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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외교부는 1994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우리 외교의 발자취를 알리기 위해 매년 30년이
지난 외교 문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는 공개된 방대한 양의 외교
문서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관련
소장 정보를 수록한『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을 편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986년도 외교 문서의 공개 시점과 때를 같이하여『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6』을
발간함으로써 한층 더 유용한 외교 문서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도 외교 문서를 통해 그해 우리 정부는 동서 진영 간 접근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UN 가입과 남북한 교차 승인의 외교적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및 주요 우방국을 통해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등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에 노력을 집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미 관계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평화적 정권 이양에 대한 미국의 관심 표시,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 제재에 대한 한국의 참여 요구 등 우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과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이 주목할 만하며, 대일 관계에서는, 후지오 문부상 망언 등 역사 왜곡 문제, 한국인
법적 지위와 관련한 양국 간 교섭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986년 8월 비동맹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북한은 비동맹에서의 우세한 지위를 활용하여 친북
성향의 한반도 조항 반영, 올림픽 공동 개최 촉구 등을 획책하였는데, 우리 정부는 비동맹 국가들에
고위급 특사를 다수 파견하고, 핵심 비동맹 우방국을 선정하여 활용하는 등 비동맹 대책에 상당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 면에서는,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 협상 의제 및 방식 협의 과정에서 국익 반영과 협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의한 시장 개방 요구가 10월 정부의 3개년 수입
자유화 계획 발표로 이어지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제집이 한국 외교사의 사초로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교 정보의 개방과 공개를
통해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6』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편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외교부장관 윤

병세

| 일러두기 |
1. 이 해제집은 2017년도에 공개된 1986년도 외교문서 내용을 요약·수록하였다.
- 1967~81년도 문서 내용도 일부 포함
2.	해제는 각 문서철별로 문서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인 흐름과 그 주요 내용을 집약함으로써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3.	해제문의 수록 순서는 각 문서철의 연도순/주제순(분류번호순)이며 각 해제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생산연도·생산부서·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국가명은 현재 시점의 표기를 따르되,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5.	해제집은 목차, 본문, 부록(외교일지, 1986년)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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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8 일정 및 자료: 벨기에(일정 I)
269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9 일정 및 자료: 벨기에(일정 II)
270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0 일정 및 자료: 벨기에(자료 I)
271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1 일정 및 자료: 벨기에(자료 II)
272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2 일정 및 자료: 시애틀
273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3 준비자료, 출입국 및 화물
274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4 차량 및 지원인력
275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5 자료(I)
276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6 자료(II)
277 ZAYED Bin Sultan Al-Nahayyan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2-85
278 Alfonsin, Raul Ricardo 아르헨티나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3-86
279 Frondizi, Arturo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방한, 1986.4.13-16
280 Sarney, Jose 브라질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6
281 Masire, Quett Ketumile Jonny 보츠와나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2-86
282 Banzer Suarez, Hugo 전 볼리비아 대통령 방한, 1986.10.19-23
283 Arias Sanches, Oscar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6
284 Carazo Odio, Rodrigo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1986.5.13-6.18
285 Monge Alvarez, Luis A.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1986.9.19-23
286 Kolingba, Andre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 1986.6.10-13. 전3권, V.1 사전교섭
287 Kolingba, Andre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 1986.6.10-13. 전3권, V.2 결과보고
288 Kolingba, Andre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 1986.6.10-13. 전3권, V.3 자료
289 Kolingba, Andre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의전], 1986.6.10-13. 전2권, V.1 기본문서
290 Kolingba, Andre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의전], 1986.6.10-13. 전2권, V.2 영접준비 및 자료
291 Penaherrera, Blasco Mauel Padilla 에콰도르 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6
292 Karamanlis, Constantine 그리스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2-85
293 Kabua, Amata 마샬아일란드 대통령 방한, 1982-86
294 De la Madrid Hurtado, Miguel 멕시코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2-86
295 Birendra Bir Bikrm Shah 네팔 국왕 방한계획, 1983-86
296 Sanchez Sanchez, Luis Alberto 페루 부통령 겸 상원의장 방한, 1986.3.24-28
297 FAHD Ibn Abdul Aziz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방한 초청계획, 19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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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Caldera, Rafael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6
299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 원칙재가 및 기본계획
300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2 사전준비
301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3 국별교섭 - 인도(I)
302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4 국별교섭 - 인도(II)
303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5 국별교섭 - 인도(Ⅲ)
304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6 국별교섭 - 인도(Ⅳ)
305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7 국별교섭 - 호주(I)
306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8 국별교섭 - 호주(II)
307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9 국별교섭 - 뉴질란드
308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0 국별교섭 - 휘지(I)
309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1 국별교섭 - 휘지(II)
310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2 국별교섭 - 기타
311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3 결과보고
312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4 언론보도
313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5 감사서한
314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6 후속조치
315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7 자료(I)
316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8 자료(II)
317 Adams, Tom 바베이도스 수상 방한초청계획, 1983-85
318 Mulroney, Martin B. 카나다 수상 방한, 1986.5.12-15. 전8권, V.1 사전교섭
319 Mulroney, Martin B. 카나다 수상 방한, 1986.5.12-15. 전8권, V.2 경제관계 현안 사전협의 I
320 Mulroney, Martin B. 카나다 수상 방한, 1986.5.12-15. 전8권, V.4 의전 I
321 Mulroney, Martin B. 카나다 수상 방한, 1986.5.12-15. 전8권, V.5 의전 II
322 Mulroney, Martin B. 카나다 수상 방한, 1986.5.12-15. 전8권, V.6 결과보고
323 Mulroney, Martin B. 카나다 수상 방한, 1986.5.12-15. 전8권, V.7 자료 I
324 나까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일본 수상 방한, 1986.9.20-21. 전3권, V.1 기본 문서
325 나까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일본 수상 방한, 1986.9.20-21. 전3권, V.2 결과보고 및 언론보도
326 Rizal, Nagendra Prasad 네팔 전 수상 방한, 1983.12.12-18
327 Bista, Kirti Nidhi 네팔 전 수상 방한, 1986.4.25-29
328 Algabid, Hamid 니제르 수상 방한 초청계획, 1983-85
329 Lee Kuan Yew 싱가포르 수상 방한, 1986.6.25-28. 전3권, V.1 기본문서
330 Lee Kuan Yew 싱가포르 수상 방한, 1986.6.25-28. 전3권, V.2 의전
331 Lee Kuan Yew 싱가포르 수상 방한, 1986.6.25-28. 전3권, V.3 자료
332 Thatcher, Margaret 영국 수상 방한, 1986.5.2-4. 전2권, V.1 기본문서
333 Thatcher, Margaret 영국 수상 방한, 1986.5.2-4. 전2권, V.2 자료
334 Lini, Walter H. 바누아투 수상 방한 초청계획, 1982-86
335 KENGO Wa Dondo 자이르 수상 방한, 1986.6.16-20. 전4권, V.1 사전교섭 I(1984-85년도)
336 KENGO Wa Dondo 자이르 수상 방한, 1986.6.16-20. 전4권, V.2 사전교섭 II(1986년도)
337 KENGO Wa Dondo 자이르 수상 방한, 1986.6.16-20. 전4권, V.3 활동사항
338 KENGO Wa Dondo 자이르 수상 방한, 1986.6.16-20. 전4권, V.4 자료
339 이원경 외무장관 호주 방문계획, 1984-85
340 이원경 외무장관 필리핀 방문, 1986.5.19-21.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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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이원경 외무장관 필리핀 방문, 1986.5.19-21. 전2권, V.2 자료
342 이원경 전 외무장관 필리핀 방문, 1986.11.21-24
343 이상옥 외무차관 카타르 방문, 1986.7.4-6
344 이원경 외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1986.7.30-8.17. 전3권, V.1 사전준비
345 이원경 외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1986.7.30-8.17. 전3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346 이원경 외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1986.7.30-8.17. 전3권, V.3 자료
347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1 기본계획 및 국별교섭 I
348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2 국별교섭 II
349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350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4 연설문 및 언론보도
351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5 자료 I
352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6 자료 II(파키스탄)
353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7 자료 III
354 Gratz, Leopold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방한계획, 1986
355 Tsering, Dawa 부탄 외무장관 방한, 1986.9.18-24. 전2권, V.1 기본문서
356 Tsering, Dawa 부탄 외무장관 방한, 1986.9.18-24. 전2권, V.2 자료
357 Mohamed BOLKIAH 브루나이 외무장관 방한, 1986.7.2-4. 전2권, V.1 기본문서
358 Mohamed BOLKIAH 브루나이 외무장관 방한, 1986.7.2-4. 전2권, V.2 자료
359 Bedregal Guitierrez, Guillermo Luis 볼리비아 외무장관 방한, 1986.11.22-26
360 Valdez Anes, Jorge 볼리비아 외무차관 방한, 1986.9.14-17
361 카메룬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4-86
362 Farah, Moumin Bahdon 지부티 외무장관 방한, 1986.3.27-31
363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5-86
364 Vidal Espaillat, Luis Felipe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차관 방한, 1986.1.12-15
365 Bariani, Didier 프랑스 외무담당 국무장관 방한, 1986.6.7-10
366 과테말라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3-86
367 Mochtar, Kusumaatmadja 인도네시아 외상 방한, 1986.6.3-5
368 Corti, Bruno 이탈리아 외무차관 방한, 1986.3.9-12
369 Blamo, John Bernard 라이베리아 외교장관 방한, 1986.11.12-15. 전2권, V.1 기본문서
370 Blamo, John Bernard 라이베리아 외교장관 방한, 1986.11.12-15. 전2권, V.2 자료
371 ABDUL KADIR bin Haji Sheikh Fadzir 말레이지아 외무부 부장관 방한, 1984-86
372 Ahmed Ould MINNIH 모리타니 외무협력장관 방한초청계획, 1982-86
373 Ibrahim Hussain ZAKI 몰디브 외무차관 방한, 1986
374 Nkomba, Ronald Norman Levi 말라위 외무차관 방한, 1986.11.16-21
375 Verkade, Iwan 네덜란드 외무차관 방한초청계획, 1984-86
376 Tarek, Haitham bin 오만 외무성 정무차관 방한, 1986.9.19-23
377 Maulana Kausar NIAZI 파키스탄 상원의원 방한, 1986.12.1-6
378 필리핀 외무장.차관 방한 초청계획, 1982-85
379 Laurel, Salvador H.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 방한, 1986.10.7-13. 전3권, V.1 기본문서
380 Laurel, Salvador H.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 방한, 1986.10.7-13. 전3권, V.2 의전
381 Laurel, Salvador H.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 방한, 1986.10.7-13. 전3권, V.3 자료
382 Cabrera Jovane, Jose Maria 파나마 외무차관 방한계획, 1983-86
383 Lopez Guevara, Carlos A. 전 파나마 외무장관 방한, 198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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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Dihm, William 파푸아뉴기니 외무차관 방한, 1986.4.22-24
385 Vagi, Legu L.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 방한, 1986.10.13-17
386 Pires de miranda, Pedro J. 포르투갈 외무장관 방한계획, 1986
387 Stevens,Augustin 시에라리온 외무담당 국무장관 방한, 1986.3.7-11
388 Tjon Kie Sim, Erik L. 수리남 외무장관 방한초청계획, 1986
389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6.5.7-8. 전4권, V.1 사전준비
390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6.5.7-8. 전4권, V.2 기본문서
391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6.5.7-8. 전4권, V.3 외무장관 회담자료
392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6.5.7-8. 전4권, V.4 자료 및 언론보도
393 Iglesias, Enrique V.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986.5.30-6.2
394 이해원 특사(보건사회부장관) 수단 및 말라위 방문, 1986.8.5-8
395 이자헌 특사(체신부장관) 중미 순방, 1986.8.6-18
396 김만제 특사(부총리) 남미 순방, 1986.7.26-8.12. 전2권, V.1 기본문서
397 김만제 특사(부총리) 남미 순방, 1986.7.26-8.12. 전2권, V.2 자료
398 정관용 특사(총무처장관) 서부아프리카 순방, 1986.6.27-7.15. 전2권, V.1 기본문서
399 정관용 특사(총무처장관) 서부아프리카 순방, 1986.6.27-7.15. 전2권, V.2 자료
400 Bujon de I'estang, Francois 프랑스 정부 특사(수상외교고문) 방한, 1986.5.7-8
401 레소토 정부사절단 방한, 1986.3.12-15
402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오스트리아 방문, 1986.5.26-29
403 한국전 참전 의원단 미국 및 카나다 방문, 1986.5.23-6.6
404 의원친선사절단 코트디브와르 방문, 1986.7.6-10
405 의원친선사절단 케냐 방문, 1986.5.14-15
406 국회의원 필리핀 방문, 1984-86
407 한·영국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영국 방문, 1986.5.15-19
408 국회의원 미국 방문, 1985-86
409 이민우 신민당 총재 미국 방문, 1986.5.13-16
410 국회 외무위원회 의원단 구주 순방, 1986.8.24-9.5
411 이재형 국회의장 남미 순방, 1986.2.13-22
412 국회 운영위원회 시찰단 서구 순방, 1986
413 호주·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1986.7.5-12
414 브라질 국회의원 방한, 1986
415 카나다 국회의원 방한, 1986
416 Vargas Sanabria, Guillermo 코스타리카 국회의장 방한, 1986.3.10-14
417 프랑스 국회의원 방한, 1985-86
418 독일 국회의원 방한, 1986
419 과테말라 국회의원 방한, 1986
420 Montoya, Carlos Orbin 온두라스 국회의장 방한, 1986.11.16-18
421 Mittal, S. P. 인도 상원의원 방한, 1986.3.5-7
422 일본 국회의원 방한, 1982-86
423 Ahmad AL LAWZI 요르단 상원의장 방한, 1986.6.22-28
424 멕시코 국회의원 방한, 1983-86
425 뉴질랜드 국회의원 방한, 1986
426 Pena del Moline Torres, Pedro Hugo 파라과이 하원 제2부의장 방한, 198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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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파나마 국회의장 방한, 1981-86
428 Barnechea Garcia, Alfredo 페루 하원의원 방한, 1986.1.26-2.1
429 스페인 국회의원 방한, 1985-86
430 미국 상원의원 및 의원단 방한, 1986
431 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1986
432 우루과이 의원 및 의원단 방한, 1985-86
433 Marchesano Costa, Antonio 우루과이 하원의장 방한, 1986.1.8-13
434 Ferrer Medina, Leonardo Jose 베네수엘라 하원의장 방한, 1986.8.16-21
435 한·인도 의원친선협회, 1986
436 한·일본 의원연맹, 1986
437 한·일본 의원연맹 총회, 제14차. 동경, 1986.9.2
438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 1985-86
439 한·파키스탄, 파키스탄·한 의원친선협회, 1985-86
440 파푸아뉴기니·한 의원친선협회, 1985-86
441 민주정의당·페루 APRA당(미주인민혁명 동맹당)과의 교류, 1985-86
442 한·수단 의원친선협회, 1983-86
443 한·아프리카지역 의원친선협의회, 1985-86
444 한국의 중공 개최 국제회의 참가 및 인사 교류 현황, 1983-86
445 박동진 국토통일원 장관 독일 방문, 1986.6.23-29
446 이종남 법무차관 일본 방문, 1986.9.24-29
447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 서남아 및 태국 순방, 1986.12.21-30
448 국정자문위원단 아프리카 순방, 1986.10.15-11.4
449 김내성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아프리카 순방, 1986.11.30-12.14
450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동남아 순방, 1986.12.13-20
451 비동맹 실무교섭단 중남미 순방, 1986.5.27-6.6
452 Barboza, Julio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방한, 1986.11.17-22
453 Peterson, David 카나다 'Ontario'주 수상 방한, 1986.10.9-11
454 핀란드 외무성 주요인사 방한, 1985-86
455 Moog, Hans J. 독일 Frankfurt 시장 방한, 1986.3.4-9
456 Windelen, Heinrich 독일 내독관계성 장관 방한, 1986.4.30-5.6
457 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 주요인사 방한, 1982-85
458 일본 주요인사 방한 1985-86
459 Mlotha, M. B. 말라위 청년성 차관 방한, 1986.6.1-5
460 니제르 주요인사 방한, 1985-86
461 파라과이 주요인사 방한, 1985-86
462 Elejalde Estenssoro, Cesar 페루 검찰총장 방한, 1986.12.14-18
463 FAISAL bin Fahd bin Abdulaziz 사우디 아라비아 청소년 복지청장관 방한, 1986.9.18-10.7
464 Mends, Oju 시에라리온 Freetown 시장 방한, 1986.6.23-27
465 스리랑카 주요인사 방한, 1982-86
466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1985-86
467 미국 주요인사 방한, 1985-86
468 미국 주지사 방한, 1986
469 미국 Heritage Foundation 관계인사 방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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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미국 White House Fellow(연방정부연수단) 방한, 1986.6.3-7
471 베네수엘라 주요인사 방한, 1983-86
472 김종호 국회예결위원장 Arias Sanchez, Oscar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6.5.5-10
473 최영철 국회부의장 Cerezo Arevalo, Vinicio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6.1.13-16
474 임철순 민정당 의원 Doe, Samuel K.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6.1.5-8
475 Makhosetive 스와질란드 국왕 즉위식 경축사절단 파견, 1986
476 정재철 정무장관 Palme, Olof 스웨덴 수상 장례식 참석, 1986.3.14-17
477 북한·종교계 접촉, 1986
478 북한·호주 관계, 1986
479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공관원 무기밀매 사건, 1984-85
480 북한·카나다 관계, 1985-86
481 북한·중공 관계, 1986
482 북한·이디오피아 관계, 1986
483 북한·EC(구주공동체) 관계, 1983-85
484 북한의 대가나 마스게임 및 카드섹션 전문가 파견, 1984-85
485 북한·가나 관계, 1986
486 북한·기니 관계, 1986
487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1986
488 북한·코트디브와르 관계, 1986
489 북한·레소토 관계, 1986
490 말레이시아·북한 학자 세미나. Kuala Lumpur, 1986.11.29-30
491 북한·모리셔스 관계, 1986
492 북한·니카라과 관계, 1986
493 북한·니제르 관계, 1986
494 북한·태국 관계, 1986
495 북한·탄자니아 관계, 1985-86
496 북한·소련 관계, 1986
497 북한·부르키나파소 관계, 1986
498 북한·동남아 관계, 1986
499 북한·서남아 관계, 1986
500 북한·중동 관계, 1986
501 북한·중미 관계, 1986
502 북한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 활동 동향 및 대책, 1986
503 북한·대양주 관계, 1986
504 북한·남미 관계, 1986
505 북한·동부아프리카 관계, 1986
506 김일성 북한 주석 소련 방문, 1986.10.22-26
507 북한 학자의 미국 입국 문제, 1986
508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동남아 및 중동 순방, 1986.2.28-3.14
509 이선념(李先念) 중공 국가 주석 북한 방문, 1986.10.3-6
510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북한 방문, 1986.6.22-25
511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 북한 방문, 1986.1.19-23
512 미국 언론인 북한 방문,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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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미국 종교인 북한 방문, 1984-85
514 미국학자 북한 방문계획, 1984-85
515 캐나다·북한 경제 관계, 1986
516 한국 통일정책 및 한반도 정세, 1985-86
517 북한의 3자 군사회담 제의, 1986.6.17
518 남북대화, 1986
519 남북대화관련 홍보 대책, 1984-85
520 남북한 정상회담 관련 언론보도, 1985-86
521 홍콩을 통한 남·북한 교역 현황, 1983-85
522 대동구권 관계 개선, 1985-86
523 공산권 여행허가 - 베트남, 1986
524 베트남인 방한허가, 1986
525 비동맹 및 기타 개도국 과학기술센터 정관 채택 동향, 1983-85
526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1 사전대책
527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8 실무교섭단 파견 I :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528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9 실무교섭단 파견 II : 중동, 인도 및 아시아 지역
529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10 특사 파견 I : 남미 및 카리브 지역
530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11 특사 파견 II : 동부아프리카 지역
531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12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532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13 감사서한 및 서훈수여
533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14 각국대표 연설문
534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무장관회의. New Delhi(인도) 1986.4.14.-19. 전4권, V.1 지시전문 및 경과보고
535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무장관회의. New Delhi(인도) 1986.4.14.-19. 전4권, V.2 국별 지지교섭
536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무장관회의. New Delhi(인도) 1986.4.14.-19. 전4권, V.3 대책자료 및 각국 대표단
537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무장관회의. New Delhi(인도) 1986.4.14.-19. 전4권, V.4 회의 문서
538 제2차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평양, 1986.7.5.-8. 전4권, V.1 지시전문 및 결과보고
539 제2차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평양, 1986.7.5.-8. 전4권, V.2 국별 지지교섭 I :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540 제2차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평양, 1986.7.5.-8. 전4권, V.3 국별 지지교섭 II : 미주 및 아시아 지역
541 제2차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평양, 1986.7.5.-8. 전4권, V.4 회의 자료
542 비동맹 기타 회의, 1986
543 일본의 방위문제, 1986
544 FY 86-87 미국의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대외원조법), 1984-86
545 미국의 국방예산 보고, 1986
546 FY 87 미국의 대외원조법, 1986
547 구주 신뢰·안보 구축조치 및 군축회의 [구주군축회의], Stockholm, 1984.1.18-86.9.20. 전2권, V.1 기본문서
548 구주 신뢰·안보 구축조치 및 군축회의 [구주군축회의], Stockholm, 1984.1.18-86.9.20. 전2권, V.2 자료
549 뉴질란드의 미국 핵군함 기항거부에 따른 ANZUS 동맹체제 균열, 1986
550 소련의 전아시아 협의회(All Asia Forum) 개최 제의, 1985-86
55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운영, 1985-86
552 주한미군 임대보증주택(RGH) 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문제, 1984-85
553 주한미군 전용 주택 건설문제, 1983-85
554 용산 주한미군 영내 유동병력 숙박시설 건립 문제, 1985-86
555 한국의 필리핀 참전용사회(PEFTOK) 장학금 지원,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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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Quzai Jalaluddin AHMAD 방글라데시 국방차관 겸 국회 사무처장 방한, 1986.11.17-21
557 Fernandez Castro, Sergio 코스타리카 정보안전국장 방한, 1986.8.20-25
558 이집트 군수시찰단 방한, 1986.10.5-11
559 CAMARA, Iafai 기네비소 부통령 겸 국방장관 방한, 1986.6.10-14
560 인도 국방대학원 시찰단 방한, 1986.9.7-12
561 Brainich von Brainich - Felth, Carl H. E. 네덜란드 해군참모총장 방한, 1986.3.18-22
562 Sheikh Abdullah bin Khalifa AL - THANI 카타르 군총사령관 겸 NOC위원장 방한, 1986.4.17-25
563 미국 국방성 주요인사 방한, 1985-86
564 인도 국방참모대학 연수, 1984-85
565 CSIS 주관 동북아 문제 한·미국 학술회의, 제3차. Washington, D.C., 1986.5.5-6
566 각국의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요청, 1986
567 중공 개최 국제기구회의 참가 추진, 1985-86
568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1986
569 한국의 UN 기구 분담금 비율 및 납부, 1985-86
570 1986년도 UN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86.11.13
571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기여금 납부, 1986
572 UN 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1986
573 한국의 UN가입 문제, 1986
574 한·일본 외무부 UN국장 정책협의회, 제1-3차, 1984-86
575 한국의 UN 아시아그룹 가입, 1985-86
576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1 기본대책 : 유엔활동 참여확대
577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2 기본대책 : 기조연설 지지교섭(memorandum 배포)
578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3 각국 기조연설 : 주유엔대표부 보고
579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4 각국 기조연설 : 일일보고 및 공관통보
580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5 국가별 지지교섭 : 1986.8월-9.9
581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6 국가별 지지교섭 : 1986.9.9.-10월
582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7 본회의 및 위원회별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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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6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1986.10.6-11
708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7차. Lima(페루), 1986.6.20-23
709 A.I.(국제사면위원회) 대응 활동, 1986
710 INTOSAI(국제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 총회, 제12차. Sydney(호주), 1986.4.7-16
711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집행이사회, 제32차. Bangkok(태국), 1986.11.7-9
712 ISO(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 선출, 1983-85
713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제10-11차, 1984-86
714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 제5차. 서울, 1986.4.21-26. 전3권, V.1 준비대책
715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 제5차. 서울, 1986.4.21-26. 전3권, V.2 외교적 활용방안
716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 제5차. 서울, 1986.4.21-26. 전3권, V.3 결과보고
717 Aubert, Maurice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 방한, 1986.2.9-12
718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총회, 제25차. Geneva(스위스), 1986.10.23-31. 전2권, V.1 사전준비
719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총회, 제25차. Geneva(스위스), 1986.10.23-31. 전2권, V.2 결과보고
720 한·중앙아프리카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교섭, 1985-86
721 한·이라크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교섭,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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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한·카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V.1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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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한·카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V.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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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V.1 19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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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V.2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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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V.3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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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V.1 19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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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V.2 19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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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V.3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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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V.4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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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
1986.3.27 발효(조약 제876호), V.1 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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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
1986.3.27 발효(조약 제876호), V.2 체결철

