도록 교섭
 주미 태국, 아르헨티나 대사관 등 우리 입장 지지 사전 통보해 옴.

12. Diplomatic Magazine에 3·1절 특집 게재
1712

13. 한국 예술품 전시회 개최(L.A.)
14. NYT, Miss Pearl Buck이 한국 고아들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발언한 데 대한 주미대사의 반박문 게재(2.5.)
15. Richmond 시장, 동 시 주재 한국 명예영사 임명 요청
16. Kim Sisters(가수), 미국인들에게 큰 인기 얻고 있음을 보고
 Columbia Records사와 5년 계약 등

17. 이 대통령 생일기념 대사관 휴무 및 교민, 유학생 초청 리셉션 개최 보고

경무대와 주미국 대사관 교환문서(접수). 전3권.
V.3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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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유찬 대사의 재일교포 강제북송 관련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호소문 문제
 호소문 관련 양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요지(11.5.)

- 제가 재일교포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미국의 교회들에게 미 국회의원들과 국무부에 편지를 보내
자신들의 견해를 밝혀 줄 것을 호소한 것이 국무부을 불쾌하게 한 것 같음.
- 저의 호소는 많은 사람들의 재난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렇지만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음.
 대통령비서실의 전언(외무부차관의 건의 내용을 양 대사에게 통보)

 이 대통령에게 보낸 양 대사의 건의(11.12.)

-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Herter 국무장관에게 다음 요지의 서한을 보내 줄 것을 건의
 양 대사가 미 국무부을 불쾌하게 했다면 유감이나 양 대사가 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의 국민과
정부에 호소를 하였는지 이해하여 주기 바람.
 이 대통령이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양 대사의 감사 편지(11.19.)

- 대통령이 저에 대해 지지하여 주신 데 대해 감격하였고 대통령의 부하로서 대통령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여 노력하겠음.

2. 양 대사, Parsons 국무차관보와 한·일 관계 협의(12.14. 및 12.29.)
 양 대사 언급 요지

- 재일교포가 입북하면 공산주의자들의 강요에 따라 잔류 재일교포들을 유혹하는 편지를 보낼 것이며,
계속 입북하는 젊은이들은 공산군에 투입되어 한국에 파병된 미군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임.
- 일·북한이 Guide Book의 2개 조항을 변경하여 순진한 재일교포들을 북한으로 가도록 협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의 고향은 한국임.
- 미 국무부이 이들의 북송을 막지 않은 것은 잘못임.
 Parsons 차관보 언급 요지

- 일본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재일교포 가족당 1,500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들었음.
- 이와 같은 지원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 재일교포가 한국으로 귀국하고 공산주의의 선동이 중단되기를
바라고 있음.

3. 한·미, 유엔 본부에서 공산권의 대한국 선전공세에 대한 사전 대비책 협의
 조 외무부장관, 양 대사, 주유엔 미국대표, 주한 미국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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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대사가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라며,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면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강제북송
문제에 관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유엔 총회 한국 문제 관련 UNCURK(유엔통일부흥위원단) 보고서
 한국 문제 결의안 표결 결과: 찬성 53, 반대 9, 기권 17

5. 이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생일 축전 및 선물 송부
1714

6. 미국 적십자사의 한국 지원계획 보고
 적십자사 추가 1만 달러, 청년적십자사 5천 달러, 장난감·칫솔 등 2,500박스

7. 미 육군장관 방한 예정 보고(1960.1.14.~17.)
8. 주미대사관 통해 전달된 대통령 및 프란체스카 여사 편지 수신자 명단
9. 주한 UN 및 대사관 직원에 대한 관광객 환율 적용 문제 보고
10. 제4차 미국 세계박람회(뉴욕) 및 국제무역박람회(시카고) 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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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의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협정 이행과 관련한 1966년 중 주요 교섭 결과임.
1. 주일대사의 이시이 법무대신 면담(1966.10.18.)
 주일대사의 요청 사항

 법무대신 답변

- 제반 요청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언명함.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관련 문제 협의를 위해 월 1회 또는 격월제로 법무성과 주일한국대사관 간의
협의회 개최를 제의함.

2. 협정상 영주허가 신청 및 허가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주일대사의 교섭 결과 보고서(1966.12.12.)
 전반적으로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 중임.
 일본 측에 대해 협정 제126조 해당 협정영주권 자격자들에 대한 재조사 없는 계속적인 거주권 인정 및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협정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일차적으로 요청하고 동 영주권 부여 불가 시 일반영주권 부여를
요청 중인바, 재일교포들의 관심도 본 사안에 집중되어 있음.
 일본 측은 협정상 1945.8.15. 이전부터 일본 내 계속 거주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사실 조사의 생략도
불가능함을 이유로 한국 측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임.
 본 사안은 협정영주권 허가 신청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정치적
교섭에 의해 대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원칙이 합의되고 동 합의를 기초로 특별법 제정 또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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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의 정정 또는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대신이 일단 취득한 한국 국적은 조선(북한)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의회에서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고, 최근 법무성이 접수한 10여 건의 조총련계 인사들의
국적 정정 신청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청함.
- 협정상 일반영주권 허가 신청이 부진한 것은 일본 측의 과도한 심사에 기인함을 지적하고 심사 기준의
완화 및 신청부터 허가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함.
- 약 22,000명으로 추산되는 특별체류자가 일본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영주 허가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 및 동 요청의 수락이 어려울 경우 특별체류자에 대한 자동적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요청함.
- 특별체류자의 재입국 허가 제한 완화, 동인들의 본국 유학 목적의 재입국 허용 및 영주권자의 제3국
유학 입국 허가 기한의 최소 4년으로의 연장 조치를 요청함.

재미국 한국학자 북한 방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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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1980.7.11. 외무부 정무차관보를 면담, 북한의 조국통일전선이 한국계 미국
학자들을 평양 방문 초청한 사실을 국무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한바, 외무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조치함.
 주미대사관 직원이 1980.7.15. 미 국무부 담당관을 접촉함(동 담당관 언급 내용).

- 동 건에는 가족 재회라는 인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설득 전망이 의문시
- 미국법상 동 초청대상자의 성명을 밝힐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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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대사관이 초청 대상자를 비공식으로 파악함.

- 김웅택(Dexel Univ.) 등 5~6명 재미 한국계 정치학자들이 방북 초청됨.
 외무부는 1980.7.28. 주미대사관에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지시함.

- 관련 초청대상자에 대한 개별접촉 설득으로 북한 방문을 최대한 저지(일부는 방북 포기)
- 동 대상자 중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자는 정부초청으로 방문 추진
 주미대사관은 미국 정치학회 총회 기간 중 1980.8.29. 재미 정치학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함.

- 재미 정치학회 회원 60명, 한국관계 발표학자 10명 등 초청

2.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문제에 관심이 있는 미국인 모임인 Korean Luncheon Club은 1980.11.18. 신인섭
교수(American Univ.)의 북한 방문 소감 발표회를 개최한 바, 동 교수의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방북 경위 및 면담 인사

- 조국통일전선 초청에 따라 1980.10.24.~11.7. 개인 자격으로 방문
- 김일성대학 부총장, 김일성대학 교수 수 명, 고위 당간부 면담
 북한에 대한 인상

- 엄격히 규제된 사회이며 빈부 차이가 거의 없음.
- 북한이 남한보다 더 한국적이라는 인상을 받음.
 한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

- 매우 부정적이며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임.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

- 미국 비난은 많이 하나 대미 관계 개선을 강력히 희망함.
- 미국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음.

베트남 잔류 동포 및 이산가족 출국, 19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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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 월맹군의 1975.5월 사이공 함락 이후 베트남 내 한국 교민(억류 공관원 3명 제외) 및
베트남인 배우자, 자녀 등 이산가족 현황임.
1. 이순흥 재베트남 교민회장은 잔류 교민, 이산가족들의 출국 동향 등을 주태국대사관에 수시로
알렸으며, 1978.4.26.에는 베트남 당국이 가까운 장래에 ICRC(국제적십자사)가 주선한 항공기 편으로
잔류 한국 교민 전원을 강제 출국 조치할 것임을 통보해 왔다고 주태국대사관에 알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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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파악되지 않음.
3. 이 회장은 1978.12.14. 베트남 당국이 12.9. 및 12.12. 잔류 교민 7명에 대한 이민국 소환 조치를 통해
다음 내용을 통보하였음을 주태국대사관에 알려 옴.
 베트남에 잔류 중인 모든 외국인에 대한 1978년 말 이전 출국 조치 계획에 따라 환자 1명을 제외한 한국인
5명에 대한 12.21. 출국을 명하며 가족 동반은 불허함.
 이 회장을 포함한 은행 채무자 2인은 행정적인 수속 조치 후 별도로 12.28. 출국함.
 잔류 가족들은 출국사증 심사 후 단계적으로 출국함.
 동 출국 조치는 한국인뿐 아니라 인도, 프랑스, 미국 등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임.

4. 1979.2.15. 현재 잔류 교민 및 이산가족 현황임.
 수감 민간인 2명, 미확인 3명, 사이공 거주 11명 등 16명
 교민회에 등록된 베트남인 배우자, 가족 등 85명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1978.9.12. 현재 잔류 교민 23명 중 18명은 사이공에 거주하며 3명은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2명은

이순흥 베트남 잔류동포회장의 보고,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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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흥 재베트남 교민회장은 공산 월맹군의 1975.5월 사이공 함락 이후 베트남에 잔류하면서
여타 잔류 교민 보호 및 출국 지원, 억류 공관원 신변 관련 정부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한바,
동 회장의 1980년 중 주요 활동 내용임.
1. 이순흥 회장의 주요 활동 현황
 이 회장은 1965년 이래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중 1975년 베트남 적화 이후 재베트남 교민회장직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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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교민 보호 및 출국 업무를 지원한바, 105회에 걸쳐 교민 실태(현재 6명 잔류 중)에 관해 주태국대사관
등을 통해 보고함.
 동 회장은 억류 중인 공관원에 대한 85회의 차입품 지원, 11회의 억류 공관원 면담을 통한 동인들의 건강 및
신변 등에 대해 65회에 걸쳐 정부에 별도로 보고함.