733 한·카나다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교섭, 1972-86. 전2권, V.1 1972-74
734 한·카나다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교섭, 1972-86. 전2권, V.2 1980-86
735 한·독일 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 1986.10.10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22호)
736 한·영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83-86
737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6.11.14 Taipei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06호), V.1 1974-84
738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6.11.14 Taipei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06호), V.2 1985-86
739 한·중앙아프리카 간의 항공협정 체결교섭, 1986
740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 1986.1.29 발효(조약 875호), V.1 교섭철, 1982-85
741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 1986.1.29 발효(조약 875호), V.2 체결철, 1985-86
742 한·중화민국 간의 해운협정, 1983.9.19 Taipei에서 서명 : 1984.1.16 발효(조약 833호)
743 한·프랑스 간의 해운협정 체결교섭, 1978-86
744 한·자이르 간의 해운협정 체결 교섭, 1980-86
745 한·일본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실무자 회의. 동경, 19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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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생 산 과
MF번호

(p)

1. 주뉴델리총영사는 1971.5.5. 제7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외국 축하사절단 초청계획을 통보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

- 사토

각국
26

국제문제 전문가 양성 방안 검토, 1984-85

| 86-0001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경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2016-1 / 1 / 1~259(259p)

1. 해외협력위원회 회의(주재: 경제기획원장관)가 1985.2.1. 개최된바, 동 회의에서 논의된 국제문제 전문가
양성계획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필요성

- 한국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요청 증가, 한국 경제 개방화 추세에 따라 대외
협력 업무량 증대 및 업무 내용 전문화, GATT의 다자무역협상 등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 참여 필요
등에 따라 국제문제 전문가 양성 요망
문제점

양성 방안

- 1985~87년 국제기구 또는 국제문제연구소에 파견 확대, 파견 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 파견자 급여 등
관련 경비는 소속 부처 부담, 외무부는 국제기구, 재무부는 국제금융기구, 해외협력위원회는 국제문제
연구소와 각각 교섭, 해당 지역 공관장은 파견 근무자 지휘·감독, 별도 정원 인정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보완 조치(총무처와 협의 추진)
- 제네바, 뉴욕 등 주요 국제기구 밀집 지역 공관의 국제기구 담당 인원을 보강하되 우선 제네바에 해협위,
재무부, 상공부 관계관을 주재관으로 각 1명씩 파견 추진
- GATT 등 주요 국제기구회의, TPRC 등 권위 있는 사설단체 세미나 등에 적극 참가 및 이를 위한 공무
해외여비 증액 검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외협력 업무 관계관 합동연수 프로그램 신설 등

2.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4.9. 상기 국제문제 전문가 양성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제기구 및 연구소
파견 공무원을 선발, 추천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 위원회(위원장: 해협위 제1협력관)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5.6. 외무부 국제기구국은 다음과 같은 내부 검토 의견을 경제국에 제시

- 해외협력위원회가 동 위원회를 주관할 경우 해협위 성격상 경제 분야에 국한해야 하며 경제 문제 이외의
국제 문제 분야에서도 전문가 양성이 요망되는 현실을 감안, 대외업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외무부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
5.14. 외무부 경제국은 국제기구 등에의 파견을 포함한 공무원의 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불요하다는 내부 검토 의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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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4~5급 공무원 중 국제문제 담당 공무원은 1.5%인 155명에 불과해 전문 인력 부족, 훈련
목적의 국내외 연수제도 및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훈련이 미흡한 점 등

주Charleroi (벨기에) 명예영사관 설치 검토, 1986

| 86-000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 / 2 / 1~10(10p)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86.7.22. 주재국 Knoops 대외통상담당 국무상이 7.16. 주벨기에대사 앞 서한을
통해 남부 불어권 중심도시인 Charleroi에 한국 명예영사관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해 왔으며 동
국무상은 동 지역 출신 상원의원임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건의함.
주재국 내 화란어권 중심도시인 Gent, 동부 불어권 중심도시인 Liege에 한국 명예영사가 각각 임명되어
있으나 Charleroi 지역에 친한 인사 확보를 위해 적당한 인물이 물색될 경우 명예영사 임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48

2. 외무부는 1986.9.2. 동 명예영사 임명 검토 결과, 친한 인사 확보 등의 효과는 기대되나 동 지역에
교민이나 상사가 없고 한국과의 교역 실적도 없으므로 명예영사 임명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외무부는 9.3. 예산 등의 사정으로 추후 검토한다는 선에서 동 국무상에게 회신토록 주벨기에
대사관에 지시

주Santo Domingo(도미니카공화국) 명예총영사
및 영사 해임문제, 1981-85

| 86-0003 |

생산연도

1981~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1 / 3 / 1~17(17p)

1. 외무부는 1981.4.17. 중남미 지역 명예영사 중 한국 대사관이 상주하고 있는 수도에 주재하는 명예영사는
종래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임에 비추어 적절한 시기에 친선협회 간부 등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안임을 감안, 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 처리 문제에 대해 보고토록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에게 지시함.
2. 주도미니카대사는 1981.5.3. 대사관이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상 명예영사 유임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할 것임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2.4.19. 상주공관 설치에도 불구하고 주재국 사정을 감안, 명예총영사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1983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임을 주도미니카대사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83.10.7. 재외공관설치법 제7조에 따라 현 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해임하는 데 대한
주도미니카대사의 의견을 문의함.
10.7. 주도미니카대사는 해임할 경우 외무부장관 감사패 등 수여를 건의

5. 주도미니카대사관은 1984.8.3. 외무부에 제출한 명예영사 활동실적 평가서에서 동 명예영사들의 특기할
만한 활동 내용은 없으나 주재국은 1983.3월 서울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한 이후에도 주서울 명예총영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재국 실정상 보조금 지급 없이 특별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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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되나 해임 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있을 것임을 감안, 친한 단체 창설 시 등 적절한 시기에 해임 건의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몰디브, 1981-86

| 86-0004 |

생산연도

1981~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1 / 5 / 1~14(14p)

1. 몰디브 수도 말레 주재 명예영사 임명에 관한 1981.3.10. 외무부 내부결재 요지는 다음과 같음.
임명 필요성

- 한국 공관 부재, 스리랑카와의 지리적 원격성 및 통신 불편 등으로 몰디브를 관할하고 있는 주스리랑카
대사관 직원의 연 2~3회 출장만으로는 몰디브 정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기대 난망
- 몰디브 근해 조업 한국 원양어선 관련 영사업무 효율화 요망 등
기대 효과
50

- 친한 인사 확보, 몰디브 내 한국 권익 신속 보호, 홍보활동 강화 등

2. 상기 명예영사 임명 추진 필요성에 관한 1985.2.23. 외무부 내부결재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4.10월 가윰 몰디브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양국 간 관계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외교 활동
측면 지원 필요
한국 기업의 몰디브 선박 수주활동,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 활성화
전망 등

3. 주스리랑카대사는 1985.2.19. 몰디브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서독, 방글라데시 명예영사가 있으며
한국 명예영사 임명에 있어 해임 근거 마련을 위해 우선 일정 기간만 임용(예: 2년)하는 것이 절차상
가능한지 외무부에 문의함.
3.5. 외무부는 5년 범위 내 일정 기한으로도 임용 가능함을 통보

주Barcelona(스페인) 명예영사 및 부영사 간의
업무분담 문제,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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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1 / 6 / 1~66(66p)

1. 주스페인대사관은 1983.8.26. 주재국 바르셀로나 소재 명예부영사(현지 한국 교민) 임명에 따라 기존
명예영사(현지 주재국 인사)와의 업무분장 문제, 별도 사무실 설치의 경우 이에 따른 현판, 관인 사용
지원 문제 등을 외무부에 문의함.
2. 외무부는 1985.6.18. 내부 결재를 통해 명예부영사의 별도 사무실 설치는 관련 법규상 동일 관할구역
내 분관 또는 출장소 설치 요건에 합치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동 부영사의 교민
다음과 같이 조치키로 결정함.
명예영사와 명예부영사는 각 담당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되 명예부영사는 담당업무와 관련
명예영사와 항시 유기적 협조 유지

- 명예영사는 상거래 및 외자도입 촉진을 위한 연락, 통상·경제 등 교류 촉진, 홍보 활동 업무 등 수행
- 명예부영사는 재외국민 보호, 한국 국적 선박 및 항공기 보호 업무 등 수행
명예부영사는 주재국 허가를 받아 별도 사무소 설치

- 명예부영사가 명예영사관 소속임은 불변
- 동 사무실에 국기게양 및 현판 부착
- 명예부영사용 별도 관인은 배부치 않고 직위, 성명만 표기한 고무인만 배부

3. 주스페인대사관은 1985.9.20. 스페인 정부가 명예부영사의 별도 사무실 설치 및 국기 게양에 이의 없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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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으로서의 교민 보호업무 전담 부여 및 주스페인대사의 건의를 감안, 업무분장 문제 등에 관해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직원 재외공관 파견,
19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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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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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1 / 7 / 1~121(121p)

1. 이희일 청와대 경제 제1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건설공사 소요 기자재 국산품 공급 촉진 등을
위한 조사단은 1978.11.19.~12.3.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에 출장한바, 동 결과 보고에서 국제경제
연구원 직원의 주사우디대사관 파견 건의 및 대통령 재가에 따른 동 직원의 파견 관련 내용임.
12.29. 외무부는 사우디 등 중동지역 경제 동향 분석 등을 위한 동 연구소 직원의 파견에 대해
주사우디대사관의 의견을 문의

- 12.31. 주사우디대사관은 한국은행 직원에 준하는 신분일 경우 문제 없을 것임을 보고
52

1979.1.5.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동 연구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주사우디대사관 파견은
현행 법령상 불가하나 한국은행 등 국영기업체 임·직원이 주재국 내의 특수 사정으로 장기
체류사증 등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예외적인 조치로 관용여권을 발급하고 수석 직원에게 attache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제경제국에 통보
3.13. 외무부는 국제경제연구원 직원 2명의 주사우디대사관 파견 요청에 대해 다음 조건으로
동의함을 동 연구원에 통보

- 관용여권 발급, 수석 연구원에 대해 economic attache, 차석 연구원에 대해 assistant economic attache
대외직명 부여, 복무에 있어 공관장의 지휘·감독
8.25. 외무부는 국제경제연구원 직원 2명(우선 1명)의 1979년 하반기 중 주사우디대사관 추가
파견 요청에 대해 상기 동일한 조건으로 동의함을 동 연구원에 통보
1982.10.28.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은 과거 국제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통합되어
1.7. 설립되었으나 해외 주재원 운영비 대폭 삭감으로 주사우디대사관 근무 연구원들의 파견 종료에
따른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

- 11.17. 외무부는 동 연구원 철수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주사우디대사관에 통보

2.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연구소 직원의 주프랑스대사관 및 주스웨덴대사관 파견 검토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1985.12.18. 과학기술처는 선진기술 특화 지역에 대한 기술정보 활동 강화 등을 위해 에너지연구원
및 동력자원연구소 직원 각 1명의 주스웨덴대사관 및 주프랑스대사관 파견에 대한 협조와
동 직원들에 대해 해외 주재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외무부에 요청

1986.1.29.
외무부는 현행 법령상 불가함을 과학기술처에 통보

- 현실적 필요에 의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정부투자기관 직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공관에
파견된 전례는 있으나 과학기술 정보 수집 목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이미 파견된 직원들이 업무 수행
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해외 주재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부여를 요구한 사실 전무

구주의회 인권 보고서,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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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1 / 13 / 1~77(77p)

1. 구주의회는 1983.5.17. 세계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바, 동 결의안에 언급된 한국과
북한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한국) 정치범에 대한 사형의 일반화된 적용
(북한) 재판 없는 구금, 감금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기본적 자유 및 정치적 자유의 무시

2. 구주의회는 1985.10.22. 세계 인권보고서 결의안을 채택한바, 동 결의안에 언급된 한국과 북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던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복권 조치와 언론 자유의 신장을 향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환영
- (북한) 인권 보호의 명백한 부재, 공개 처형, 전면적인 검열 등 여러 방법의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 자행
당초 구주의회 정치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구금자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취급 예시국에
한국이 포함되었으나, 1985.10.22. 채택된 보고서 결의안에는 한국이 삭제됨.

- 친한 보수파 의원들이 한국 관련 부분에 대한 한국 삭제 수정 결의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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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북한 관련 부분

김포공항 폭발물 사고관련 대책 및 해외반응,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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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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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9.14. 발생한 김포공항 폭발물 사고 관련 관계 기관의 발표, 재외공관에 대한 통보 및 해외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내용임.
1. 치안본부 발표(9.14.)
1986.9.14. 오후 김포공항 국제선 입구 건물 외곽에서 폭발물이 폭발하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54

중상, 6명이 경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음.
폭발사건은 공항 건물 외곽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공항의 출입국 등 정상업무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음.
동 폭발사건은 폭발의 수법으로 보아 1983.10월 랑군 암살 폭발사건 및 9월 대구 미문화원
폭발사건과 유사하므로 이는 북한의 소행이거나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음.
 폭발사건은 아시안게임(1986.9.20.~10.5.)의 성공적 수행을 방해하려는 불순하고 야만적
동
흉계에서 저질러진 것이 분명함.

치안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 태세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일체의 불순한 기도를 사전에
봉쇄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임원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신변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

2. 외무부의 재외공관에 대한 통보 내용(9.14.)
금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특이사항은 그 수법이 랑군 사건 및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서 북한 내지 북한 사주에 의한 소행으로 간주되고 있음.
금번 사고의 희생자 속에는 외국인이나 선수 등 아시안게임과 관계되는 인사는 없으며 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부는 금번 사고를 계기로 공항, 경기장, 숙소 등 주요 요소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진행에 하등의 영향이 없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음.

3. 외무부의 재외공관에 대한 통보 내용(9.17. 치안본부 중간발표 내용)
폭발물 출처 수사를 위해 국내 폭발물 제조업소에 대해 정밀 수사 중임.
사건 전후 외국인 출입자 267명을 대상으로 용의자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장
주변 목격자 및 피해자 중심의 탐문수사를 계속 중임.
범인 도주로, 은신 용의 장소, 공항 주변 탐문수사를 계속하고 있음.
사건 직전 방문한 일본인 24명을 수사하였으나 혐의가 없어 9.16. 출국 조치함.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2, 3주기 추도식,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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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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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구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1983.10.9.)의 2주기 및 3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다음과
같이 거행됨.
1. 2주기 추모행사
성명서 발표

- 1985.10.9. 정부 대변인 명의 성명서 발표
추모 행사

2. 3주기 추모행사
성명서 발표

- 1986.10.9. 정부 대변인 명의 성명서 발표
추모 행사

- 주미얀마대사관은 대사관 직원과 교민이 참석하는 추모행사 거행
- 부처별 자체 계획에 따라 순국 외교사절 묘소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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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주미얀마대사관은 추모행사 거행
- (외무부 본부) 고 이범석 장관 및 이계철 대사 묘소 분향, 기타 순국 외교사절 묘소 참배
- (국내 행사)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립묘지에서 거행

신민당 의원 발언관련 구속사건,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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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1 / 16 / 1~96(96p)

1. 외무부 미주국장은 1986.10.15. 주한 미국대사관 Lambertson 공사 면담 시 하루 전인 10.14. 국회
본회의에서의 신민당 유성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언급함.
미주국장은 유성환 의원의 발언은 반공 국시 포기와 공산통일 용인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국가
보안법에 위반되고 또한 국가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 관계당국은 유 의원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을 확정하고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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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회 회기 기간 중 국회의원의 구속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원은 동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하여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Lambertson 공사는 미국 정부가 유 의원의 발언 중 문제가 된 부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나, 미국 내 일부 여론은 발표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특히 현직
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 때문에 구속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
우려된다고 함.

2.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1986.10.14. Blakemore 국무부 한국과장을 접촉하여,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현행법에 위반되고 국가의 기본질서에 반하며, 학생운동이 과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는 요지로 설명함.
Blakemore 한국과장은 국무부의 10.14. 정오 브리핑 시 관련 질의에 대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이해하지만, 모든 개인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져야 함을 믿는다고
답변하였음을 언급함.

- 또한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한국의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나, 미 정부로서는 국내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 것임을 이해하여 달라고 언급

3.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1986.10월 유성환 의원의 석방을 탄원하는 서한을 보내옴에 따라 주미대사관은
대사 명의 회신을 작성하여 동인들에게 발송함.
Udall 하원의원(민주당)이 1986.10.21.자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및 국회의장(사본) 앞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보내옴.

Clinton
주지사(Arkansas주)가 1986.10.21.자 법무부장관 및 내무부장관 앞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보내옴.

미국 의회의 한국관계 결의안 제출 및 대책, 1986

| 86-001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2 / 9 / 1~95(95p)

1. 미국의 Deconcini 상원의원 및 Kerry 상원의원은 1986.4.30. 한국 내 정치 위기 해소를 위한 미국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함.
2. 미국의 Solarz 하원의원이 제출한 한국 관계 결의안과 Solomon 하원의원이 제출한 북한 관계 결의안이
1986.5.21. 미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소위 및 6.5. 미 하원 외무위원회를 각각 통과하여 6.24.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됨(한국 관계 결의안).