2. 정부의 관련 조치
 정부는 1980.5월 주태국대사에 대해 이 회장이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위험 부담을 피해 공식 경로를
통해 출국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고 6월 관련 경비 7,087.50달러를 전달함.
 정부는 8월 베트남 주재 프랑스 총영사관 직원의 협조로 동 회장에 대해 합법적 잔류 방안을 강구하되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한 공식 출국 노력을 병행하여 모색하는 한편 여타 교민 및 이산가족 철수 문제에 대해
서는 제반 여건상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서류가 완비되는 대로 개별적
으로 출국하도록 권고하는 요지의 서한을 회신함.
 동 회장의 10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앞 서신에 대해 외무부장관은 억류 공관원의 4월 석방과
관련한 동 회장의 기여, 잔류 교민 및 베트남인 가족들의 출국을 위한 노고를 치하하고 정부가 동인의 출국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임을 회신함.
 정부는 11월 태국 주재 프랑스대사관을 경유한 연락을 통해 이 회장이 조속히 출국하여 현지 사정을 정부에
설명하고 여타 교민 출국 문제는 개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베트남 당국에 설득하도록 권고함.
 이 회장은 12월 베트남 정부의 출국 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잔류 교민 및 베트남인 이산가족들의 출국 실현이
전망되며 자신은 동인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마친 후 1981.3월 전에 출국 예정임을 회신함.

재일본 반한 단체,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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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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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 김대중 복권과 구출운동을 추진하던 인사 100여 명이 동경의 중국 음식점에서 모여 ‘김대중
구출 대책 위원회’를 정식 해산시키고 동시에 한민통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임 한민통 의장을
선출함.
 동 위원회 해산은 김대중의 공민권 회복, 정치적 자유 회복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신임 한민통 의장 선출로 김대중이 한국에서 반국가 단체로 되어 있는 한민통 의장에서 직위 해제 된 바,
이는 김대중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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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4.18. 기자회견을 통하여 ‘통혁당 일본 대표부’ 설립을 선언함.
 기자회견 요지

- 통혁당 중앙위의 위임에 따라 일본 대표부 설립을 선언
- 통혁당 일본 대표부는 조총련과 형제 관계이며 조선 노동당과는 형제당 관계
- 통혁당은 한국 혁명의 정치적 참모부로 성장
- 대표(조범식), 부대표(변태성, 김탄웅), 대변인(한수미)
 평가

- 북한의 대남 공작의 일환이며 통혁당 존재의 대외적 선전이 목표

3. 1980.5월 계엄령 확대, 광주사태 등 국내 사태와 관련한 일본 내 반한단체 동향은 다음과 같음.
 조총련

- 각종 전단을 살포하고 집회, 시위 등을 빈번히 개최, 일본 사회 내에서 한국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책동을
강화
- 특히, 1980.5.30. 약 5,000명을 동원한 대규모 반한집회를 개최
 한민통

- 광주사태 이후 특히, 1980.6월 들어 집회, 시위, 전단 살포 등 활동 극렬화

4. 주일본대사관이 1980.7월 보고한 재일 전남 출신 교포 동향은 다음과 같음.
 재일 전남 출신 교포들의 조직적인 반정부 활동은 없으며 재일 교민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에도 지역감정이
노출된 바 없다고 함.
 
‘대부분의
전남출신 교포들이 반정부적 언동을 자행하고 있다’
함은 일부 불평분자의 언행을 과장한 것으로
사료된다 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일본에서 ‘통혁당 재일 한국인 연대’를 결성(1975.4월)하여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사 4명이

미국 내의 반한 활동,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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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1과/교민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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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시카고 지역 거주 반정부 인사들은 1974.4.19.과 4.20. 각각 4.19 기념 예배와 기념식을 개최함.
 기념 예배(4.19.)

- 약 100여 명 참석
-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선언문이 배포되고 민주주의 이론과 관련한 비교적 온건한 내용의 설교
 기념식(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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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5명 참석
- 대부분의 연사들은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을 비판, 일부는 민주주의 부활 투쟁 선동

2. 주상파울루총영사는 1974.5월 일부 극소수 교포 인사들에 의해 반정부 신문이 배포되고 있으며, 동
반정부 신문의 배포를 중지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함.
3. 주시카고총영사는 1974.6월 불온 전단 부착사건의 범인(Samuel Choi)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훈방되었다고 보고함.
 동 총영사관은 상기 사건의 자금 출처 등에 관해 강력한 수사를 경찰당국에 요청함.

4. 미국 하와이 대학 내의 급진파 학생들은 1974.7월 'Hawaii Committee for Free South Korea'를 결성
하고 민청학련사건 등과 관련한 반한 시위, 비난성명 배포 등의 활동을 전개함.
 1974.7월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앞 시위를 3차례 주도함.
 1974.7월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를 강력히 비난하는 하와이대 학생회 명의 결의문을
작성·배포함.

생산연도
생 산 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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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외교일지
| 1985년 |
1.1.

 한민국 특정수출제품의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 간의 협정 소급발효(1985.1.15. 서명,
대
외무부고시 107호)

1.1.

주니제르대사관 개설

1.1.

1984년 국제사탕협정(ISO) 한국 가입(외무부고시 106호)

1.4.

이경훈 제4대 주시에라리온대사 신임장 제정

1.4.

함태혁 제8대 주튀니지대사 신임장 제정

1.4.

윤석헌 주프랑스대사 일시귀국
- 1984.12.11. 프랑스 주재 북한대표부의 승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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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창화 제3대 주과테말라대사 신임장 제정

1.7.

김이명 제3대 주스리랑카대사 신임장 제정

1.7.~11.

제40차 CCC(관세협력이사회) 화학자위원회 회의(Brussels)

1.8.~14.

제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해운·운수·통신위원회(Bangkok)

1.9.

한·포르투갈 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1984.6.16. 서명, 조약 856호)

1.9.~24.

제75차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Geneva)

1.11.

강영훈 주교황청대사 신임장 제정

1.13.~20.

이규현 주노르웨이대사 겸임국 아이슬란드 출장

1.14.~18.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1차산품 상설 소위원회(Geneva)

1.15.

북한·그레나다 외교관계 단절

1.16.~17.

제4차 한·미국 철강회담(서울)

1.16.~20.

Chretien, Jean 캐나다 하원의원(전 부수상 겸 외상) 방한

1.17.

이두복 제2대 주모리타니대사 신임장 제정

1.17.~19.

캐나다 하원의원단 방한
- 단장: Wilter, Andrew 의원

1.18.~24.

황병준 국회의원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세계자유의날 대회 참석차)

1.19.

북한·코트디브아르 외교관계 수립

1.19.~2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이집트 방문

1.19.~22.

Bodstroem, Lennart 스웨덴 외상 방한

1.19.~29.

김복신 북한 부총리 동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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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 제8대 주제네바대사 신임장 제정

1.22.

한·스웨덴 간의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 협정 서명, 발효(조약 857호)

1.22.~25.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유고슬라비아 방문

1.22.~27.

Barnechea 페루 제1야당 외무위원장 방한

1.23.

박남균 초대 주말라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23.~2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교통·체신장관회의(Bangkok)

1.23.~26.

Smit-Kroes, Neelie 네덜란드 교통상 방한

1.24.~26.

한·일본 자원전문가회의(부산)

1.2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855호)

1.26.

김현진 제3대 주레바논대사 신임장 제정

1.26.~2.1.

 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SNPA(최후진국 지원을 위한 고위대표 회의)
E
(Bangkok)

1.28.~30.

제19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이종휘 수산청 차장 / 사이토 다츠오 수산청 차장

1.29.~31.

제9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특별 총회(Washington, D.C.)

1.29.~2.1.

D’
Ornano, Paul 프랑스 상원의원 방한

1.30.~2.3.

Obasi, Godwin O. P. WMO(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방한

1.31.~2.3.

Portela Marcilio, F. 브라질 하원의장 방한

1.31.~2.7.

EMF(유럽경영협의회) 세계 경제지도자 회의(Davos, 스위스)

2.4.~5.

제8차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서울)
-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 Kelleher, James 대외무역장관

2.4.~7.

Sommaruga, Cornelio 스위스 경제성 국무상 방한

2.4.~7.

Gomez, Alvaro 콜롬비아 상원의원 방한

2.4.~9.

강석재 주케냐대사 겸임국 모리셔스 출장(주모리셔스대사관 개설 협의차)

2.4.~3.15.

제41차 유엔 인권위원회(Geneva)

2.6.

Puromies, Juha Paivio 초대 주한 핀란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6.~11.

Rikhye, Indar Jit International Peace Academy 총재 방한

2.6.~13.

제24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ALCC) 총회(Kathmandu, 네팔)
- 수석대표: 박수길 주모로코대사

2.11.~1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환경관계 각료급회의(Bangkok)

2.11.~20.

제31차 유엔 마약위원회 회의(Vienna)

17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22.

2.12.~14.

한·독일 항공회담(Bonn)

2.12.~14.

제5차 한·미국 철강회담(Washington, D.C.)

2.12.~17.

제4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특별집행위원회(Paris)

2.12.~22.

북한 경제 및 무역 대표단 소련 방문
- 단장: 최정근 무역부장

2.13.~17.

Thurmond, Strom 미국 상원 법사위원장 방한

2.14.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협정 가서명, 잠정 발효(1985.12.4. 발효, 외무부고시 115호)

2.14.

김영주 제10대 주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2.16.

한·감비아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859호)

2.16.~20.

Caceres, Roberto H. 주유엔 온두라스대사 방한

1724 2.18.~20.

한·이라크 항공회담(Baghdad)

2.18.~21.

최영철 국회의원 태국 방문(동남아 및 서태평양지역 보건개발 국제의원회의 참가차)

2.18.~24.

이봉서 동력자원차관 일본 방문

2.19.

문창화 주온두라스대사 신임장 제정(과테말라 상주)

2.19.~3.17.

 영호 체육장관 미얀마(구 버마) 및 중동 순방(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
연합국, 오만)

2.21.

Youssouf, Diagana 초대 주한모리타니대사 신임장 제정(북경 상주)

2.21.

문창화 주엘살바도르대사 신임장 제정(과테말라 상주)

2.21.

U Thein Aung 주한 미얀마(구 버마)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2.21.

Kleiner, Jurgen 제7대 주한 독일대사 신임장 제정

2.22.