실현시키는 기회 제공
한국의 교육 및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언론·출판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 제한, 일부 반정부
인사의 감금 및 고문 사례가 존재
한국의 정치안정 및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민주화의 진전 특히 다음에 의해 진작된다는
것이 의회의 견해

- 정부와 야당 간의 화해 정신에 입각한 대화
- 선거제도를 통한 대통령직의 평화적, 민주적 이양
-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 및 적법 절차 보장
- 모든 정치범의 석방 및 정치적 권리 복권(북한 관계 결의안)
북한은 기본적 인권 부인, 김일성 일가에 대한 개인숭배, 가혹한 탄압 행위에 기초한 일당 독재
국가
북한은 대규모 공격병력의 휴전선 인근 배치, 땅굴 건설, 간첩 침투 기도, 랑군 폭발 사건 등으로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지속적으로 표현
북한 정권에 대해 다음 사항을 촉구

- 한국을 전복시키려는 일체의 기도 중지
- 남북대화에 보다 협조적 자세 시현 등 긴장 완화 조치 강구
- 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제적 고립 탈피 방안 강구
- 인권 및 정치적 권리 탄압과 개인적 자유 박탈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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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이익 보유
1987년 말 또는 88년 초의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 실시는 한국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수상급 방한인사 영접기준, 1983-85

| 86-0012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 / 13 / 1~94(94p)

외무부는 1983.2월 수상급 방한 인사의 영접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함.
1. 영접 기준의 분류
A안: 당해 국가의 정체가 내각책임제이며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국가의 수상
B안: A안에 속하지 않는 기타 국가의 수상과 대통령 책임제 하의 수상
58

2. 영접 기준
초청 명의

- A안: 대통령, 정부 또는 국무총리
- B안: 국무총리
환영식

- A안 및 B안: 공항
영접 인사

- A안: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 B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A조 또는 B조)
합창단: A안만 해당
식장 현판: A안만 해당
가로기(시청-청와대): A안만 해당
공식만찬 및 민속공연

- A안: 대통령 주최
- B안: 국무총리 주최
오찬

- A안: 국무총리 주최, 경제 4단체 주최
- B안: 대통령 주최, 유관 업체 주최
선물 교환: A안만 해당
정상회담: A안만 해당
환송식(옥내 행사): A안만 해당
경호

- A안: 대통령경호실 또는 내무부
- B안: 내무부

외빈 영접 간소화, 1985-86

| 86-001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 / 14 / 1~149(149p)

외무부가 1985년 추진한 외빈 영접 간소화 방안에 관한 내용임.
1. 추진 경위
대통령 지시(1985.5월)

- 선진국의 예에 따라 의전 행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우리 측이 체재비를 부담하는 외빈의 공식수행원 수도 줄이고 환영 간판도 1개만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것
- 외빈 영접 기준 간소화 작업 추진을 위하여 주요 20여 개국의 외빈 영접 관례를 조사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

- 1985.12.12. 외무부에서 청와대, 외무부, 총무처 및 서울시의 국장급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외빈
영접 기준 간소화 추진에 관해 협의

2. 간소화 추진 기본방향
경비 절약

- 환영 간판, 가로기, 연도 시민 수기 배포, 공식 만찬 참석 범위 및 아측 부담 공식 수행원 수 등의 축소
또는 폐지
행사의 간소화

- 합창단, 환영단 및 행운의 열쇠 증정 등의 행사 축소 또는 폐지
시민 불편 해소

- 차량 대형의 길이를 단축하여 차량 통과 시간 단축

3. 향후 추진계획
국가원수급 영접 기준 간소화

- 1986.6월경 신촌리 비행장을 외빈 환영식장으로 사용하게 됨을 계기로 외빈 영접 절차 작성 시 영접
기준 간소화안을 동시에 확정
수상급 영접 기준 간소화

- 차기 수상급 외빈 방한 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영접 계획서에 간소화안을 포함시켜 재가 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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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 외빈 영접 관례 조사

전직 국가원수 예우에 관한 자료, 1984-85

| 86-0014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1 / 1~314(315p)

1984~85년 외무부가 조사한 전직 국가원수 또는 전직 수상 예우에 관한 다음 항목별 외국의
관례임.
1. 퇴임 후 지위
2. 연금 제도
60

3. 경호
4. 의전 서열
5. 현직 대통령과 업무연락 체계
6. 예우 및 복지 혜택
7. 장례 의전
8. 사법상 특혜, 명예보호 등

대사파견 - 바베이도스, 1985-86

| 86-001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2 / 1~56(57p)

1. 정부는 1985.11.4. 신임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에 대한 신임장을 발급함.
2. 민수홍 대사는 1986.1.15. Sir Hugh Springer 총독에게 신임장 제정함.
신임장 제정식에서 Springer 총독은 한국의 경제개발 추진에 경의를 표하고 소련의 서울 올림픽
참가 가능성 및 남북 관계에 관심 표명

- 민 대사는 소련이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남북대화 진행 사항 등을 설명
61
세인트키츠네비스

- 1986.2.14. Arrindell 총독에게 신임장 제정
- 동 총독은 1985.4월 방한 시 환대에 사의 표명 및 양국 우호협력관계 강화 기대
세인트빈센트

- 1986.2.24. Eustage 총독에게 신임장 제정
- 민 대사는 남북한 관계 등을 설명, 동 총독은 한국 국내 정세에 관심 표명
도미니카연방

- 1986.2.26. Seignoret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동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협력 지원 계속 희망
앤티가바부다

- 1986.3.3. Jacobs 총독에게 신임장 제정
- 동 총독은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기원
세인트루시아

- 1986.3.6. Lewis 총독에게 신임장 제정
- 민 대사는 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협조 기대 표명, 동 총독은 한국의 번영 기원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민수홍 대사의 겸임국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사파견 - 카메룬, 1980-82

| 86-0016 |

생산연도

1980~1982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총무과

MF번호

2016-3 / 3 / 1~138(138p)

1. 변정현 신임 주카메룬대사는 1980.3.17. 주재국 Ahidjo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변 대사는 동 대통령에게 한국 외무부장관이 특사로 1979.11월 주재국을 방문하였을 때 동 대통령을
방한 초청한 사실을 언급, 방한 실현 희망을 표명

2. 변정현 대사의 겸임국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적도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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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4.30. Obiang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동 대통령은 1월 한국 특사의 동국 방문 시 제안한 동 대통령의 방한 초청 관련 8~9월 중 방한을 고려
중이며, 어업 등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희망
차드

- 1982.4.10. Goukonui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변 대사는 남북한 관계 등을 설명하였으며, 동 대통령은 차드 사태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

대사파견 - 카메룬, 1986

| 86-001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총무과

MF번호

2016-3 / 4 / 1~109(109p)

1. 김동호 신임 주카메룬대사는 1986.9.25. 주재국 Paul Biya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김 대사는 Biya 대통령에게 방한 초청 사실을 상기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의 노력 필요성을
설명
동 대통령은 기회가 되면 방한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

2. 김동호 대사의 겸임국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적도기니

차드

- 1986.11.29. Habre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동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 노력 지지 의사 표명 및 리비아 관련 최근 차드 정세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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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10.30. Obiang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동 대통령은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고 한국과의 효과적 경협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합동위원회 설치 및 수산 분야에서의 합작회사 설립을 희망
- 김 대사는 남북한 관계 및 한국의 주재국에 대한 물자 증여 등 경협 현황을 설명

대사파견 - 코스타리카, 1985-86

| 86-001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5 / 1~19(19p)

1. 코스타리카 정부는 1985.9.16. 최종익 신임 주코스타리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나 부임
치 않았으며, 1986.2.3. 정해헌 신임 대사에 대한 신임장을 발급함.
2. 정해헌 대사는 1986.3.4. 코스타리카 Monge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대통령은 1985.5월
자신의 방한 시 한국 정부의 환대와 경운기 등 한국의 주재국에 대한 경협 지원에 사의를 표시하고,
북한의 랑군 만행을 계기로 북한과의 단교 조치 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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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사는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등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고 양국 간 긴밀한 유대 지속을
위한 협력을 요망

대사파견 - 덴마크, 1986

| 86-001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6 / 1~5(5p)

1. 정민길 신임 주덴마크대사는 1986.5.29. 주재국 Margrethe 2세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신임장 제정 계기 면담 시 정민길 대사는 동 여왕의 방한을 희망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전 대통령의 구주 4개국 순방 및 한국의 대구주 진출 확대 강화책을 설명함.
동 여왕은 동석한 부군 Henrik 공(2주 전 방한)으로부터 한국의 활기찬 발전상과 올림픽대회
준비가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들었다고 언급

- Henrik 공은 양국 경제 단체 및 실업인의 빈번한 교류가 경협 증대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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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도미니카공화국, 1986

| 86-002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7 / 1~20(20p)

1. 김성식 신임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1986.12.23. 주재국 Joaquin Balaguer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신임장 제정 계기 면담 시 김성식 대사는 주재국 정부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 등을 설명함.
동 대통령은 1986.11월 중순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카리브 지역 투자관계 회의에 참석, 카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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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발전 모델로 한국 발전상을 지적한 바 있다고 하고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재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

3. 김성식 대사는 1991.1.9. 이임 인사차 주재국 Balaguer 대통령을 면담했으며 동 대통령은 양국 우호
관계의 지속 발전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1.11. 주재국 Ricardo 외무장관은 김 대사에게 공로훈장을 수여

대사파견 - 가나, 1986

| 86-002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8 / 1~13(13p)

1. 남홍우 신임 주가나대사는 1986.12.18. 주재국 Justice D. F. Annan 임시국가방위위원회(PNDC) 수석
위원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신임장 제정 계기 면담 시 남홍우 대사는 전두환 대통령의 안부를 Rawlings 임시 국가방위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고 한국 수산회사의 주재국 진출 및 한·가나 새마을 농장 등에 관해
설명함.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주재국 진출을 희망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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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석위원은 한국의 대주재국 무상 지원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사파견 - 제네바, 1984-85

| 86-002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9 / 1~19(19p)

1. 박근 신임 주제네바대사는 1985.1.22. Erik Suy 유엔 구주 사무처장에게 신임장(한국 외무장관 명의
유엔 사무총장 앞 임명통지서)을 제정함.
2. 신임장 제정 계기 면담 시 박근 대사는 남북대화 현황 및 한국 입장을 설명함.
동 사무처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남북대화에 관한 제안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 문제가 동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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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제네바, 1986

| 86-002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16-3 / 10 / 1~7(7p)

1. 이상옥 신임 주제네바대사는 1986.10.24. Erik Suy 유엔 구주 사무처장에게 신임장(한국 외무장관
명의 유엔 사무총장 앞 임명통지서)을 제정함.
2. 신임장 제정 계기 면담 시 이상옥 대사는 최근 서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결과를 설명하고 88년
서울 올림픽도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함.
동 사무처장은 자신이 1980년에 두 차례 방한한 바 있다고 하고 한국과 유엔 각 기구 간의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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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대사파견 - 모로코, 1986

| 86-002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6-3 / 11 / 1~13(13p)

1. 한석진 신임 주모로코대사는 1986.6.27. 주재국 Hassan 2세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신임장 제정 계기에 한석진 대사는 전두환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했으며, 동 국왕은 양국은 비록 한때
식민 통치를 겪었으나 전통 깊은 국가로서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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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네덜란드, 1986

| 86-002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3 / 12 / 1~19(19p)

1. 정부는 1986.3.20. 한우석 신임 주네덜란드대사에 대한 신임장을 발급함.
2. 한우석 대사는 1986.5.12. 부임하여 5.21. Beatrix 네덜란드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한 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여왕과 환담한바, 여왕은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치하하고 한국의
88 올림픽 준비 상황, 한반도 군사 정치 정세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함.

- 한 대사는 한국 정부가 88년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및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전달함.
Broek 외상은 1985년 Lubbers 수상의 방한과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네덜란드 방문으로 양국 간
우호관계가 일층 강화되었다고 하고 한국의 괄목할 발전에 찬사를 보낸다고 함.

- 또한 동 외상은 한국의 유엔 가입, 남북한 교차승인 등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해 왔다고 하고 계속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한 대사는 1986.5.20. Van Den Broek 외상을 예방하고, 신임장 및 전임 윤하정 대사의 소환장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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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파라과이, 1986

| 86-002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총무과

MF번호

2016-3 / 13 / 1~20(20p)

1. 파라과이 정부는 1986.2.10. 권영순 신임 주파라과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권영순 대사는 1986.5.13. 스트로에스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권 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환담 시, 파라과이가 스트로에스너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하에 괄목할
발전과 안정을 이룩한 것에 경의를 표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의 확고한 한국 입장
지지와 한국 이민에 대한 호의적 배려에 사의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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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에스너 대통령은 반공 일선에서 공산주의와 투쟁하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한국에
경탄하며 권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일층 증진되기를 희망함.

3. 권 대사는 1986.5.9. Salvivar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외상은 한국 대사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하고 1984.6월 한국 방문을 회고하면서 당시
짧은 여정으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두루 관찰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다시 방한할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함.

대사파견 - 카타르, 1986

| 86-002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6-3 / 14 / 1~20(20p)

1. 정부는 윤영엽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을 신임 주카타르대사로 내정하고 1986.9.20. 카타르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윤영엽 대사는 1986.12.10. 도하에 도착하여 12.17. 신임장을 제정함.
윤 대사는 12.17. 왕궁에서 의장대 사열 후 카타르 황태자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윤 대사는 전임 김용권 대사의 소환장을 동시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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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환담 시에 양국 우호관계가 증진 일로에 있음과 아시안게임에서 카타르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국가임을 강조함.
- 동 황태자는 자신이 체육을 맡고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언급함.

대사파견 - 스웨덴, 1986

| 86-002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15 / 1~24(24p)

1. 정부는 1986.3.20. 이정빈 신임 주스웨덴대사에 대한 신임장을 발급함.
2. 이정빈 대사는 1986.5.14. 임지에 부임함.
이 대사는 6.11. Carl Gustaf 16세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동 국왕 면담 시에 한·스웨덴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 88 올림픽 준비 현황 등을 설명하고 88 올림픽 계기에 국왕의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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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타진함.
국왕은 한국 국민의 번영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기원하고 가능한 한 올림픽 참관을 기대한다고 함.

3. 이 대사는 1986.5.21. Andersson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전달하고 양국 관계에 관한 의견 교환을 가짐.
이 대사는 양국 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외상의 각별한 관심을
요망함.

-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 규모가 가일층 확대될 것임을 지적하고 하이테크 분야에서 스웨덴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함.
- 스웨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립국 감시 위원단의 일원으로 큰 공헌을 하였음을 평가하고, 스웨덴이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고 대화의 광장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측면 지원해 줄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대가 크다고 밝힘.
Andersson 외상이 한국의 학생 데모와 관련된 국내 정세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데 대해,
이 대사는 한국 정부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제일 목표로 삼고 있고 최근의 일부 소요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모가 확대일로에 있는 등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함.

대사파견 - 스페인, 1986

| 86-002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16 / 1~27(27p)

1. 스페인 정부는 1986.3.4. 윤찬 신임 주스페인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윤찬 대사는 1986.6.4. Juan Carlos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윤 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국왕과 면담함.

- 윤 대사는 Carlos 국왕의 영도하에 스페인이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치하하고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스페인이 남북한 균형 유지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또한, 88 올림픽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국왕의 방한을 희망함.
것이라고 함.

- 국왕은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며 스페인 정부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방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 또한,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유치에 한국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함.

7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Garlos 국왕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 관계에 관심을 표하고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계속 지지할

대사파견 - 수리남, 1986

| 86-003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3 / 17 / 1~24(24p)

1. 수리남 정부는 1986.3.21. 신임 최공천 주수리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최공천 대사는 1986.5.19. 임지에 부임하여 5.30. Texel 수리남 외무차관 대행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최 대사는 1986.6.11. Ramdatmisier 대통령 서리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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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해 수리남 국민의 번영을 기원하고 수리남이 독립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한·수리남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의 증진에 진력할 것임을 밝힘.

4. 최 대사는 신임장 제정식이 끝난 후 Herrenberg 외상을 예방,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다짐함.

대사파견 - 스위스, 1986

| 86-003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3 / 18 / 1~12(12p)

1. 스위스 정부는 1986.3.4. 권동만 신임 주스위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권동만 대사는 1986.5.15. 스위스에 부임하고, 5.22. Alfons Elgi 연방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권 대사는 Elgi 대통령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인사 말씀을 전하고 스위스
국가와 국민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함.

Elgi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지속적인 번영을 기원하고 한국 대사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양국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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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트리니다드토바고, 1985-86

| 86-003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3 / 19 / 1~18(19p)

1. 정부는 1985.11.25. 주동운 신임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 명의의 신임장을
발급함.
2. 주동운 대사는 초대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로 1985.12.18. 부임하였으며, 1986.1.14. Ellis Clark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주 대사는 Clark 대통령에게 양국 관계의 발전이 공동 이익이 되도록 실질 관계의 증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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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력하겠다고 함.
Clark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기원하고 한국 정부가 많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겸임대사가 아닌 상주 대사를 파견해 준 것에 대해 한국이 자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감사하다고 함.

3. 주 대사는 겸임국 그레나다로 출장, 1986.6.27. Paul Scoon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주 대사는 총독에게 양국 우호 관계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바, 총독은 양국 우호
관계가 증진되고 있음과 한국의 원조에 감사를 표명함.

4. 주 대사는 동일 Ben Jones 그레나다 외상을 면담한바, 외상은 1985년 북한과의 단교 조치 이후
한·그레나다 간 관계 발전이 그레나다 신정부 발족 이후 18개월간 대외 관계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하고 한국의 원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함.
주 대사는 그레나다 체재 중 Rapier 외무차관 및 베네수엘라대사(외교단장) 예방, 총독 내외 만찬
초청 등의 활동을 함.

대사파견 - 터키, 1986

| 86-003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20 / 1~12(12p)

1. 터키 정부는 1986.2.21. 장명하 신임 주터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장명하 대사는 1986.6.13. 하레푸오레 외상을 방문,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면담한바, 동 외상은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 관계의 돈독함과 한국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해외 건설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장 대사는 재임 기간 중 양국 관계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고 오는 11월 요자르
동 기회에 방한을 희망한다고 함.

3. 장 대사는 1986.6.17. 에브렌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면담한바, 대통령은 자신의 1982년 공식
방한한 사실을 회고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하여 줄 것을 희망함.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경제 분야의 상호 협력 증진 및 무역역조
시정이 이루지기를 바란다고 함.
 대사는 한·파키스탄 수교 시 에브렌 대통령의 적극적 협조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사의를
장
전달하고 한국 대통령의 터키 답방에 관하여는 양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실현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함.

- 오는 11월 예정된 요자르 수상의 방한과 7월 한국은행 총재의 터키 방문 실현은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의 공유 및 상호 협력 분야를 협의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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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의 방한 시 하레푸오레 외상의 수행을 희망한바, 동 외상은 한국을 아직 방문한 적이 없어

대사파견 - 우간다, 1986

| 86-003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 / 21 / 1~100(100p)

1. 외무부는 1986.2.12. 주우간다대사대리에게 1985.7.27. 우간다 쿠데타 이후 양국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1984.10월 주우간다대사의 강제출국 이후 정지된 양국 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주재국에 전달할 것을 지시함.
2.21. 주우간다대사대리는 Mukiibi 외무장관이 한국의 신임 대사 임명을 환영한다고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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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간다 정부는 1986.3.25. 정보영 신임 주우간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정보영 대사는 1986.5월 임지에 부임, 5.21. Ibrahim Mukiibi 외무장관을 예방, 신임장 및 전임 대사의
소환장을 전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함.
Mukiibi 외상은 우간다 정부의 긴급구호 및 복구계획에 한국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망함.
우간다 일간지 STAR지와 NGABO지는 6.2. 기사를 통해 지난 오보테 정권 시 한국 대사가 추방된
후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으나, NRM 정부가 수립된 후 정보영 대사가 부임하여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다고 보도함.

4. 정 대사는 자신의 무세베니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1986.6.10.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북한의
방해 책동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6.13. 보고함.
5. 이후 정 대사의 신임장 제정 일자가 1986.8.5.과 9.9.로 거듭 연기되었으며, 정 대사는 10.6.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정 대사는 무세베니 대통령의 강력한 영도하에 우간다가 조속한 안정과 평화를 이룩함에 경의를
표하고 양국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언급함.
무세베니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 분야 중 최대 관심은 군복 등 군 개인장비의 조속한 조달이라
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가능성을 검토토록 외무장관에게 지시함.
정 대사는 양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주한 우간다대사의 조속한 임명을 희망하고 종전대로
주일 우간다대사를 한국에 겸임 발령하는 것도 좋겠다고 한바, 무세베니 대통령은 외무장관에게
이를 적극 검토토록 지시함.

대사파견 - UN, 1986

| 86-003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3 / 22 / 1~11(11p)

1. 정부는 1986.9.5. 박근 전 주제네바대사를 신임 주유엔대표부대사로 임명함.
2. 박근 대사는 1986.10.9. 부임, 10.10. 유엔 사무국 Teymour 의전장을 예방하여 임명동의서 사본을
제출하고 조속한 유엔 사무총장 예방 주선을 요망함.
3. 박 대사는 1986.10.16. Javier Perez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임명통지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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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파견 - 미국, 1985-86

| 86-003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 / 23 / 1~48(48p)

1. 정부는 1985.10.17. 김경원 신임 주미국대사에 대한 신임장을 발급함.
2. 김경원 대사는 1986.11.20. John Whitehead 국무장관 대리를 예방하여 신임장 사본, 전임대사의
소환장, 신임장 제정사 사본을 제출함.
Whitehead 장관 대리는 남북대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미 정부의 301조 발동에 따른 양국 간
82

경제마찰을 상호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함.
김 대사는 남북한 관계 진전을 위해 향후 2~3년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미 정부의 갑작스런
경제조치는 한국민의 감정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함.

3. 김 대사는 1986.2.18. 레이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김 대사는 레이건 대통령에게 한국 대통령이 1985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유익하고 유쾌한
추억을 갖고 있음을 전달함.

레이건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남북대화의 원만한 진행과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함.

4. 김 대사는 1986.2.22.~26. 간 겸임국 바하마에 출장, 2.25. Geraldcash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김 대사는 Geraldcash 총독에게 양국 간 수교 후 최초의 대사로서 신임장을 제정한 것은 영광이며
향후 양국 간 실질적 관계가 심화되기를 희망함.
 총독도 양국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기원함.
동

대사파견 - 부르키나파소, 1986

| 86-003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 / 24 / 1~26(26p)

1.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1986.1.15. 최근배 신임 주부르키나파소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최근배 대사는 1986.2.28. 임지에 부임하였으며, 4.7. 상카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신임장 제정을 대기 중인 나라가 다수 있었으나 한국이 상주대사인 점을 고려, 신임장 제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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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부임 - 캐나다, 1984-86

| 86-0038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북미1과

MF번호

2016-3 / 25 / 1~345(345p)

1. Donald Wilfred Campbell이 1984.9.12. 주한 캐나다대사로 부임함.
캐나다 정부는 1984.5.22.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해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1984.6.5. Campbell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Campbell
대사는 1984.9.19.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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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에 경의를 표하고 한국과의 실질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함.
- 전두환 대통령은 답사를 통하여 전통적인 우방인 캐나다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된 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고, 동 대사 재임 중 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함.
Campbell 대사는 1985.9.28. 본국 정부의 발령에 따라 귀임함.

- 동인은 캐나다 외무성 미국담당차관보로 내정됨.

2. Isabelle Jean Dorrett이 1986.2.24. 주한 캐나다대사로 부임함.
캐나다 정부는 1985.12.23.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해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1986.1.7. Dorrett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Dorrett
대사는 1986.4.1.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하여 캐나다 수상이 곧 방한하게 되고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시기에 주한대사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과 캐나다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 확대시키는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언급함.
- 전두환 대통령은 답사를 통하여 한국이 캐나다와 같은 우방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88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고 언급하고, 양국이 양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나아가 인류 평화와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하고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함.
Dorrett 대사는 1988.10.3. 본국 정부의 발령에 따라 귀임함.

- 동인은 캐나다 외무성 경제담당차관보로 내정됨.

대사부임 - 도미니카공화국, 1985-86

| 86-003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미과

MF번호

2016-3 / 26 / 1~190(190p)

1. Ciro Amaury Dargam Cruz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가 본국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1985.4.11.
귀임함.
2. Julio Nolasco Rodriguez가 1986.7.4.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로 부임함.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성은 1986.4.9.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을 통하여 동인을 신임 주한대사로
임명하는 데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Rodriguez 대사는 1986.9.2.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Rodriguez 대사는 1986.12.31. 본국 정부의 발령에 따라 귀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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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driguez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하여 양국 간에 현존하는 원만한 우호 관계를 중요시하며, 양국
간의 관계 강화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함.
- 전두환 대통령은 답사를 통하여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1962년 국교 수립 이래 계속 긴밀해지고
돈독해져 왔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동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함.

대사부임 - 에콰도르, 1986

| 86-004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27 / 1~97(97p)

1. 에콰도르 정부는 1986.2.21. Luis Patricio Maldonado Vasconez 주니카라과대사를 신임 주한대사로
임명코자 주에콰도르대사를 통해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3.13.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Maldonado 대사는 1986.5.2. 서울에 부임, 5.6.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Maldonado 대사는 지난 1984년 KDI 연찬회 시 방한한 바 있으며 상주 대사로 한국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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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에콰도르는 한국을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함.

외무부장관은
에콰도르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북한은 위험한 집단이며 호전적 태도를 지속함
으로써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의 계속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함.

3. Maldonado 대사는 1986.5.7.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Maldonado 대사는 1986.5.9. 외무부차관을 예방함.
동 대사는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부의
CONTRAS 진압 상황 등 정세를 설명한 후, 에콰도르는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계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함.

대사부임 - 엘살바도르, 1986

| 86-004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28 / 1~106(107p)

1. 엘살바도르 정부는 1986.2.7. Ernesto Arrieta를 신임 주한대사(동경 상주)로 임명코자 주과테말라대사
(엘살바도르 겸임)를 통해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3.13. Arrieta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Arrieta 대사는 1986.3월 동경에 부임하였으며, 12.9.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Arrieta 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1986.12.10. 오재희 외무부차관 및 장선섭 미주국장을 예방함.
지난 지진 피해 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원조와 차량 공여에 감사를 표함.

- 엘살바도르 국내 정세에 관해 반정부 그룹에 대한 두아르테 대통령의 대화 노력을 상세히 설명함.
오 차관은 신임장 제정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희망한 후, 한국의 남북 대치 상황을 설명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동 대사는 한국의 남북대화 정책 및 유엔 동시 가입 정책을 지지하는 자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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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부임 - 그리스, 1985-86

| 86-004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2과

MF번호

2016-3 / 29 / 1~58(58p)

1. 그리스 정부는 1985.10.25. Lianis George를 신임 주한대사(동경 상주)로 임명코자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11.28. George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George 대사는 1985.11월 동경에 부임하였으며, 신임장 제정을 위해 1986.2.4.~12. 방한함.
동 대사는 2.5.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의전장을 예방하였으며, 2.6. 전두환
88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동 대사는 방한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일정을 가짐.
2.7. 외무부차관 예방, 금성반도체 상사 방문
2.8. 외무부 구주국장 주최 오찬 참석

2.10.
과기처장관 예방, 국회의장 예방, 삼성전자 방문
2.11. 상공부장관 예방, 대법원장 예방, 국무총리 예방
2.12. 과기원장 면담 후 이한

대사부임 - 세인트킷츠네비스, 1985-86

| 86-004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30 / 1~57(57p)

1. Byron 신임 주한 세인트키츠네비스대사(세인트키츠네비스 상주)가 1986.3.29.~4.2. 방한함.
2. 동 대사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신임장 제정, 외무부장관 예방(신임장 사본 제출), 외무부차관 예방
국무총리, 국회의장 예방
삼성전자, 올림픽 경기장 시찰, 민속촌 관광
89

신임장을 제정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동 대사는 방한 전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 1986.3.25. 초대 주대만 세인트키츠네비스대사로서

대사부임 - 라이베리아, 1983

| 86-0044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31 / 1~103(106p)

1. 라이베리아 정부는 1983.1.20. Stephen J. Koffa 주일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코자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3.7. Koffa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라이베리아 정부는 1983.6.1. Cyrenius Nyen Forh 주나이지리아대사를 초대 주한대사로 임명코자
주라이베리아대사를 통해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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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21. Forh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Forh 대사는 초대 주한 상주대사로 1983.10.2. 서울에 부임함.
이로써 서울에 총 43개의 외국 대사관이 상주하게 되며 아프리카지역 국가의 대사관으로는 가봉에
이어 두 번째가 됨.

4. Forh 대사는 1983.10.5. 외무부장관을 예방,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장관은 부임을 환영하고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에 대해 소련 정부의 과오 시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과의 거부를 개탄함.