유엔 비동맹 조정위원회(New York)

2.22.~3.14.

 1차 대카리브지역 관민 투자사절단 중미 순방(아이티, 자메이카, 파나마, 코스타리카,
제
온두라스, 벨리세)
- 단장: 박쌍용 외무부 본부대사

2.23.~25.

김성진 특사(과학기술처장관) 수리남 혁명기념일 참석(2.25.)

2.25.~3.1.

제3차 CCC(관세협력이사회) 감시위원회 회의(Brussels)

2.25.~3.5.

Jayewickieme 스리랑카 경작 산업장관 방한

2.26.~3.3.

경제사절단 카보베르데 방문
- 단장: 현희강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2.26.~3.11.

신기복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아주 순방(스리랑카, 인도, 바레인, 오만)
- 비동맹 외상회의 아국 지지 교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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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1.

구충회 주멕시코대사 겸임국 벨리세 방문(수교 교섭차)

2.28.~3.3.

김성진 특사(과학기술처장관) Sanguinetti, Julio M.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3.1.)

2.28.~3.6.

제18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Taipei)
- 수석대표: 김만제 재무장관 / Chao Yao Tung 경제부장

3.1.~3.

세계무역장관회의(Ludwigsburg, 독일)

3.1.~6.

Luns Joseph 전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방한

3.3.~18.

현희강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아프리카 순방(라이베리아, 자이르, 감비아)
- 비동맹 외상회의 아국 지지 교섭차

김좌수 제10대 주태국대사 신임장 제정

3.4.~8.

 5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문교 및 경제장관 회의
제
(Bangkok)

3.4.~11.

제9차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Brussels)

3.4.~11.

 6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제
회의(Paris)

3.6.~7.

제5차 한·일본 대륙붕 공동위원회(동경)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 아리다 다츠오 아시아국 심의관

3.6.~10.

Moreno 파라과이 외무성 법률고문 방한

3.10.~12.

Pfeffer, Franz 독일 외무성 정무차관보 방한

3.10.~19.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Neves, Tancredo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3.11.~15.

아프리카 긴급 상황에 관한 제네바 국제회의(Geneva)
-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3.11.~15.

제1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식물 유전자원위원회 회의(Rome)

3.11.~16.

MacGibbon, David J. 호주 상원의원 방한

3.11.~16.

Stackelberg, Freiherr 독일 연방 최고법원 변호사 협회장 방한

3.11.~4.4.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Kingston, 자메이카)
- 수석대표: 박민수 주자메이카대사

3.12.

서경석 제8대 주칠레대사 신임장 제정

3.12.~13.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 생산·수출국 회의(Bangkok)

3.12.~14.

강성산 북한 총리 Chernenko 소련 공산당 서기장 장례식 참석

3.12.~28.

제13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COI) 총회(Paris)
- 수석대표: 권인현 주프랑스공사

3.12.~28.

제1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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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13.

 ·아이티 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1984.7.26. 서명, 조약
한
858호)

3.14.~17.

스노베 료조 일한 문화교류 연락위원장 방한

3.14.~23.

아주·미주지역 공관장 회의(서울)
- 이원경 외무장관 주재

3.15.~17.

아시아·태평양 무역회의(동경)
-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3.15.~18.
3.17.~21.

Naik, Niaz A. 파키스탄 외무차관 방한
Jelinek, Otto 캐나다 체육장관 방한
- 한·캐나다 체육교류협력 양해각서 서명

3.18.~29.
1726 3.19.~28.

3.19.~29.

제30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Geneva)
손수익 교통장관 아주 순방(태국, 스리랑카, 대만(구 자유중국))
제41차 유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Bangkok)
- 수석대표: 손수익 교통장관

3.19.~29.

제4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성인교육회의(Paris)

3.20.~22.

Armacost, Michael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 방한

3.22.~28.

중국(구 중공) 어뢰정 영해 침범사건

3.23.~29.

박성철 북한 부주석 헝가리 방문

3.24.~27.

최동규 동력자원장관 핀란드 방문

3.25.

한국, 제8차 남북적십자본회담 5.15. 서울 개최 제의

3.25.

한국, 제2차 남북경제회담 4.18. 개최 제의

3.25.~31.

제73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및 제136차 이사회(Lome, 토고)

3.25.~4.1.

아르헨티나 상원의원단 방한
- 단장: Trilla 예산·재무위원장

3.26.~4.1.

Al-Thani, Sheikh Suheim Bin Hamad 카타르 외무담당 국무상 비공식 방한

3.27.

 ·일본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
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08호)

3.27.~4.1.

소련 및 동구권 피겨스케이팅 선수단 방한(시범 경기차)

3.27.~4.2.

Abadi, Firouz 이란 국토개발차관 방한

3.28.~4.2.

Piavano, Giuseppe 이탈리아 국방차관 방한

3.31.~4.4.

Bartlett, Edmund 자메이카 청년지역개발장관 방한

1971
3.31.~4.6.

Erhard, Benno 독일 법무차관 방한

4.1.~4.

Hellstrom, Mats 스웨덴 대외무역상 방한

4.1.~10.

구주·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공관장 회의(서울)
- 이원경 외무장관 주재

4.3.

제6차 한·스웨덴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4.4.

북한, 제8차 남북적십자본회담 5.28. 서울 개최 제의
- 한국, 북한 제의 수락

4.4.

북한, 제2차 남북경제회담 5.17. 개최 제의
- 한국, 북한 제의 수락

Abaza, Mohamed 이집트 전력에너지장관 방한

4.7.~10.

Fabius, Laurent 프랑스 수상 방한

4.7.~13.

Zeidler, Wolfgang 독일 헌법재판소장 방한

4.8.~11.

Murkowski, Frank H.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 및 태평양 소위원장 방한

4.8.~13.

제11차 다자간섬유협상(MFA) 개발도상국 Workshop(Mexcico City)
- 수석대표: 선준영 주제네바공사

4.8.~19.

제7차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신국제경제질서(NIEO) 실무위원회(New York)

4.9.~13.

Leenhardt, Yves 프랑스 해군참모총장 방한

4.10.~11.

비동맹 여성회의(New Delhi, 인도)

4.10.~12.

Kosol Krairiksh 태국 상무장관 방한

4.10.~14.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인도 방문(비동맹 조정위원회 특별 외상회의 참석차)

4.10.~19.

제13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Geneva)

4.11.~23.

장선섭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수교 교섭차)

4.12.~13.

주일본지역 총영사회의(동경)

4.12.~16.

Lubbers, Ruud 네덜란드 수상 방한
- Van den Broek, Hans 외무장관 수행

4.12.~18.
4.12.~21.

미얀마(구 버마) 경찰간부단 방한
제34차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총회(Auckland, 뉴질랜드)
- 수석대표: 하대돈 한국관광공사장

4.13.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개설(상무관실에서 승격)
- 5.14. Moser, Peter 초대 주한오스트리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4.14.~17.

Phisan, Moolasartsathorn 태국 내무차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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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4.15.

제2차 한·일본 외교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 아사오 신이치로 외무심의관

4.15.~18.

한·스페인 항공회담(서울)

4.15.~26.

 1차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국제금융리스 및 국제팩토링 협약 준비 정부
제
전문가회의(Rome)

4.16.~29.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소련, 폴란드 방문

4.17.~19.

제3차 UNV(유엔봉사단) 자문회의(Geneva)

4.17.~20.

Caputo, Dante Mario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4.17.~20.

Gol, Jean 벨기에 부수상 겸 대외무역장관 방한

4.18.

한·중국(구 중공) 간 선박 충돌사건 발생
- 7.1. 양국 선박회사 배상문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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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제11차 한·벨기에 민간 경제협력위원회(서울)

4.18.~21.

비동맹 조정위원회 특별외상회의(New Delhi, 인도)

4.18.~22.

Stanier, John 영국 육군참모총장 방한

4.18.~27.

Lew Yen Tai 수리남 헌병 사령관 방한
- 국제군인체육이사회(CISM) 참석차

4.19.

1972년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CCC 협약) 한국 가입(조약 854호)

4.19.

노창희 제3대 주나이지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4.19.~23.

Arrindell, Clement A. 세인트키츠네비스 총독 방한

4.19.~25.

Daffe, Balla Moussa 세네갈 과학기술상 방한

4.20.~27.

제40차 CISM(국제군인체육이사회) 총회(서울)

4.22.~25.

비동맹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Bandung, 인도네시아)
- 이세기 국토통일원장관 참석

4.22.~26.

제10차 유엔 팔레스타인 문제 세미나(북경)
- 수석대표: 이시영 주유엔공사(우리나라 외교관의 최초 중국(구 중공) 입국)

4.22.~30.

 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회의
제
(Geneva)

4.22.~5.1.

Flosse, Gaston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자치정부 수반 방한

4.23.~28.

Thorsteinsson, Petur 주한아이슬란드대사(아이슬란드 상주) 방한

4.24.~26.

제1차 한·바레인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 / Al-Hamar 재무기획성 차관보

1971
4.24.~29.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 이원경 외무장관 수행

기니 체육사절단 방한

4.25.

Roth, William 미국 상원의원 방한

4.25.~29.

제20차 ECA(아프리카경제위원회) 총회(Addis Ababa, 에티오피아)

4.25.~30.

여성·인구 및 개발에 관한 지역회의(북경)

4.25.~5.1.

Asfour, Zuhair Shawkat 한·요르단 친선협회장 방한

4.25.~5.2.

Tovua, Paul 솔로몬아일랜드 외상 방한(제4차 PECC 총회 참석차)

4.28.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조약 860호)

4.28.~5.1.

Ormachea Penaranda, H. 볼리비아 상원의원 및 Ormachea M., Antonio 하원의원 방한

4.28.~5.1

Harris, Stuart F. 호주 외무차관 방한

4.28.~5.1.

구충회 주멕시코대사 벨리세 방문(수교 교섭차)

4.28.~5.4.

한·독일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방한
- 단장: Spilker, Karl-Heinz 회장

4.29.

김이명 주몰디브대사 신임장 제정(스리랑카 상주)

4.29.~30.

제1차 한·아르헨티나 이주관계 실무회의(Buenos Aires)
- 수석대표: 장명하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4.29.~5.1.

제4차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총회(서울)

4.29.~5.2.

Dawkins, John 호주 통상장관 방한(제4차 PECC 총회 참석차)

4.29.~5.10.

제8차 UNCHS(유엔인간정주위원회) 총회(Kingston, 자메이카)

4.30.

 ·독일 간의 한국표준연구소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 측정체계 향상에 관한 약정
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09호)

4.30.~5.2.

제1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Bangkok)
- 수석대표: 김만제 재무장관

4.30.~5.3.

기베 요시아키 일본 건설대신 방한

4.30.~5.8.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인도·태평양지역 위성통신 운용 대표자 회의(서울)

5.1.~7.

Brunner, Edouard 스위스 외무성 국무상 방한

5.2.~4.

제11차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Bonn)

5.2.~7.

Diaz Carrasco, Eduardo 한·칠레 문화협회장 방한

5.3.~6.

Cuyas, Roma 스페인 체육국무상 방한

5.4.~11.

제14차 IAPH(국제항만협회) 총회(Hamburg,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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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0.

5.5.~8.

Carlos Pugliese, Juan 아르헨티나 하원의장 방한

5.6.~7.

제23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5.6.~8.

제17차 한·미국 연례 안보협의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윤성민 국방장관 / Weinberger, Casper W. 국방장관

5.6.~10.

Zia Ul-Haq, Mohammed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
- Yaqubkhan, Sahadzada 파키스탄 외무장관 수행, 문화협정 등 서명(5.9.)

5.6.~22.

제38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Geneva)
- 수석대표: 이헌기 보건사회차관

5.7.~8.

제39차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이사회(Rome)

5.7.~9.

제1차 한·카타르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민수홍 외무부 중동국장 / Abdullah H. Salatt 재무·석유성 석유국장

1730 5.7.~11.

5.7.~11.
5.8.~10.

박성철 북한 부주석 및 오극렬 총참모장 소련 방문
Imbot, Rene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 방한
제21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회(Brazzabil, 콩고)
- 수석대표: 이강수 한국은행 부총재

5.9.

한·파키스탄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1986.10.27. 발효, 조약 905호)

5.9.

한·파키스탄 간의 문화협정 서명(1986.8.27. 발효, 조약 901호)

5.9.

한·파키스탄 간의 사증면제 협정 서명(1985.6.8. 발효, 조약 862호)

5.9.

 ·파키스탄 간의 경제·기술·과학 협력 및 무역 증진에 관한 협정 서명(1986.1.14. 발효,
한
조약 890호)

5.9.~11.

Turworth, Ian 호주 북부자치구역 수상 방한

5.10.~16.

Chang Reyes, Luis 페루 동력광산성 에너지담당 차관 방한

5.11.~13.

독일 Baden-Wurttemberg 주의회 의원단 방한

5.12.

제1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서울)

5.12.~15.

Shrestha, Kedar Bhakta 네팔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5.12.~16.

제18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총회(Auckland, 뉴질랜드)
-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부장관

5.12.~17.

Chandrachud, Yeshwant V. 인도 대법원장 방한

5.13.

Moser, Peter 초대 주한오스트리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5.13.~14.

제6차 한·핀란드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5.13.~14.

모리셔스 원조국 회의(Paris)

1971
5.13.~16.

Teran, Edgar 에콰도르 외상 방한
- 5.14. 한·에콰도르 문화협정 서명

5.13.~19.

이원홍 문화공보장관 일본 방문
- 5.15. 츠쿠바 만국과학박람회 한국관 개설 참석차

5.13.~22.

제3차 아시아지역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ASOSAI) 총회(동경)
- 수석대표: 황영시 감사원장

5.13.~31.

제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기술이전 행동규범 유엔회의(Geneva)

5.14.

Ahmed, A. K. N. 제5대 주한방글라데시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5.14.

한·에콰도르 간의 문화협정 서명(1986.6.18. 발효, 조약 880호)

5.14.~16.

제1차 한·수리남 합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 / Defares, Charles 상무성 무역담당대사

 hmad Shah 전 말레이시아 국왕 방한(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예선 한·말레이시아 1731
A
경기 참관차)

5.14.~24.

제13차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회(Nairobi, 케냐)

5.15.~18.

Fasi, Frank 미국 호놀룰루 시장 방한

5.16.~22.

Porte Petit, Jorge M. 멕시코 하원 해양분과위원장 방한

5.17.

제2차 남북경제회담(판문점)

5.17.~22.

El Cohen 모로코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5.18.

정해융 제4대 주바레인대사 신임장 제정

5.19.~23.

Monge, Luis A.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5.19.~25.

Amarasiri, M. Sirisena 스리랑카 통상해운장관 방한

5.19.~26.

Chirwa R. W. 말라위 의회 당사무총장 겸 무임소장관 방한

5.19.~27.

Van Agt, A. M. 전 네덜란드 수상 방한

5.19.~6.4.

 2차 대카리브지역 경제협력사절단 중미 순방(트리니다드토바고,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제
공화국, 바하마)
- 단장: 박쌍용 외무부 본부대사

5.20.~23.

제5차 PBNC(태평양연안국 원자력회의)(서울)

5.20.~23.

Kafe, Said 코모로 외무협력 및 대외통상장관 방한

5.20.~24.

제53차 국제수역사무국(IOE) 총회(Paris)

5.20.~26.

Burphy, James 라이베리아 건설장관 방한

5.21.

김상태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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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2.

5.21.~24.

 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농지개혁 및 농촌개발 세계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아시아·
제
남서태평양 정부 간 자문회의(Bangkok)

5.22.~27.

Miller, Walter G. T. 호주 외무성 부차관 방한

5.23.~24.

한·일본 무역실무자회의(동경)
-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 고토 도시오 외무성 아시아국장

5.23.~27.

프랑스 상원의원단 방한
- 단장: Luart, Roland 의원

5.24.

제9차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서울)

5.24.~28.

Del Valle, Alliende Jaime 칠레 외무장관 방한

5.25.~28.

Lummer, Heinrich 독일 서베를린 내무장관 방한

5.27.~30.

제8차 남북적십자본회담(서울)
- 실무 접촉 7.15. 개최 합의
- 제9차 본회담 8.27. 개최 합의(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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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7.

 7차 UN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ICSTD(개발을위한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 회의
제
(New York)

5.29.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서명(1986.1.29. 발효, 조약 875호)

5.29.~30.

한·뉴질랜드 어업회담(Wellington)

5.29.~31.

한·벨기에 해운회담(서울)

5.30.

이남기 제8대 주이탈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5.30.

한국, 유엔개발계획(UNDP) 집행이사국 피선

5.30.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서울)
- 금진호 상공장관 / Dawkins, John 무역장관
- PECC 회의 참석차 방한 중 비공식 회담

5.30.~6.2.

Ramirez Ocampo, Augusto 콜롬비아 외무장관 방한

5.30.~6.21.

금진호 상공장관 일본 및 구주 순방(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5.31.

한·콜롬비아 간의 무역협정 서명(1986.12.10. 발효, 조약 915호)

6.1.~6.

제90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동베를린)

6.2.~6.

Kibria, S. A. M. S. 유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방한
- 제1차 방콕 협정 확대 협상회의 참석차

6.3.

박동순 제4대 주요르단대사 신임장 제정

6.3.

이복형 제6대 주아르헨티나대사 신임장 제정

1971
 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
유
(방콕 협정)의 제1차 확대 협상회의(서울)

6.3.~7.

한·호주 어업회담(Canberra)

6.3.~8.

Bennett, William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 수상 방한

6.3.~9.

De Leon, Ponce 페루 집권 APRA 당 상원의원 방한

6.3.~13.

제3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1차산품위원회 특별회의(Geneva)

6.3.~21.

제18차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Vienna)

6.4.~8.

Udenhout, Willem A. 수리남 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

6.4.~28.

제32차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New York)

6.5.~8.

Hedda, Ali 튀니지 투자진흥청장 방한

6.5.~14.

제65/66차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Brussels)

6.6.~7.

한·파푸아뉴기니 어업회담(Port Mosby)

6.7.~11.

Basile Laieta Guissou 부르키나파소 대외관계협조상 북한 방문

6.7.~11.

Onguene, Marcelino N. 적도기니 외무장관 방한

6.7.~27.

제7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Geneva)
- 조철권 노동장관 옵서버로 참석

6.8.~10.

세계통상장관회의(Stockholm)

6.8.~30.

제55차 국제결제은행(BIS) 총회(Basel, 스위스)

6.9.~13.

Cismeros 미국 텍사스 주 세인트안토니오 시장 방한

6.9.~14.

Pattie, Geoffrey 영국 상공부 공업 및 정보·기술담당 국무상 방한

6.9.~15.

Arosemena 파나마 문화원장 방한

6.9.~23.

어업협력 교섭단 중남미 순방(아르헨티나, 수리남, 브라질)
- 단장: 강영식 수산청장

6.10.

제2차 한·일본 유엔국장 협의회(동경)

6.10.

제5차 한·스위스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Zurich)

6.10.~13.

Siddhi, Savetsila 태국 외상 방한
- 6.11.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서명

6.10.~14.

Crespo V., Jorge 볼리비아 외무차관 방한

6.10.~14.

Kazagui, Jean-Claude 중앙아프리카 과학·기술 연구담당 특별보좌관 방한

6.10.~15.

제1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특별회의(Geneva)

6.10.~17.

U Saw Pru 미얀마(구 버마) 교통·체신장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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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6.10.~17.

De la Mata, Enrique LRCS(국제적십자사연맹) 총재 방한
- 6.10.~14., 북한 방문

6.11.

한·태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1985.8.27. 발효, 조약 867호)

6.11.~29.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행동 규범 제정회의(New York)

6.12.

제17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서울)

6.12.~14.

제9차 한·네덜란드 혼성위원회(Hague)
- 수석대표: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Baron Van Voorst tot Voorst, B. J. M. 경제성
    부차관보

6.12.~15.

조철권 노동장관 덴마크 방문

6.12.~16.

Becerra, Alvaro 페루 공업관광장관 방한

6.13.

한·필리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 발효(1983.2.3. 서명, 조약 863호)

1734 6.13.~21.

한국 내 인권 관련 미국 Helsinki Watch 대표단 방한

6.14.