Forh
대사는 그러한 점이 소련의 비인간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공감함.

5. Forh 대사는 1983.10.26.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동 대사는 제정사에서 한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에 경탄하며 한국이 라이베리아의 4개년 국가 개발
계획에 투자 및 참여를 희망함.

- 최근 격추된 KAL기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
전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1982.5월 라이베리아 도우 대통령의 방한으로 양국 협력 관계가 공고화
된 것에 만족을 표하고 주한 상주 공관의 설치 및 대사의 부임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증진
될 것을 기대함.

대사부임 - 라이베리아, 1986

| 86-004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32 / 1~146(147p)

1. 라이베리아 정부는 1986.2.17. Christopher Mikinon 전 외무차관을 신임 주한대사로 임명코자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3.13. Mikinon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Mikinon 대사는 1986.9.1. 서울에 부임, 9.17. 최광수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동 대사는 9.22. 현희강 아프리카국장을 예방,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함.

- 현 국장은 하라레 비동맹회의에서 라이베리아가 한국 입장을 지지하여 준 것에 사의를 표명함.

동 대사는 한국 정부의 라이베리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각종 기증 및 연수생 접수 등에 대해
언급함.

- 또한 한국 정부의 통일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는 외세 간섭 없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함.
전 대통령은 답사에서 도우 대통령의 영도하에 라이베리아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있음을 치하하고 양국이 남남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Mikinon 대사는 1986.10.16.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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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부임 - 스페인, 1986

| 86-004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33 / 1~45(45p)

1. 스페인 정부는 1986.2.25. Fermin Prieto-Castro Roumier 외무성 구주국 심의관을 신임 주한대사로
임명코자 주스페인대사관을 통해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Roumier 대사는 1986.5월 서울에 부임, 5.15.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Roumier 대사는 1986.5.27.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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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한반도의 비극적인 분단 상태가 평화와 자유의 원칙하에 해결되기를
기원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증대되도록 노력코자 한다고 함.

- 88 올림픽에 모든 국가가 참가하게 되기를 기원하며 바르셀로나가 1992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것에 대한 희망을 표명함.
전 대통령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가일층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스페인
국민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함.

4. Roumier 대사는 1986.6.2. 외무부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를 협의함.
- 동 대사는 6.22. 조기 총선 가능성 등 스페인 국내 정세를 설명하고 기존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함.
- 외무부차관은 고위 지도층의 교류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스페인 국왕, 수상 및 외상의 방한 추진을
희망함.

대사부임 - 태국, 1986

| 86-004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3 / 34 / 1~82(82p)

1. Suchati Chuthasmit 신임 주한 태국대사는 1986.11.26.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Suchati 대사는 다음 요지의 신임장 제정사를 제출함.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축원하는 태국 국왕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함.
양국은 1950년대 후반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맺어 왔으며 1981년 한국 대통령의 태국 공식
방문을 계기로 가일층 강화되어 왔음.
93
양국은 자유, 평화 및 번영을 위한 공동의 이상을 추구하는바, 태국 군인의 한국전 참전에 감사함.
신임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 간 기존 우호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것을 확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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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두환 대통령은 답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대사부임 - 영국, 1986

| 86-004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서구1과

MF번호

2016-3 / 35 / 1~74(74p)

1. 영국 정부는 1986.6.12. 주한 영국대사관을 통하여 Lawrence John Middleton을 신임 주한대사로
임명하는 데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정부는 7.15. Middleton 신임 주한 영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영국 정부는 1986.7.31. Middleton 신임 주한 영국대사 임명 사실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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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ddleton 대사는 1986.10.7. 부임, 10.16.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Middleton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를 통하여 최근 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대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양국 간 기존의 훌륭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전두환
대통령은 답사를 통하여 1986년에 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으로 수교 제2세기의 새로운
역사를 향한 기틀을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동 대사의 재임 기간 중 양국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함.

대사부임 - 부르키나파소, 1984-86

| 86-0049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 / 36 / 1~9(9p)

1. 부르키나파소의 주한 대사를 겸임하는 Bassole Leandre 대사가 1986.3.31. 임지인 미국 Washington
D.C.에 부임함.
2. 정부는 부르키나파소와 수교한 이후 주한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한 적이 없음을 감안, 1986.5월 동
대사가 한국에 출장하여 신임장을 제정토록 동국 정부에 요청하였는바,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대사의
방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예산 사정상 방한 경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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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부임 - 바누아투, 1982-86

| 86-0050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3 / 37 / 1~6(6p)

1. 바누아투 정부는 1986.8.6. Vurobaravu Nikenike 대사를 초대 주한 대사(바누아투 상주)로 임명코자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정부는 1986.9.12. 동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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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파견 및 접수 제도, 1980-85

| 86-0051 |

생산연도

1980~1985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6-4 / 1 / 1~217(217p)

1980~85년 외무부가 조사한 다음 항목별 세계 각국의 영사 파견 및 접수 제도임.
1. 명예영사 제도
2. 영사위임장 제도
위임장 발급 여부 및 발급자 명의
97

외국 영사에 대한 인가 형식 및 인가자 명의

4. 기타 영사 파견 및 접수 제도에 있어서의 참고사항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영사인가장 제도

영사 위임장 발급, 1986

| 86-005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6-4 / 2 / 1~132(132p)

1986년도 외무부의 영사 위임장 발급 내역임.
1. 1986년 1월 발급
주마카오총영사관(홍콩 상주) 총영사 김재춘
주네덜란드대사관 부영사 이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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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6년 2월 발급
주홍콩총영사관 영사 변승국
주파라과이대사관 부영사 황영식

3. 1986년 3월 발급
주오사카총영사관 총영사 유내형
주고베총영사관 총영사 김용집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총영사 김권만
주일본대사관 총영사 강신무

4. 1986년 4월 발급
주제다총영사관 총영사 김기조

5. 1986년 5월 발급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총영사 최남준
주스페인대사관 영사 문호준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 부영사 이용현

6. 1986년 8월 발급
주콜롬비아대사관 영사 이춘선
주멕시코대사관 부영사 유지은
주파나마대사관 부영사 김진명

7. 1986년 9월 발급
주스페인대사관 영사 백성택

8. 1986년 10월 발급
주파라과이대사관 영사 문호준
주볼리비아대사관 부영사 박환선
주파나마대사관 영사 김진명(재지정)

주시드니총영사관 총영사 진관섭
주니이가다총영사관 총영사 성재상
주카라치총영사관 총영사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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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그다드총영사관 총영사 강석재
주삿포로총영사관 총영사 허세린

영사부임, 1986

| 86-005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6-4 / 3 / 1~56(56p)

1.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이 1985.12.30. Mohammad Ali Al-Shewaihy 신임 총영사의 영사위임장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인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1986.1.9. 동인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2. 주한 칠레대사관이 1986.3.4. Fernando Ayala 신임 영사의 영사위임장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인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1986.4.1. 동인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100

3. 주한 일본대사관이 1986.4.7. June Numata 신임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총영사의 영사위임장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인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1986.5.15. 동인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4. 주한 콜롬비아대사관이 1986.6.4. Guillermo Orjuela-Bermeo 신임 영사의 영사위임장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인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1986.6.30. 동인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주한 콜롬비아대사관이 1986.10.31. Guillermo Orjuela-Bermeo 영사를 총영사로 승진, 임명하는
영사위임장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인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1986.12.5. 동인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5. 주한 우루과이대사관이 1986.9.15. Tortorella Hector Omar 신임 영사의 영사위임장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인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1986.12.10. 동인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주부산 가봉 명예영사 접수, 1984

| 86-0054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4 / 4 / 1~35(36p)

1. 주한 가봉대사관은 1983.10.6. 외무부 앞 공한에서 김중명 삼북산업 사장의 부산 주재 가봉 명예영사
임명에 대한 한국 측의 동의를 요청함.
외무부는 1983.11.2. 동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함을 주한 가봉대사관에 통보
주한 가봉대사관은 1984.1.30. 외무부 앞 공한에서 명예영사 임명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4.2.16. 주한 가봉대사관 앞 공한에서 동 명예영사는 잠정적으로(on a provisional basis)
측으로부터 동인에 대한 임명 위임장(Commission)을 접수하는 대로 필요 절차를 거쳐 발급될 것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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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2.25.부터 명예영사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향유할 것이며 동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은 가봉

이봉래 주한 모리셔스 명예영사 접수, 1984

| 86-005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4 / 5 / 1~38(39p)

1. Duval 모리셔스 부수상은 1983.11.30. 노재원 외무부차관 앞 서한에서 이봉래 해외어업 사장을
비공식적으로나마 모리셔스 명예영사로 간주해 주기를 희망함.
외무부차관은 1983.12.7. Duval 부수상 앞 서한에서 명예영사 임명 관련 공식 통보를 접하는 대로
필요 절차를 취할 것임을 통보

주케냐대사관은
1984.3.27. 모리셔스 외무성이 3.16. 동 대사관 앞 공한에서 이봉래 사장의 명예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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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에 대한 한국 측 동의를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외무부는
1984.5.21. 동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함을 모리셔스 측에 통보토록 주케냐대사관에 지시

주케냐대사관은
1984.11.6. 모리셔스 외무성은 10.18. 동 대사관 앞 공한에서 명예영사 임명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인가장 발급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

2. 외무부는 1984.12.3. 명예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3. 이봉래 명예영사는 Jugnauth 모리셔스 수상의 초청으로 1986.10.26.~11.1. 모리셔스를 방문함.
주모리셔스대사대리는 10.29. 동 명예영사가 주재국 수상, 주요 각료들과 면담을 갖고 민간 차원에서
양국 간 어업협력 등 가능성을 타진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김종락 주서울 수리남 명예총영사 임명계획,
1986

| 86-005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4 / 6 / 1~6(7p)

1. 주한 수리남명예영사 임명 관련, 외무부는 1986.11.25. 주수리남대사관에 다음 요지로 지시함.
현재 조욱래 효성알미늄 사장이 주한 수리남 명예영사로 임명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김종락
코리아 타코마사 회장을 명예총영사로 별도 임명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존의 명예영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재국 측에 설명

2. 외무부 의전실은 1986.11.28. 다음 요지의 의견을 미주국에 통보함.
한국 주재 외국 명예영사관에 2명 이상의 관원 임명 인정

새로 임명되는 명예총영사의 주재 지역이 현 명예영사의 주재지인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면 동
임명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양인 공히 주재 지역이 서울이고 별도의 사무실을 유지할 경우라면
새로운 명예총영사 임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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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는 2인 이상의 명예영사가 같은 명예영사관에 근무하며, 하위 직급자가 상위 직급자를
보좌하는 경우

명예영사 접수 - 아주지역, 1986

| 86-005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4 / 7 / 1~86(87p)

1. 서울 주재 싱가포르 명예영사 임명
싱가포르 외무성은 1986.6.6. 주싱가포르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배주원 아신해운 사장을 서울
주재 싱가포르 명예영사로 임명하는 데 대한 한국 측의 동의 요청
외무부는 1986.6.23. 동 임명에 동의함을 주싱가포르대사관에 통보
싱가포르 외무성은 1986.7.11. 동인 임명에 대한 위임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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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 파푸아뉴기니 명예영사 임명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5.12.20. 동일 주재국 Vagi 외상이 12.18. 각의에서 주한 명예영사
임명에 관한 건이 의결되었다고 동 대사에게 알려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은 1986.6.19. 주재국 외무성이 6.17. 동 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정인영 한라
자원 사장을 주한 파푸아뉴기니 명예영사로 임명하는 데 대한 한국 측의 동의를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외무부는
1986.8.25. 동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함을 파푸아뉴기니 측에 통보토록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에 통보

파푸아뉴기니
외무성은 1986.9.30. 동 명예영사 임명에 대한 위임장 발급
외무부는 1986.11.19. Vagi 파푸아뉴기니 외상 방한 시(1986.10.13.~17.) 주한 명예영사관의 파푸아뉴기니
사증발급 업무 관장을 요청하였으며, 명예영사관이 개설된 현 시점에서 타국 공관(주한 호주
대사관)에 파푸아뉴기니 사증발급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것은 주한 명예영사관 설치 의의에
어긋남을 주한 파푸아뉴기니 명예영사에게 통보

무관접수 - 호주, 1986

| 86-005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4 / 8 / 1~5(6p)

1. 주호주대사는 1986.7.30. 주재국 정부가 예산 절감책의 일환으로 해외파견 무관 감축계획을 작성
중이며 주한 무관 2명도 전원 감축이 고려되고 있다고 보고함.
2. 주호주대사관은 1986.8.4.~5. 주재국 외무성 및 국방성 고위인사를 접촉, 주한 호주 무관이 계속 주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8.6. 호주 한국전 참전협의회 회장에게 동 건에 대한 측면
지원을 요청함.
105

정부에 통보되었으며, 다만 주한 무관에 관해서는 한국 측 요청을 받아들여 최초 수정안이 수정되어
주한 호주대사를 통해 한국 측에 통보되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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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관련, 주호주대사가 1986.8.15. 호주 정부에 확인한바, 호주 측은 무관 감축 계획이 확정되어 각국

각국의 외교특권 면제자료 조사, 1977-86

| 86-0059 |

생산연도

1977~1986

생 산 과

특전과

MF번호

2016-4 / 9 / 1~140(140p)

1977~86년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외교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자료임(원문
자료 포함).
1. 미국
Diplomatic Relations Act 내용(1978.12.29. 발효)
106

- 비엔나협약 시행에 있어 상호주의를 적용함.
- 예를 들면,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의 개인용품 면세수입도 처음 부임 시(비엔나협약)뿐만 아니라
상대국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체류 중 계속 가능토록 함.
- 외교특권 면제자에 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외교특권 면제자임을 증명하는 국무부의 법원에 대한
통보로 각하되며, 외교 공관 요원 및 동 관원에 대한 일반소송은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 영사단원,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의 경우는 소송 대상인의 행위가 공무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법원이 심의함.
외교관 특권 면제에 관한 국무부 공한(1985.5월)

- 외교관 및 고용원 자격과 외교 직무수행의 범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2. 프랑스
외교관 면세물품 구입에 관한 외무성 공한(1975.2월)

3. 캐나다
외교특권 인정 범위에 관한 자료(1977.11월 및 1986.5월)

4. 뉴질랜드
공항 입국자 농수산물 검사에 관한 외무성 공한(1986.1월)

- 뉴질랜드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영사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대상의 농수산물 검색을 위해 휴대 화물을
검색할 수 있음을 통보

주한 독일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81-86

| 86-0060 |

생산연도

1981~1986

생 산 과

의전2과/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6-4 / 10 / 1~38(38p)

한·독 기술협력 사업에 의거하여 한국에 체류(1981~86년 기간 중)하는 독일인 전문가들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내용임.
1. 근거 협약
1966년 9월 28일 체결된‘한국정부와 독일정부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약’
의 제5조 4항

2. 특권 및 면제 내용
- 이삿짐과 자가용 차량 1대는 면세 반입 가능
- 이삿짐 통관 시 사전에 물품 목록을 한국 외무부에 제출
부임 초기 9개월 동안의 특권 및 면제

-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은 합리적 수량에 한하여 면세 반입 가능
- 냉장고, 세탁기, TV, 음향기기 등 전기·전자 제품은 1회만 수입 가능
9개월 후의 특권 및 면제

- 자동차 부품이나 가구 부품은 부품 교환 목적으로만 반입 가능
- 식품, 음료수, 주류, 의약품 등은 합리적 한도 내에서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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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반입

외교관에 대한 운전면허법규관계, 1985

| 86-0061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6-4 / 11 / 1~252(252p)

1. 내무부는 1985.6월부터 주한 외교관 등 외교특권 면제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절차를 변경하여
외교관도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적성검사를 수검(검사료 납부)토록 함.
종전에는 주한 외교관에 대해 유효한 본국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갱신 발급함에 있어
필기시험, 기능시험 및 적성검사를 면제하여 왔음.