유종현 주니제르대사 신임장 제정(코트디브아르 상주)

6.14.

한·영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864호)

6.15.

이시영 주기니비사우대사 신임장 제정(세네갈 상주)

6.15.~19.

Ershad, Hussain M.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6.16.~21.

Lien Chan(連戰) 대만(구 자유중국) 교통부장 방한

6.16.~22.

페루 APRA 당 하원의원 방한
- Carlos Franco Ballester, Jose Barba Caballero 의원

6.17.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츠와나 침공(6.14.)에 대한 외무부 대변인 규탄 성명 발표

6.17.~18.

제3차 한·프랑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Paris)

6.17.~20.

유엔 팔레스타인 문제 라틴아메리카지역 세미나(Georgetown, 가이아나)

6.17.~20.

Fraser, Malcolm 전 호주 수상 방한

6.17.~22.

Dissanayake, Gamani 스리랑카 국토개발장관 방한

6.17.~23.

Barba Caballero, Jose 페루 APRA 당 하원의원 방한

6.17.~28.

제87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Rome)

6.18.

우문기 제2대 주파푸아뉴기니대사 신임장 제정

6.18.

제3차 한·이탈리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Rome)

6.18.~22.

한·일본 의원연맹 회장단 일본 방문
- 단장: 권익현 회장

1971
6.19.~22.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De Camps Jimenez, Hatuey 대통령실 국무장관

6.19.~22.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동경)

6.19.~22.

Acland, Anthony 영국 외무성 사무차관 방한

6.19.~29.

박준병 민정당 의원 호주 방문

6.20.

제3차 남북경제회담(판문점)

6.20.~22.

이재형 국회의장 일본 방문

6.20.~23.

권인혁 주프랑스공사 소련 비공식 방문

6.21.~25.

나카기와 헤이다이유 일본 후쿠이 현 지사 방한
- 북평항과 일본 쓰루가항 간의 페리호 취항문제 협의차

국회 외무위원회 시찰단 남미 순방(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베너수엘라)

6.22.~26.

권영각 국방차관 이탈리아 방문

6.23.~26.

Coates, Robert C. 캐나다 하원의원 방한

6.23.~27.

Athulathmudali, Lalith W. 스리랑카 보안장관 겸 국방성 부장관 방한

6.23.~28.

Venkateswaran, A. P. 인도 외무성 동아시아담당차관 방한

6.24.~26.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사법공조회의(Hague)

6.24.~28.

Ahmed Bin Abdulnabi Macki 오만 상공차관 방한

6.24.~28.

Velasco, Gernimo Z. 필리핀 동력장관 방한

6.24.~7.10.

이재형 국회의장 구주 순방(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6.25.

노영찬 제5대 주포르투갈대사 신임장 제정

6.25.

1983년 국제 열대목재 협정 한국 가입(외무부고시 110호)

6.25.~28.

제54차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London)
- 수석대표: 최동진 주영국대사관 공사
- 북한 가입 권고 결정

6.25.~28.
6.25.~28.

오시마 야스시 일본 오사카 시장 방한
의원 친선사절단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문
- 단장: 윤길중 의원

6.25.~28.

Vieira, Joao Bernardo 기니비사우 대통령 방한

6.26.~29.

후지이 가쓰시 일본 자민당 외교조사회장 방한

6.26.~7.1.

Clark, Bud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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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3.

6.27.

제26차 IMO(국제해사기구) 기술협력위원회 회의(London)

6.27.~28.

제28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New Delhi, 인도)

6.27.~28.

제28차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집행위원회(New Delhi, 인도)

6.27.~29.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리비아 방문

6.27.~7.1.

 2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APCFS(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식량안보위원회) 회의
제
(Bangkok)

6.28.

제23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서울)

6.29.~7.5.

Langslet, Lars R. 노르웨이 문화과학상 방한

6.29.~7.10.

정호용 육군참모총장 구주 순방(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6.30.~7.2.

김찬회 산림청장 멕시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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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5.

Nicol, S.R. 시에라리온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방한
미국 의회 의원단 방한(CSIS 동북아 학술대회 참석차)
- 단장: McClure, James 상원의원

6.30.~7.8.

벨리세 투자사절단 방한
- 단장: Young, Henry 교육·교통·관광차관

7.1.~2.

제4차 한·미국 경제협의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 Wallis, Allen 국무부 경제담당차관

7.1.~3.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태국 방문

7.1.~12.

제16차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총회(Geneva)

7.3.

윤억섭 제8대 주프랑스대사 신임장 제정

7.3.~5.

Kissinger, Henry A. 전 미국 국무장관 방한

7.4.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861호)

7.4.~5.

한·나이지리아 해운회담(Lagos)

7.5.~12.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한·일본 법무차관 회담(동경)
- 수석대표: 김종곤 법무차관

7.6.

박영우 제4대 주수단대사 신임장 제정

7.6.~9.

Genscher, Hans-Dietrich 서독 외상 방한

7.7.~9.

박익주 국회 건설위원장 쿠웨이트 방문

7.7.~11.

Deaver, Michael 전 미국 대통령비서실 차장 방한

7.7.~12.

Noriega 파나마 군총사령관 방한

1971
7.8.

한·바하마 외교관계 수립(미국 겸임)

7.8.~9.

한·세네갈 해운회담(Dakar)

7.8.~9.

제18차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Kuala Lumpur, 말레이시아)

7.8.~12.

Harmoko 인도네시아 공보장관 방한
- 1985.7.9. 한·인도네시아 간의 언론 분야에서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7.8.~22.

제37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Burnmouth, 영국)

7.9.~13.

Wasiuddin, Khwaja 주유엔 방글라데시대사 방한

7.9.~18.

봉두완 특사(국회 외무위원장) 요르단, 수단 방문

7.10.

최동진 제6대 주케냐대사 신임장 제정

7.11.~12.

제1차 한·볼리비아 혼성위원회(La Paz)
- 수석대표: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 Crespo V., Jorge 외무차관

제1차 남북적십자본회담 실무 접촉

7.15.~17.

정호용 육군참모총장 케냐 방문

7.15.~18.

경제사절단 우루과이 방문
- 단장: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7.15.~25.

이원경 외무장관 아주 순방(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미얀마(구 버마))

7.15.~26.

유엔 세계여성회의(Nairobi, 케냐)

7.16.~17.

제3차 한·싱가포르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Singapore)

7.18.

한·말레이시아 간의 과학기술협력 협정 서명(1986.11.24. 발효, 조약 913호)

7.18.~19.

제2차 한·말레이시아 기술협력회의(서울)
- 수석대표: 박련 외무부 경제국장 / Dato Haji Ahmad Sarji 인사원 부원장

7.18.~21.

제21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회담(Addis Ababa, 에티오피아)

7.19.

제2차 남북적십자본회담 실무 접촉

7.19.

 ·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서명
한
(1986.8.31. 발효, 조약 884호)

7.19.~24.

Chambus, George 트리니다드토바고 수상 방한
- Mahabir, Errol Edward 외상, Mottley, Wendell 상공장관, Donawa Modavidson,
Muriel 지역개발장관 수행

7.21.~26.

제12차 세계법률가대회(Berlin)

7.22.~24.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섬유위원회(Geneva)

7.22.~25.

다케이리 요시카쓰 일본 공명당 위원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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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7.22.~26.
7.22.~26.

제14차 WTO(세계관광기구)/CAP(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Manila)
개발도상국 간의 특혜무역제도(GSTP) 각료회의(New Delhi)
- 수석대표: 최호중 상공차관

7.23.

한·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관계 수립
- 11.28.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 개설
- 12.20. 주동운 초대 주트리니다드토바고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7.23.

제1차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 제2차 예비접촉 합의 1985.9.25.

7.23.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1987.10.1. 발효, 조약 941호)

7.23.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 TC(직물위원회) 회의(Geneva)

7.23.~26.

제1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 Al-Haji, A. 국가기획성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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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8.

Fletcher, Norbert E. 그레나다 수상실 차관 방한

7.23.~8.13.

박세직 특사(총무처장관) 중남미 순방(페루, 파라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자메이카)
- Garcia, Alan 페루 대통령 취임식 참석, Paz Estenssoro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비동맹 정상회의 및 제40차 유엔 총회 아국 지지 교섭차

7.24.~28.

김이명 주스리랑카대사 몰디브 독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7.26.~27.

이원경 외무장관 일본 방문

7.26.~8.1.

박성철 북한 부주석 Garcia, Alan 페루 대통령 취임식 참석

7.28.~31.

Hutasoit 인도네시아 축산수산장관 방한

7.29.~8.1.

제14차 IOE(국제수역사무국) 아시아 및 대양주지역위원회 회의(Colombo, 스리랑카)

7.29.~8.5.

 l-Treiki, Ali Abdusalam 리비아 외상, Shukri, Muhammad O. 리비아 주택상 및
A
Mangoush 대수로사업위원장 방한(제1차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참석차)

7.30.~31.

한·일본 어업실무자회의(서울)

7.30.~8.2.

제1차 한·리비아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이원경 외무장관 / Ali A. TREIKI 외상

8.1.~8.

Ortner, Gustav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치담당국장 방한

8.2.~6.

Albornoz, Miguel 주유엔 에콰도르대사 방한

8.2.~18.

비동맹 교섭사절단 아프리카 순방(스와질랜드, 보츠와나, 코모로)
- 단장: 윤석헌 외무부 본부대사

8.3.~4.

한·태국 관민 합동 간담회(Bangkok)

8.5.~8.

Harper 가이아나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방한

8.5.~30.

제38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Geneva)

8.7.

이시영 제4대 주세네갈대사 신임장 제정

8.7.~9.

Walters, Vernon A. 주유엔 미국대사 방한

8.7.~18.

이상옥 특사(외무차관) 라이베리아, 가봉 방문
- 비동맹 교섭차

8.8.~12.
8.8.~13.

Ali Ahani 이란 외무성 정무국장 방한
제1차 한·카메룬 합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 Mahamat Paba Sale 외무차관

8.8.~9.13.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정지궤도 위성통신, 방송에 관한 WARC(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Geneva)

8.9.~10.

제2차 한·일본 과학기술협정 체결교섭(서울)

8.9.~14.

William P. Gramm 미국 상원의원(공화당, 텍사스 주) 방한

8.10.~13.

임명진 주베네수엘라대사 Bunham 가이아나 대통령 장례식 참석

8.11.~15.

Burton, Dan 미국 하원의원(공화당, 인디애나 주) 방한

8.11.~16.

Dymally, Mervyn 미국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 주) 방한

8.12.~15.

 재철 특사(정무장관) 코트디브아르 비공식 방문(시에라리온,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
순방의 일환)

8.12.~16.

Sutherland, Sir Douglas W. 호주 시드니 시장 방한

8.12.~17.

제1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Vienna)

8.12.~27.

정재철 특사(정무장관) 시에라리온,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방문

8.12.~9.4.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Geneva)
제4차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서울)
- 수석대표: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 고토 도시오 외무성 아시아국장

8.13.

이시영 주감비아대사 신임장 제정(세네갈 상주)

8.13.~15.

이상옥 외무차관 가봉 방문(특사 라이베리아, 가봉 방문의 일환)

8.13.~15.

한·벨기에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벨기에 방문
- 단장: 김종호 예산결산위원장

8.13.~19.

제4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인구위원회(Bangkok)

8.14.~15.

Crowe 미국 태평양지역 사령관 방한

8.14.~17.

야마구치 도시오(山口敏夫) 일본 노동장관 방한

8.15.

전두환 대통령,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천적 조치 촉구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8.13.

1739

8.15.

한·몰디브 간의 문화협정 발효(1984.10.31. 서명, 조약 865호)

8.16.~18.

Dole, Elizabeth 미국 교통장관 방한

8.16.~18.

미국 상원의원단 방한
- 단장: Dole, Robert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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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Goyen Alvez, Humberto Y. 주한 우루과이대사대리 부임

8.18.~21.

김종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쿠웨이트 방문

8.18.~23.

Renke, Marian 세계올림픽연합회(ANOC) 사무총장 방한

8.18.~26.

Jaffar 쿠웨이트 외무성 정무국장 방한

8.19.~22.

Long, Russell 미국 상원의원(민주당, 루이지애나) 방한

8.19.~23.

 4차 77그룹 ECDC/IFCC(개도국 간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 간 후속조치 및 조정위원회)
제
회의(Jakarta, 인도네시아)

8.20.~22.

Kemp, Jack 미국 하원의원(민주당, 뉴욕) 방한

8.21.

Assing, Hans J. 제3대 주한덴마크대사 신임장 제정

8.21.

Ouvrieu, Jean-Bernard 제7대 주한프랑스대사 신임장 제정

8.22.

한·북예멘 외교관계 수립 합의

8.22.

제3차 남북적십자본회담 실무 접촉

8.22.~26.

Sarmiento Santamaria, L. 콜롬비아 하원의원 방한

8.24.~29.

Khosla, R. P. 인도 철강성차관 방한

8.25.~28.

Samaranchi Torello, Juan A.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방한

8.25.~29.

Habibie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성장관 방한

8.25.~29.

Mongkolnavin, Ukrit 태국 국회의장 방한

8.25.~30.

Obasanjo, Olusegun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방한

8.26.~27.

제3차 한·미국 에너지실무위원회(서울)

8.26.~28.

Stevens, Sinclair 캐나다 지역개발장관 방한

8.26.~9.3.

Oharris, Roberto 쿠바 방송공사 국제담당관 방한
- IBS 창립 총회 참석차

8.26.~9.6.

제17차 유엔 범죄예방회의(Milano, 이탈리아)

8.26.~9.15.

최규하 국정자문위원 튀니지, 모로코 방문

8.27.

한·태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867호)

8.27.~28.

제9차 남북적십자본회담(평양)
- 제10차 본회담 11.26. 서울 개최 합의

8.27.~28.

Stephen, Sir Ninian 호주 총독 비공식 방한

8.27.~9.1.

제7차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회의(Jakarta, 인도네시아)

8.27.~9.2.

Martinez, Victor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방한

8.27.~9.4.

이규호 내무차관 태국 및 일본 방문

8.27.~9.5.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앙골라 방문(비동맹 외상회의 참석차)

8.27.~9.21.

제3차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평가회의(Geneva)
-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8.29.~30.

제13차 한·일본 정기각료회의(서울)
- 수석대표: 이원경 외무장관 / 아베 신타로 외상
- 대표: 김만제 재무부장관,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금진호 상공부장관, 손수익 교통부장관,
김성진 과학기술처장관 / 다케시다 노보루 대장상, 사토 모리요시 농림상, 무라다 케이치로
통산상, 야마시다 도쿠오 운수상, 다케우치 레이치 과학기술청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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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gua, Don 미국 하원(민주당) 과학기술위원장 방한

8.29.~9.4.

제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RMRDC(광물자원개발센터) 집행이사회(동경)

8.29.~9.5.

Costa, Vasco 마카오 총독 방한

8.30.~9.1.

Nixon, Richard 전 미국 대통령 방한

8.30.~9.17.

김성진 과학기술처장관 프랑스, 스웨덴, 독일 및 대만(구 자유중국) 순방

9.2.

한·세네갈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1984.7.12. 서명, 조약 870호)

9.2.

한·이라크 간의 문화협정 서명(1986.3.18. 발효, 조약 878호)

9.2.~3.

한·모리타니 어업실무회담(Nouakchott)

9.2.~3.

제1차 한·프랑스 과학기술장관회의(서울)

9.2.~4.

제2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 Hassan Ali 무역장관

9.2.~5.

Stredel Fernandez, Juan 베네수엘라 상원의원 방한

9.2.~5.

임명진 주베네수엘라대사 겸임국 아이티 출장

9.2.~7.

제74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및 제137차 이사회(Ottawa, 캐나다)
- 이종찬, 봉두완 민정당 의원 참석

9.2.~7.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Luanda, 앙골라)

9.2.~9.

Staubo 노르웨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의원 방한

9.2.~13.

제4차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총회(Hobart, 호주)

9.2.~17.

국회의원 친선사절단,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방문
- 단장: 황낙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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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1.

9.3.~7.

제12차 다자간섬유협정(MFA)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서울)

9.3.~8.

Sankara, Thomas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북한 방문

9.3.~8.

Danis, Marcel 캐나다 하원 부의장 방한

9.3.~9.

관민 경제사절단 페루 방문
- 단장: 이봉서 동력자원차관
- 9.3.~6. 관민합동회의(수석대표: 이봉서 동력자원차관 / Guerrero Rodriguez, Milton
공업·상업·관광통합성 상업담당차관)
- 9.6. 최종의정서 서명

9.4.
9.4.~19.

윤억섭 주코모로대사 신임장 제정(프랑스 상주)
의원 친선사절단 모로코, 리비아 방문
- 단장: 이한동 민정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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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주프랑크푸르트(독일) 총영사관 개설

9.5.~6.

Akhir, Ishak Hj Pateh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성 차관 방한

9.8.~10.

제3차 아시아·태평양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서울)

9.8.~12.

이종찬 특사(민정당 의원) 세네갈, 가나 방문
- 제40차 유엔 총회 아국 지지 교섭차

9.9.

제3차 한·자메이카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Kingston)

9.9.~12.

Bernardo Pozzolo, Luis 우루과이 상원의원 방한

9.9.~12.

제4차 CCC(관세협력이사회) 감시위원회 회의(Brussels)

9.9.~20.

Gitonga, Phillip G. 일본 상주 주한케냐대사 방한

9.10.

제1차 한·독일 과학기술장관회의(서울)

9.10.~16.

 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공업, 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위원회
제
(Bangkok)

9.10.~22.

 민합동 정세·경제조사단 마이크로네시아지역 순방(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관
마셜군도국, 사이판)
- 단장: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9.11.
9.11.~13.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소련 방문
제2차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합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이원경 외무장관 / Mokolo wa Mpombo 외무장관

9.12.~20.

오재희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독일 및 오스트리아 방문
- 제27차 국제전략연구소(IISS) 총회(Berlin), 제13차 외교·국제관계 연구소 기관장회의
   (Vienna)

9.13.~19.

제9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의(Mayorga, 스페인)

9.13.~19.

이종찬 의원 스페인, 그리스 방문

9.14.

한·몰디브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1984.10.31. 서명, 조약 866호)

9.15.~16.

의원 친선사절단 말레이시아 방문
- 단장: 정동성 민정당 의원

Wolfowitz, Pau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방한

9.15.~17.

Eastman, Ernest 라이베리아 외상 및 Jones, Alvin 재무상 방한

9.15.~19.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튀니지 방문

9.15.~20.

Belstead, Lord 영국 농수산성 국무상 방한

9.16.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1976.9.3. 채택, 조약 868호)

9.16.

김성배 건설장관 파푸아뉴기니 독립 10주년 경축식 참석

9.16.~18.

Dans, Jose P. 필리핀 교통체신성장관 방한

9.16.~20.

제36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Manila)

9.17.~19.

제2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해운위원회(Taipei)

9.17.~23.

Cooray, Sirisena 스리랑카 콜롬보 시장 방한

9.17.~26.

제6차 세계관광기구(WTO) 총회(Sophia, 불가리아)
- 수석대표: 이웅수 교통차관

9.17.~27.
9.17.~12.18.

제31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Geneva)
제40차 유엔 총회
- 수석대표: 이원경 외무장관

9.18.

제4차 남북경제회담(판문점)

9.18.

한·일본 간의 84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869호)

9.18.~24.

Sallah, Ousman A. 감비아 외무차관 방한

9.19.~20.

김성배 건설장관 일본 방문

9.19.~21.

이종찬 의원 태국, 싱가포르 방문

9.21.~25.

Aschcroft, John 미국 미주리 주지사 방한

9.21.~26.

제27차 국제지방행정기관연합(IULA) 총회(Rio de Janeiro, 브라질)
- 수석대표: 이상배 내무부 차관보

9.22.~26.

Babbitt, Bruce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 방한

9.23.~26.

제7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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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16.

9.23.~27.

제2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Vienna)
- 수석대표: 권원기 과학기술처장관
- 9.26. 극동지역(1986~87년도) 이사국 피선

9.23.~10.1.

제8차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총회(Geneva)
- 수석대표: 홍성좌 특허청장

9.24.~26.

제1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과실 교역회담(Taipei)

9.25.

제2차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9.26.