2. 이와 관련, 외무부는 다음 이유로 외교특권 면제자에 대해 적성검사 면제 등 행정 특례가 인정되기를
108

요청한바, 내무부는 외무부의 요청을 감안하여 1985.11월 외교특권 향유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면제키로 함.
주한 외국공관으로부터 동 적성검사 수검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내지 종전 제도로의 환원 요구가
빈번함.

외무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의 외교관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 73개국 중 15개국만 시력검사 등 적성검사를 실시함.

3. 1985.11월 현재 한국의 외교관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및 외교관 차량 면제 제도는 다음과 같음.
외교관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 외국면허 소지 외교관에 대해 일체의 시험이나 검사 없이 한국 운전면허 발급
- 발급 수수료는 징수
외교관 차량 면제

- 외교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등록세 및 관련 공과금 면제
- 고속도로 및 유료 터널 통행료는 징수

각국의 외교관 면책특권 규제조치, 1980-86

| 86-0062 |

생산연도

1980~1986

생 산 과

특전과

MF번호

2016-4 / 12 / 1~158(158p)

외교관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각국의 면책특권 규제 조치 사례임.
1. 미국(1984.7.15. 시행)
국무부가 종래 행하던 외교관에게 발급된 교통위반 소환장 취소 청구 관행을 중단
특정 교통위반 소환장 발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공관이 직접 관계 당국에 문제

2. 캐나다(1986.6.1. 시행)
주요 교통위반 시

- 음주운전 시 정지, 자발적 신분조사, 음주 측정
- 만취 확증 시 경찰서 연행 및 공관장에게 인계
- 교통위반 중복 시 면허정지 등 조치
경미한 교통위반 시

- 경찰이 벌금증 발부
- 벌금 불납부 시 외교관 차량 번호판 재교부 불허

3. 뉴질랜드(1986.9.1. 시행)
검문소에서 음주측정 요구

- 양성반응 시 계속 운전하면 필요한 기간 억류
속도 및 주차위반 시 벌금 부과
운전면허 신청 시 차량보험 가입증서 제출 의무화
중대한 위반 시 재판을 위해 면책특권 포기 요구

- 불응 시 송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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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교통법규
위반 시 소환장에 기재된 벌금 납부 권유
벌금 불납부 시 외교관의 운전면허 상실 가능성 유보

주한 외국기관·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및
면세, 1981-86

| 86-0063 |

생산연도

1981~1986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국제법규과

MF번호

2016-4 / 14 / 1~260(260p)

1981~86년 외무부가 검토 의견을 제시한 주한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신청에
관한 내용임.
1. 1981년도

110

부산 일본인학교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대구 화교중학교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미국
남침례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2. 1982년도
미국 연합감리교 세계선교부 유지재단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조치원 화교소학교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사단법인 서울클럽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진해 화교소학교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미국 농무부 소속 아시아천적연구소 토지 임차권 취득 허가 신청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 토지 임차권 취득 허가 신청

3. 1983년도
미국 장로교 한국선교회 토지 임차권 취득 허가 신청
외국인(대만 국적)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시티은행 서울지점 토지 가등기 및 지상권 취득 허가 신청
미국 남침례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김제 화교소학교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수원 화교중정소학교 평택분교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외국인(대만 국적)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주한 이란대사관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4. 1985년 및 1986년도
외국인(대만 국적) 토지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

주한 프랑스대사관 부지 통과 도로 계획, 1985-86

| 86-006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특전과

MF번호

2016-4 / 15 / 1~29(29p)

1.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동 대사관 부지 내 주택 신축 허가 신청 과정에서 서울시(서대문구청)가 동 부지를
통과하는 도로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외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1985.12.17.자 외교공한에서 이 도로건설 계획이 비엔나협정의 취지와 외국 공관의 치외법권 및
그 부지의 불가침성 원칙에 반함을 외무부가 서대문구청 측에 알려줄 것을 요청함.

1986.2.5.자
외교공한에서 직원 주택 신축을 위한 자체 행정절차상 시급히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할 사정이라면서 관계 당국이 프랑스대사관 부지 통과 도로건설 계획에 대해 조속히 결정을

2. 서울시는 1986.1.7.자 외무부 앞 공문에서 동 도로건설 계획에 관하여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로 재정비 작업에 포함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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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줄 것을 희망함.

주한 중미공관 공동건립 문제, 1986

| 86-006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4 / 17 / 1~14(14p)

1. Mario Quinones 과테말라 외상은 1986.9.3. 주과테말라대사 면담 시 주한 중미공관 공동건립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함.
중미 5개국이 공동으로 건물 1개 동을 지어 각국이 분할하여 공관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중미 외상들과 협의한 바 있음.

한국
정부가 적당한 대지를 기증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검토 바람.
동 계획 실현 가능 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타 중미 국가들의 주한 상주공관 설치에도 기여할
112

것임.

2. 외무부는 1986.10.2. 주한 중미공관 공동건립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다음 입장을 과테말라 측에
설명하도록 주과테말라대사관에 지시함.
한국 정부는 주한 외국공관의 주택난 완화를 위해 외국 공관 및 관저 단지를 조성함.
일부 중남미 국가가 동 단지 내에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관을 신축하는 것을 한국 정부는
환영함.

주한
중미공관 공동건립을 위한 부지 기증 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려움.

주한 외국공관 무선국 설치 허가, 1982-86

| 86-0066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6-4 / 18 / 1~308(309p)

주한 외국공관의 무선국 운용 실태 및 설치 동의 요청에 관한 자료임.
1. 외국 공관의 무선통신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외국 공관의 무선통신 시설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주재국의 동의를
받아 운용 가능함.

2. 주한 외국공관의 무선국 운용 실태(1984.1월 현재)
운용 중임.

3. 주한 외국공관의 무선국 설치 동의 요청(1982~86년 기간 중)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덴마크, 파키스탄, 프랑스, 스페인 대사관 등이 외무부에 무선국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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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구 자유중국), 터키, 영국, 독일, 미국 대사관 등이 무선국을 설치,

일본 상주 아국겸임 및 미수교국 공관 접촉 활동
강화 방안, 1986

| 86-006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4 / 19 / 1~28(28p)

외무부는 1986.12월 일본 상주 한국 겸임 및 미수교국 공관 접촉 활동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함.
1. 일본 상주 겸임 및 미수교국 공관 현황
겸임대사관: 23개국
미수교국: 30개국
114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문제점

- 겸임국 대사관 접촉 부족
- 외교단 초청행사 활용 부족
개선 방향

- 인적 접촉 강화
- 행사 초청과 참석 제도화
- 정책 설명자료 공급 제도화

3. 개선 방안
본부 기능 강화

- 담당 지역과와 주일대사관 간의 긴밀한 협조, 협의체제 구축
- 주일대사관을 미수교국 관계 개선 접촉 창구로 지정
- 겸임 공관에 대한 외교 행사상의 배려
- 한국의 정세, 시책에 관한 홍보자료의 원활한 보급
주일대사관 기능 강화

- 전담 참사관을 중심으로 일본 상주 겸임 및 미수교국 공관과의 긴밀한 접촉, 협의체제 구축
- 대사, 공사 등 고위 레벨에서의 겸임 및 미수교국 대사관원 접촉 활동 강화
- 겸임국 및 미수교국 공관 현황 및 동향에 관한 대본부 수시 보고 및 본부 지시에 따른 교섭업무 적극
시행

전두환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 중 정책구상
시행계획, 1986

| 86-006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행정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6-4 / 20 / 1~107(108p)

본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1986.8.11. 하계 기자회견 시 외교관계 정책구상에 대한 외무부의
시행계획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부문
남북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여 북한의 양 대회 참가를 유도

2. 남북대화 부문
남북한 최고 당국자 회담 개최 재촉구

- 문호개방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북한 설득 노력 전개
- 주변 국가를 통한 영향력 행사
- 국내 정국에 대한 우방국의 보다 확고한 인식 고취를 위해 각국 주한 대사관 접촉
한반도 전쟁 재발 억지 노력

- 주요 우방국을 통한 소련, 중국(구 중공)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 계속 추구
- 서구 주요 국가 정상의 방한 추진
북한·소련 간 군사적 밀착에 대한 경계 강화

3. 경제 부문
대일 무역역조 개선

- 대일 수입 감축 노력 강화
- 수출 촉진 활동 지원 강화
대선진국 경제·통상 외교 강화

- 대통령 구주 순방 후속조치
- 대미 경제외교 강화
대개도국 협력 강화

- 대개도국 자원·기술 협력 관계 증진
- 대저개발국 원조 확대
외무부의 경제기능 강화

- 주요 공관 경제 담당 인력 보강
- 경제외교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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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한 북한의 양 대회 참가 촉구
-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양 대회 참가 당위 논리 및 북한의 참가를 위한 한국의 진지한 노력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

한국의 대민주 캄보디아 연립정부 및 난민구호사
업 지원, 1985-86

| 86-006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4 / 21 / 1~78(78p)

1985~86년 한국의 대민주 캄보디아 연정에 대한 지원 경위 및 내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Tatsuro Kunugi 유엔 캄보디아 난민 지원계획 조정담당 특별대표가 1985.10.16.~18. 방한한바, 동인은
10.17.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시 다음과 같이 캄보디아 난민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 난민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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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난민 원조사업은 EC, 프랑스 등 선진국들로부터의 원조와 국제기구 활동에 의존
의약품 등 여러 가지 물자와 기술인력 등이 필요하며, 특히 식량이 부족한 상황
한국 정부가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난민 지원에 참여하여 주기를 희망

2. 외무부는 1986.10월 캄보디아 난민 구호금으로 1986년 무상원조자금에 계상된 미화 5만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함.
지원 사업

-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로부터 월경한 난민을 구호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Program for Thai
Affected Village를 지원
지원 방법

-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전달
전달식

- 12.12. 태국 외무성에서 김좌수 주태국대사와 시티 태국 외상 간에 5만 달러 지원금 전달식 거행
후속 조치

- 12.13. 김좌수 대사는 태국 외무성의 안내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카오이당 난민촌 센터
(5천 명 수용)와 최대 난민촌인 CAMP SITE 11(15만 명)을 각각 방문 시찰

한국의 대캄보디아 정책, 1985-86

| 86-007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4 / 22 / 1~150(150p)

1. 민주 캄보디아 연정 손산 수상은 1984.12월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앞으로 신년 메시지를 보내 왔으며, 정부는 민주 캄보디아가 미수교국이므로 주태국대사의 접수 확인
구술서 형태로 회신함.
2. 주태국대사는 1985.2.1. 베트남 군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해 베트남의 행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한바, 외무부는 정부가 이미 수차례 ASEAN(동남아국가연합) 입장을 지지

3. 태국 정부는 1985.3.8. 주한 태국대사를 통하여 한국 정부가 베트남의 캄보디아 연정에 대한 공세 및
태국 국경 침범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함.
정부는 3.20. 베트남의 군사적 공세를 비난하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함.

- 캄보디아 난민촌에 대한 베트남군의 무차별적인 군사공격이 난민들을 태국령으로 피신하게 하였으며,
이는 태국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침해임.
- 베트남군의 군사행동은 국제법 및 유엔 헌장에 대한 위반행위로서 즉각 중지되어야 함.
- 캄보디아 문제가 유엔 총회 결의 및 관련 국제회의 선언에 따라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태국 정부는 3.20. 시티 외상의 서한을 통해 정부의 성명 발표에 사의를 표명함.