최동진 주보츠와나대사 신임장 제정(케냐 상주)

9.26.~28.

조철권 노동장관 필리핀 방문

9.26.~10.1.

Thamer 카타르 청년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9.26.~10.2.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핀란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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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0.7.

Bennett, Sir Phillip 호주 국방총장 방한(국군의날 행사 참석차)
이원경 외무장관 미국 방문(제40차 유엔 총회 참석차)
- 10.1. 제1차 한·미국 정례 외무장관회담

9.28.~10.8.

제54차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총회(Washington, D.C.)

9.30.~10.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특별 총회(Geneva)
-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9.30.~4.

제10차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Brussels)

9.30.~9.

페루 경제사절단 방한

10.1.

 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한·호 간의 부속약정 소급발효(1982.11.28.
대
서명, 외무부고시 114호)

10.1.

제1차 한·미국 정례 외무장관회담(New York)
- 이원경 외무장관 / Shultz, George P. 국무장관

10.1.~4.

제10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회의(Melbourne, 호주)
- 수석대표: 조철권 노동장관

10.1.~7.
10.1.~11.

제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농업개발위원회(Bangkok)
제40차 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IMF/IBRD) 총회(서울)
- 수석대표: 김만제 재무장관

10.2.~4.

제4차 한·캐나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Vancouver)

10.2.~4.

제9차 77그룹 외상회의(New York)

10.2.~11.

Vennamo, Pekka 핀란드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2.~11.

김영삼 민추협 공동의장 일본 방문

10.3.

Clausen, A. W.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총재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

Fujioka, Masao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

Mmusi, P. S. 보츠와나 부통령 겸 재무·경제기획원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6.

Sutresna, Nana 인도네시아 외무성 정무차관보 및 Loeis, Wisber 아시아태평양국장 방한

10.3.~8.

Pindling, Lynden O. 바하마 수상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9.

Henri 룩셈부르크 황태자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10.

Compton, John G. M. 세인트루시아 수상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10.

Griffith, C. 바베이도스 재무기획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10.

Merceron, F. 아이티 경제·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10.

Silva Herzog, J. 멕시코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10.

Jameel, Fathulla 몰디브 외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11.

Morera Batres, P. 코스타리카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11.

Vasquez M., R. 파나마 경제기획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11.

Brizan, G. 그레나다 농림·관광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12.

 oure, M. 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IMF/IBRD) 총회 의장 방한(제40차 IMF/IBRD
T
총회 참석차)

10.3.~12.

Greenidge, C. 가이아나 재무기획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3.~13.

Gonzalez Camacho, R. 엘살바도르 경제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4.

Amissah, James, L. M. 주한 가나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10.4.

Simbolotti, Graziella 제7대 주한 이탈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10.4.

Devare, Sudhir T. 제4대 주한 인도대사 신임장 제정

10.4.~9.

Santer, Jacques 룩셈부르크 수상 겸 재무상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4.~14.

Kubuabola, J. 피지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4.~29.

 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 미주지역 순방(캐나다,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최
자메이카)

10.5.

Tsering, Dawa 부탄 외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5.~11.

Virata, Cesar E. A. 필리핀 수상 겸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5.~11.

 ohammed Saeed Al-Attar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부수상 겸 개발장관 및 M. A.
M
Al-Wagih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5.~11.

Ganzoury, K. 이집트 부수상 겸 기획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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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1.

U Tun Tin 미얀마(구 버마) 부수상 겸 재무기획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5.~11.

Baker, James 미국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5.~11.

다케시다 일본 재무상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5.~11.

Stich, Otto 스위스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5.~11.

 ohammed Saeed Al-Attar 북예멘 부수상 겸 개발기획상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M
참석차)

10.5.~11.

Papandoniou, Yannos 그리스 국가경제성 차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6.~10.

Tofilau Eti Alesana 서사모아 수상 겸 외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6.~12.

Duke of Edinburgh 영국 여왕 부군(국제승마연맹회장) 방한

10.6.~12.

Waligo, Abraham 우간다 부수상 겸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746 10.7.~8.

제2차 한·룩셈부르크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10.7.~9.

 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REDP(지역에너지개발계획) 운영위원회
제
(Kuala Lumpur, 말레이시아)

10.7.~9.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원산지 규정에 대한 Working Group 회의(Geneva)

10.7.~10.

Tupouto’
a 통가 외무장관 겸 국방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7.~10.

Ngenzi, Pierre 부룬디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7.~11.

Alva Castro, Luis 페루 수상 겸 경제재무·통상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7.~11.

제10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총회(Washington, D.C.)

10.7.~12.

 ais Abdul-Munim Al-Zawawi 오만 부수상 겸 재무·경제문제상 방한(제40차 IMF/
Q
IBRD 총회 참석차)

10.7.~12.

Abela, Wistin 몰타 부수상 겸 재무관세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7.~12.

 itchell, James F.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상 겸 재무·외무장관 방한(제40차 IMF/
M
IBRD 총회 참석차)

10.7.~12.

Seaga, Edward P. G. 자메이카 수상 겸 재무기획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7.~12.

Erden, I. Kaya 터키 부수상 겸 국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7.~12.

Charles, Mary E. 도미니카연방 수상 겸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7.~13.

 10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APHCA(아시아태평양지역가축생산및보건위원회) 회의
제
(Melbourne, 호주)

10.8.

 ·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한
협약 서명(1987.12.1. 발효, 조약 932호)

10.8.~9.

제1차 남북체육회담(Lausanne, 스위스)
- 88 서울 올림픽 참가 권유

10.8.~11.

 iakite, Dianka K. 말리 재무상업장관 및 Diarra, A. B. 기획원장관 방한(제40차 IMF/
D
IBRD 총회 참석차)

10.8.~11.

Warnke, J. 독일 경제협력장관, Stoltenberg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8.~11.

 iu Hongru 중국(구 중공) 중앙은행 부총재 및 Li Peng 재무차관 방한(제40차 IMF/IBRD
L
총회 참석차)

10.8.~14.

제1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북경)

10.8.~11.12.

제23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총회(Sophia, 불가리아)
- 수석대표: 손제석 문교장관
- 국제커뮤니케이션발전계획(IPDC) 정부 간 이사회, 정부간정보학사업(IIP) 조정위원회
이사국 피선

10.9.

De Larosiere de Champfeu, J.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9.~11.

Ruding, Herman 네덜란드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9.~11.

Beregovoy, Pierre 프랑스 재무장관 방한(제40차 IMF/IBRD 총회 참석차)

10.9.~15.

 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
제
각료회의(Bangkok)

10.10.

 ·독일 간의 농촌 종합개발 연구사업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1986.2.28. 발효, 외무부
한
고시 117호)

10.10.~12.

Harris, Goe 미국 조지아 주지사 방한

10.10.~13.

Worner, M. 독일 국방장관 방한

10.10.~13.

Strauss, Franz Josef 독일 기독교 민주당수 겸 바이에른 주 수상 방한

10.11.~27.

박성철 북한 부주석 및 김영남 외교부장 제40차 유엔 총회 참석

10.12.~16.

U Tun Tin 미얀마(구 버마) 부수상 겸 기획재무상 방한

10.13.~18.

Lajemann 쿠웨이트 사회노동장관 방한

10.14.

제6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10.14.~16.

제4차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총회(London)

10.15.~19.

Schluter, Poul 덴마크 수상 방한

10.15.~2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국제이주에 관한 학술회의(Bangkok)

10.16.~18.

제2차 대코모로 원조공여국 회의(Paris)

10.16.~18.

Robb, Charles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 방한

10.16.~18.

Wallace, George 미국 앨라배마 주지사 방한

10.16.~19.

한·프랑스 어업회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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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19.

Kelly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10.17.~22.

마에다 히로시(前田宏) 일본 법무차관 방한

10.18.~20.

Sheffield, Bill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10.18.~11.2.

노신영 국무총리 미국 방문(제40차 유엔 총회 참석차)
- 이상옥 외무차관 수행

10.20.~24.

제4차 LRCS(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Geneva)

10.20.~29.

Ploeg 네덜란드 농수산 국무상 방한

10.21.~11.2.

Lanc, Erwin 전 오스트리아 외상 방한

10.22.~24.

제13차 한·일본 의원연맹 총회(서울)

10.22.~25.

제18차 한·일본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서울)

1748 10.22.~31.

나이지리아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Ogunnusi 수출협회장

10.22.~11.7.

제3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수회의(Montreal)

10.23.~26.

제21차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 총회(나우루)

10.24.~27.

Pietinen, Seppo 핀란드 외무성 정무국장 방한

10.26.~28.

Parsuramen, A. 모리셔스 문교장관 방한

10.26.~28.

Seneviratne, S. N. 스리랑카 국회 사무총장 방한

10.26.~29.

Hajazi, Mohamed M. 리비아 총인민회의 서기 비공식 방한

10.28.~11.1.

Wolfgramm, T. 서독 자민당 원내 부총무 방한

10.28.~11.4.

제1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천연자원위원회 회의(Bangkok)

10.29.~31.

제1차 한·노르웨이 해운협력 합동협의위원회(서울)

10.29.~31.

제22차 ABU(아시아방송연맹) 총회(서울)

10.30.~31.

제4차 한·이탈리아 문화상설합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이승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Romano, A. 외무부 전권공사

10.30.~11.5.

Ariyoshi, George 하와이 주지사 방한

10.31.

주스와질랜드대사관 개설

10.31.~11.4.

미국 워싱턴 주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Cherberg 부지사

11.1.

부산·Rotterdam 시(네덜란드) 간의 자매결연

11.2.~4.

Beteta, Ramon 멕시코 석유공사 총재 방한

11.2.~6.

미국 일리노이 주 경제사절단 방한

11.3.

 ·독일간의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 확대 및 연장에 대한 추가약정 각서교환, 발효
한
(외무부고시 112호)

11.3.

한·독일 간의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훈련사업에 관한 약정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13호)

11.3.~6.

Khalifa 바레인 체육장관 방한

11.4.~7.

Garba, Joseph N. 주유엔 나이지리아대사 방한

11.4.~15.

 1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Set 검토 유엔 회의
제
(Geneva)

11.5.~6.

제5차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Sawhney, Ravi 상무성 아주국장

Iglesias, Enrique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1.5.~9.

Alvarez, Glenn A. 수리남 외무차관 방한

11.5.~10.

ECDC/TCDC(개발도상국간경제협력/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정부간회의(Bangkok)

11.6.

한·우루과이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서명(1987.11.14. 발효, 조약 943호)

11.6.~7.

1985년도 제1차 한·일본 생사류회담(서울)

11.6.~8.

제18차 한·중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Taipei)

11.8.

제1차 한·프랑스 정책협의회(Paris)
- 수석대표: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 / Combal 외무성 아주국장

11.8.~14.

Quadi, F. A. 이라크 도로교량청장 방한

11.9.~15.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그리스 방문

11.9.~28.

제2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Rome)
- 수석대표: 황인성 농수산장관

11.10.~13.

Widmer, Sigmund 스위스 하원 외교위원장 방한

11.10.~15.

Kirata, R. Babera 키리바시 자연자원장관 방한

11.10.~17.

Mengistu, Haile Mariam 에티오피아 군사위원회 의장 북한 방문

11.11.~15.

제1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Geneva)

11.11.~22.

제14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London)
- 수석대표: 라원찬 주영국대사관 공사

11.12.

제5차 한·벨기에 정책협의회(Brussels)
- 수석대표: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

11.12.~13.

제3차 한·구주공동체(EC) 고위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이원경 외무장관 / De Clercq 대외담당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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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11.12.~14.

제1차 한·중앙아프리카 합동위원회(Bangui)
- 수석대표: 현희강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 Sissa, B. 외무성 순회대사

11.13.~14.
11.13.~14.

Abdul Kadir bin Haji Sheikh Fadzir 말레이시아 외무성 부장관 비공식 방한
제5차 한·독일 정책협의회(Bonn)
- 수석대표: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

11.14.

유엔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New York)

11.14.

이규호 제8대 주일대사 신임장 제정

11.15.

북한,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을 12.2.~5.로 연기 제의

11.15.~28.

이원경 외무장관 중동 순방(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11.15.~30.

제4차 아·태지역 국제무역박람회(ASPAT)(북경)
- 단장: 한봉수 KOTRA 사장

1750 11.16.

한국,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 연기에 관한 북한 측 제의 수락

11.17.~20.

Porzio, Marino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차장 방한

11.17.~21.

관민합동 경제조사단 소말리아 방문
- 단장: 강석재 외교안보연구원 국제경제부장

11.17.~21.

McLennan, Alistair D. 호주 정보분석청 차장 방한

11.17.~21.

Derwinski, Eduard 미국 국무부 자문관 방한

11.17.~12.8.

이종옥 북한 부주석 에티오피아 방문

11.18.

최동진 주모리셔스대사 신임장 제정(케냐 상주)

11.18.

제5차 한·영국 정책협의회(London)
- 수석대표: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

11.18.~22.

산업 발전 전략과 특허제도의 역할에 관한 국제 세미나(서울)

11.19.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한국 가입

11.19.~20.

제3차 가나 원조국 회의(Paris)

11.19.~22.

한·캐나다 항공회담(서울)
- 수석대표: 박련 외무부 경제국장 / Elliot, G. 외무성 항공협상 수석담당관

11.19.~25.

제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통계위원회 회의(Bangkok)

11.20.

제5차 남북경제회담(판문점)

11.20.~21.

제6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이봉서 동력자원차관 / Fitzgerald 무역성 부차관

11.20.~22.

Woolley 영국 외무성 정책기구국 차장 방한

11.23.~24.

Wolfowitz, Pau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11.23.~28.

Coste, P. 프랑스 외무성 정세분석평가실장 방한

11.25.

주아이티대사관 개설

11.25.~27.

제5차 한·독일 문화합동위원회(Bonn)
- 수석대표: 이승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Freitag 외무성 문화국장

11.25.~28.

제41차 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총회(Geneva)
-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 박근 대사, GATT 이사회 의장 피선

11.25.~28.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 실무 접촉
- 10차 회담 일정 협의

스즈키 젠코(鈴木善宰) 전 일본 수상(중의원 의원) 방한

11.25.~12.1.

정진권 합참의장 구주 순방(영국, 스페인, 스위스)

11.25.~12.4.

제5차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총회(Bangkok)
- 수석대표: 이형우 체신부 국제우편국장
- APPU 협약을 UPU 의정서 체계에 맞추어 개편

11.26.~30.

박성철 북한 부주석 인도네시아 방문

11.26.~12.6.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아주 순방(파키스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1.28.

 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한·호 간의 부속약정 서명(1985.10.1.
대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14호)

11.28.~29.

Bradley, Tom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장 방한

11.28.~12.1.

Haig, Alexander 전 미국 국무장관 방한

11.29.

Quinonez Abarca, Anibal E. 주한 온두라스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11.29.

Cohen, Yaacov 주한 이스라엘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11.29.

Vercanteren, Yves 제6대 주한 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11.29.~12.1.

Gilmour, Yaacav 자메이카 문교장관 방한

11.30.

이시용 제7대 주오스트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11.30.~12.9.

White, Merilyn 캐나다 외무성 한국담당관 방한

11.30.~12.9.

Isom, Harriet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방한

11.30.~12.12.

강영식 수산청장 미국 방문(어획쿼터 교섭차)

12.1.

 ·쿠웨이트 간의 지정 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협정
한
발효(1984.12.1. 서명, 조약 871호)

12.2.~3.

제4차 한·프랑스 경제협력혼성위원회(Paris)
- 수석대표: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 Jurgensen Philippe 경제재무성 대외경제협력
    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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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28.

12.2.~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섬유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

12.2.~5.
12.2.~7.

Ortiz, Dardo 우루과이 상원의원 및 Bermudez 백당(Partido Nacional) 사무차장 방한
제8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세관협력회의(서울)
- 수석대표: 김욱태 관세청장 / Cheng Yom-Ming 재정부 해관총세무사서 총세무사

12.2.~15.
12.3.~4.

제11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1차산품 위원회(Geneva)
제10차 남북적십자본회담(서울)
- 제11차 본회담 1986.2.26. 평양 개최 합의

12.3.~4.

Geil, Rudi 서독 라인란트팔츠 주 경제교통장관 방한

12.3.~5.

이영호 체육장관 바레인 방문
-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 총회 참석차

1752 12.3.~5.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 TC(직물위원회) 회의(Geneva)

12.3.~6.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협상기술 및 방법에 관한 Working Group 회의(Geneva)

12.3.~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무역촉진 기관 대표 회의(Bangkok)

12.3.~15.

제1차 신 유엔공업개발회의(UNIDO) 총회(Vienna)
- 1985.6.21. UNIDO 헌장 채택
- 유엔 전문기구로서의 제1차 총회

12.4.
12.4.~5.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협정 발효(외무부고시 115호)
제5차 한·미국 정책협의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 Rodman, Peter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12.4.~.6.

 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RNAM(농기계지역망사업) 운영위원회
제
(Manila)

12.4.~6.

제2차 차드 원조국회의(Geneva)

12.4.~13.

제10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Jakarta)
- 수석대표: 한진희 노동부 차관

12.5.~6.

제12차 한·독일 경제실무자회담(Bonn)
- 수석대표: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 Schuessler, Hans 경제성 대외협력국장

12.5.~9.

제15차 미주기구(OAS) 총회(Cartagena, 콜롬비아)

12.7.~9.

Couste 프랑스 하원의원 방한

12.8.~14.

제11차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 및 30차 집행이사회(Bangkok)
- 수석대표: 박찬긍 총무처장관

12.9.~10.

제8차 한·태국 통상장관 회담(서울)
- 수석대표: 금진호 상공장관 / Kosol 상무장관

12.9.~11.

제2차 한·이탈리아 합동위원회(Rome)
- 수석대표: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 Corti, Bruno 외무차관

제14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회의(Brussels)

12.9.~13.

제10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원산지규정 작업단회의(Geneva)

12.9.~13.

Burke, Brian T. 서호주 수상 방한

12.9.~13.

제1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Vienna)

12.10.~16.

제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해운·운수·통신위원회(Bangkok)

12.11.~13.

Clark, John 미국 국무부 영사담당차관보 방한

12.11.~13.

Paredes Pena, Diego 에콰도르 외무성 정무차관 방한

12.11.~15.

구충회 주멕시코대사 겸임국 벨리세 방문(수교 교섭차)

12.12.

박건우 제5대 주콜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12.12.~13.

AALCC(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세미나(New York)

12.12.~16.

Castro 멕시코 PRI 당 국제부국장 방한

12.13.~14.

제1차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동경)

12.15.~26.

관민합동 경제사절단 아주 순방(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 단장: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12.16.~17.

제7차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Jakarta)
- 수석대표: 최동규 동력자원장관 / Subroto 광업에너지성 장관

12.16.~17.

제18차 한·일본 무역회담(동경)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 / 구니히로 미치히코 외무성 경제국장

12.16.~17.
12.16.~18.

최기덕 철도청장 미얀마(구 버마) 방문
제8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이승곤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Prettre, C. 외무성 문화총국 부총국장

12.17.

송성한 제5대 주노르웨이대사 신임장 제정

12.17.~29.

Campero 아르헨티나 대외무역장관 방한

12.19.~20.

미주지역 총영사회의(Washington, D.C.)

12.19.~22.

Da Silveira Guimaraes, Ulysses 브라질 하원의장 방한

12.19.~22.

이상옥 외무차관 일본 방문
- 한·일본 외무차관 회담

12.19.~2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다국적 기업에 관한 정부 간 회의(Bangkok)

12.20.

민수홍 제2대 주바베이도스대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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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1.

12.20.

한국, 제3차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을 1986.2.18. 판문점에서 개최 제의

12.20.

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872호)

12.21.~25.

Sabbaruddin Chik 말레이시아 재무차관 방한

12.23.~27.

정일권 국정자문위원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12.24.

제3차 한·파키스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Karachi)

12.24.

북한, 12.20.자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에 관한 우리 측 제의 수락

12.24.~26.

강성산 북한 총리 소련 방문

12.26.

[1982년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한국 가입

12.26.

<1982.11.6.자> 국제전기통신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873호)

12.26.

< 1982.11.6.자> 국제전기통신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874호)

12.30.

이장춘 제4대 주싱가포르대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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