- 한국의 성명은 캄보디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태국과 ASEAN의 노력에 대한 지지의 표시임.
- 동 성명은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의 강화 및 동남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

4. 손산 수상은 1985.8월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보내 왔으며, 정부는 주태국대사관
명의의 접수 및 전달 확인 구술서를 발송함.
5. 외무부는 1986.3월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한 정책설명 자료를 작성한바, 아주국이 작성한 캄보디아 관련
부분의 초안은 다음과 같음.
캄보디아 사태의 장기화는 소련의 동남아 군사진출 강화와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
한국은 캄보디아 문제가 유엔 총회 관련 결의 및 국제회의 선언에 따라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캄보디아 문제의 포괄적,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는 ASEAN의 노력을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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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므로 상황과 추이를 보아 가며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시달함.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에 따른 남아공과의 교류
검토, 1985-86

| 86-007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영사과

MF번호

2016-5 / 1 / 1~73(73p)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와 관련한 남아공 국민들의 한국 입국 허가 문제에 대한 외무부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에 관한 내용임.
1. AFCEA(The Armed Forces Communications and Electronics Association) 극동지역 회의 및 전시회
(1985.9.17.~19.)
유엔의 제반 결의를 존중하는 한국 입장에 비추어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AFCEA 주관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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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남아공 회사의 참가는 불허함이 적절하다는 의견

2. 서울 IMF(국제통화기금) 총회(1985.10월)
남아공의 IMF 총회 참석 여부는 전년도 총회 결정사항으로서 IMF 총재의 총회 개최 공고에 의해서
전 회원국이 동등하게 참석하므로 한국이 특정 회원국의 참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

3. 제33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1985.9.30.~10.6.)
남아공 국제심판 및 회의대표 입국을 불허함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

- 한국은 대남아공 제재를 위한 유엔의 결의 지지 천명
- 아프리카 국가들이 각국의 대남아공 체육교류에 민감하게 반응

4. 순복음교회 주최 Growth International Conference(1985.8.20.~25.)
순수 민간 종교 행사이며, 특히 남아공 종교인의 주도적인 인종차별 반대운동 사실을 감안,
입국 허용 의견

남아공
종교인 입국 사례

- 1982.7월 제3세계 신학자 대회 참가(1명)

일본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6.
전2권, V.1 1-5월

| 86-007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5 / 3 / 1~224(225p)

1.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동향(사회당 전당대회, 1985.12월 및 1986.1월)
1985년 당 운동 방침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1986년 당 운동 방침 채택

- 3자회담, 주한미군 철수 지지 및 북한 노동당과의 우호 관계 강화
- 
‘평화통일과 민주회복을 바라는 한국의 제 세력’
과의 연대교류 구체화
종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계급 정당에서 서구형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정당으로의
전환 선언

대한반도
정책 수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속한 진행은 기대 난망

외무부는 양당 간 교류 저지 관련 고려사항은 한국이 일본 사회당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당의 대한 정책을 수정토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언급

3. 이시바시 사회당 위원장 방한 문제
이만섭 국민당 총재 및 김동영 신민당 원내총무는 1986.4.10. 및 4.28. 각각 이시바시 사회당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동인을 방한 초청함.

외무부차관은
5.7. 국회의장을 방문, 일본 사회당 의원 방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함.

외무부는
5.8. 이시바시 위원장 방한에 관한 주일본대사 앞 전문을 통해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 일본 사회당과의 관계 개선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당의 명시적 대한반도 정책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 동인의 방한 문제는 그간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경위에 비추어 특정 정당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5월 하순은 시간적으로 촉박하므로 6월 일본 총선 이후 방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후 5월 하순까지 다수의 신민당 중진 의원들이 이시바시 위원장에 대한 방한을 허용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외무부장관 및 차관은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한국 신민당-일본 사회당 간 교류문제 관련 정부 부처 대책회의(19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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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6.
전2권, V.2 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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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시바시 사회당 위원장 방한 무산
1985년 이후 거론되었던 사회당 위원장의 방한 문제가 1986.7월 일본 총선거 이후로 연기됨.

- 한국 측은 방한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사회당의‘대한 정책의 명시적 전환 선행’입장을 견지
- 일본 사회당은 동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위원장의 방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 한국 측 요구에
부응하려는 입장 표명
1986.9월 일본 사회당 대회에서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사회당 위원장의 방한 문제가 새로운
120

국면으로 진입

2. 도이 신임 사회당 위원장의 대한반도 정책
기본 정책

-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부정하는 사회당 좌파의 대한반도관의 입장에서 일·북 국교 수립을
전제로 한 남·북한 등거리 정책 추구
-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소극적 자세
- 1970년 이후 국회 발언 등을 통해 반한적 입장 주도
평가 및 전망

- 대한 정책에 있어 전임 이시바시 위원장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은 도이 위원장의 대한반도관과
함께 동인의 최대 지지 세력인 당내 좌파의 영향에 기인
- 도이 위원장의 대한반도 정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1986.7월 사회당의
총선 패배와 관련, 당분간 당 체제 정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재 당내 분위기 및 일본 여론 추이에 비추어 사회당의 비현실적 정책노선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대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Gorbachev 서기장의
블라디보스톡 연설, 198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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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6.7.28.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소련 해군 창설 기념
식장에서 소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에 관해 연설한바, 연설 요지, 각국 반응, 외무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1. 연설 주요 내용
한반도 관련 언급

아·태지역의 긴장 완화와 경협 증진을 위한 모든 아시아 국가의 집단적 노력을 촉구

- 서방측 태평양 협력 구상이 차별적인 반사회주의 군사 블록 형성 저의가 아니라면 동 구상 협의에
참여할 용의 시사
- 헬싱키 유럽안보회의를 모델로 전 아·태지역 국가가 참가하는 아시아안보회의 개최를 다시 제안하고
동 회의 개최지로 일본 히로시마를 제의
- 핵무기 확산금지, 태평양에서의 해군 활동 축소, 아·태지역에서의 병력 및 재래식 무기 감축, 신뢰구축
조치 등의 중요성 강조
- 극동·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문제 해결에 미국의 참여가 불가피함을 인정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 6개 연대 병력(약 7,000명)의 연내 철수 계획 발표
중국(구 중공)·소련 관계개선 촉구
일본·소련 관계의 진전 및 경제협력 증진 필요성 강조
소련 극동지역 경제발전의 가속화 필요성 역설

2. 주요국 반응
미국: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동 문제 해결에 회의적 태도
일본: 아시아안보회의 구상의 선전성을 감안, 히로시마 개최 제의 수락 불가 논평
중국: 연설 내용 검토 중이라면서 신중한 태도

3. 평가
동 연설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의 대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적극화를 반영하는 한편,
동 지역에서 소련의 역할 제고를 위한 외교선전 공세의 일환

아·태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참여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서방측의 태평양 협력구상에
대해 완화된 태도를 보인 것은 소련 지도층의 보다 현실적인 접근 태도를 시사

소련의
대아·태 지역 정책 적극 추진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 예의 주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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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위험스러운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 한국민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한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한다면 북한이 제의한 대화를 회피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
-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북한 측 제의의 실현을 촉구함.

미국 민주당 외교정책 보고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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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han Solaz 미국 하원의원은 1986.7.17. 민주당 전국위원회 산하 정책연구회 연구반이 작성한
외교정책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 구성

- 일반 원칙, 대소 관계 및 군축 문제, 남아공 문제, 중미 문제, 제3세계 민주화 문제 등
한국 관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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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세계 민주화 문제 부분 초두에 부시 미 대통령의 1981년 필리핀 방문 시 마르코스 정권 지지 발언
및 1986년 슐츠 미 국무장관의 방한 시 정부의 민주화 지지 발언 내용을 간략히 인용, 레이건 행정부의
그릇된 견해로 예시
- 자유 투쟁 인사의 명단에 김대중, 김영삼 등 한국 재야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2. 본 문건에는 상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Reagan, Ronald 미국 대통령 외교정책(Reagan
Doctrine) 198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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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건 미 대통령의 대의회 메시지 발표(1986.3.14.)
대의회 메시지 요지

- 우익 또는 좌익을 불문하고 어떤 독재에도 반대
- 소련의 무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제3국과의 협력 필요성 증대
- 안보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에 대해 안보 및 정치 현실 존중과 함께 민주화 고취 노력
- 미국과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국가들에 대한 군사, 경제, 외교 분야에서 협력 강화
NYT의 관련 보도
미국 행정부 측 설명

- NYT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부정확함(3.14. 백악관 대변인).
- 금번 대의회 메시지는 오래전부터 표명되어 왔던 것으로 새로운 변화가 아니며, 권위주의적 우익
정권이 공산 독재정권으로 대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3.14. 백악관 포인덱스터
보좌관).

2. 슐츠 미 국무장관의 캔사스 주립대 연설(1986.4.14.)
어떤 형태의 독재에도 반대
문민 정부와 인권에 대한 존중을 중시

3. Sigur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하원 청문회 증언(1986.4.16.)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단임으로 물러날 것을 공약한 것은 한국 민주화 발전에 중요한 단계임.
미국은 한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음.

4. 외무부의 평가(1986.4월, 외무부 미주국)
레이건 대통령의 대의회 메시지 이후 일련의 관련 입장 표명이 미국의 대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미측의 설명대로 대부분의 내용이 미 정부가 과거부터
추구해 온 정책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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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메시지는 Reagan 행정부의 친미 우익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정책 변경 의미

한·아랍에미리트(UAE) 정무관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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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이 한국·아랍에미리트 관계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한·아랍에미리트 상공회의소 간 협력 의정서 서명(1986.2.20.)
1986.2.19. 아랍에미리트(UAE) 연방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Hamadbu Shihab 아랍에미리트 상공회의소 수석 부의장 간에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 의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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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됨.
 의정서는 양국 간 경제 및 교역 증진을 위한 10개 항의 협력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동

2. 86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1986.4.16.)
단체 종목으로서 UAE 축구팀의 참가가 결정되어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통보되었으며,
개인 종목으로서 탁구, 핸드볼 및 육상에 대한 참가 여부는 6월 말경 서울에 통보될 것임.

3. 현대건설 알아인 국제공항 공사 수주(1986.4.29.)
최종 최저 입찰 회사로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현대건설(주)의 알아인 국제공항 건설 수주가
4.29. 칼리파 아부다비 황태자 주재하에 열린 아부다비에미리트 집행이사회에서 사실상 결정됨.

4. 한국 탁구팀 초청(1986.7.23.)
Abdul Rehman UAE 탁구협회 사무총장은 7.23. 자국 국가대표팀의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 훈련
계획의 일환으로 7.30.~8.13. 제일모직 탁구팀을 초청키로 하였다고 알려 옴.

현재
UAE에서 활동 중인 한국 탁구 코치는 3명이며, 이 중 2명이 국가대표팀의 주코치와 부코치를
맡고 있음.

5. 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표단 UAE 방문(1986.7.29.)
Malaei Haji Ahued Murad 주이집트 브루나이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ASEAN 대표단이 7.28.
UAE 외무성을 방문, ASEAN의 현 의장인 Dana Palan 싱가포르 외상의 라쉬드 압둘라 UAE 외상
앞 친서를 전달함.
 친서에는 8월 짐바브웨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ASEAN의 입장과
동
이에 대한 UAE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탐문됨.

한·호주 정무일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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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zhov 소련 외무성 태평양국장 호주 방문
주호주대사는 1986.9.18. Sadleir 호주 외무성 부차관이 최근 자국을 방문한 Chizhov 국장과의
연석 회의 시 동 국장은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내용을 설명하고, 소련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북한의 통일 방안과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찬동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알려왔다고 보고함.

2. 양국 관계 일반
- 권 국장은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가기를 희망하고 신임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호주
방문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Joseph 대사는 한국 외무부장관에 대한 호주 방문초청은 아직도 유효하며
1987년 중 호주 방문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12.3. Joseph 대사는 최광수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협의함.

- 최 장관은 양국 간에 큰 현안 문제가 없음을 전제하고 대호주 무역역조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Joseph
대사는 한·호 무역 관계는 어떻게 확대하고 균형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면서
호주의 시장 규모가 인구 1천6백만에 불과하므로 한국의 소비재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함.
- 양측은 양국 간 정기 정책협의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1987년 중 정책협의체 개최 문제에 대해
협의함.
- Joseph 대사가 호주는 남·북한 간 대화의 진전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여타 지역의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평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최 장관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남북대화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은 여전히 남·북한 간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인 데 북한 측이 1986년 1월 한·미 간
팀스피릿 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3자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등 남북대화
재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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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9.22. Joseph 대사는 권병연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협의함.

한·방글라데시 관계, 1986

| 86-007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5 / 13 / 1~26(26p)

1986년 방글라데시 경제사절단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방한 경위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은 방글라데시 상공회의소 연합회장 등 민간경협대표단 23명이 1986.6.26.~29.
방한 예정임을 6.12.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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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제2차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및 대방글라데시 합작 투자
유치 등 개별 기업 활동

2. 방한 일정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합동회의, 상공부 차관 예방, 두산산업 방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만찬(6.27.)
재무부장관 예방, 대우 본사 방문, 대우중공업 인천 공장 방문(6.28.)

3. 한·방글라데시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합동회의
일시: 1986.6.27. 10:00~14:20
장소: 상의회관
주관: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방글라데시 경제협력위원회
대표단

-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50여 명
- M. A. Kashem 방글라데시 상공회의소 연합회장 등 23명
회의 의제

- 양국 경제 현황 검토
- 양국 간 통상 증진 방안
- 양국 간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촉진 방안

한·벨기에 정무일반, 1986

| 86-008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5 / 14 / 1~70(70p)

1986년 벨·한 의원 친선협회 및 벨기에 한국전 참전용사회 동정에 관한 내용임.
1. 벨·한 의원 친선협회
1986.5.27. 벨·한 친선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벨기에 하원의 Manu Desutter 의원은 신정섭
주벨기에대사를 접촉, 양국 의회 간 우호친선 및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동 의원친선협회 회원 수는 총 41명(상원 19명, 하원 22명)이며, 정당별 분포는 현 연립내각 4개
정당이 23명이며, 야당인 사회당 소속이 17명, 기타 1명으로 구성됨.

벨기에 한국전 참전용사회(회장 Andre Mullier 예비역 중령)는 한·벨 전우회 한국 측 회원 20명을
1986.6.14.~7.3. 벨기에에 초청함.

- 동 사절단은 방문 기간 중 전국 각지 참전용사회 지부 방문, 방산 업체 및 원자력 발전소 시찰, NATO
본부 방문, 브뤼셀 시청 방문 등 행사를 통해 한·벨 양국 국민 간 우호·친선의 기회를 마련함.
주벨기에대사는 1986.7.25. 벨기에 한국전 참전용사회 임원진에 대한 서훈을 상신하였으며, 동
서훈이 결정되어 10.29. 주벨기에대사가 동 임원진에게 전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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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벨기에 한국전 참전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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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정무일반, 1986

| 86-008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5 / 15 / 1~132(132p)

1. 설육기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의 한국 고위인사 예방
1986.2.18.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예방하여 한·대만 관계 및 한·중국(구 중공)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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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대사는 한·대만 간에 작년 한 해 통상 및 기술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함.
- 이 장관은 한·중국 관계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현재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스포츠 행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한 교류뿐이며 교역도 간접 교역에 불과하다고 언급함.
4.19.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하여 10월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중 중국 대표단 숙소에
중국기 게양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함.

- 박 차관보는 중국기 게양 문제는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차별 대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주의 깊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2. 고 장개석 대만 총통 탄신 100주년 기념
1986.10.31. 고 장개석 총통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정부는 대만과의 역사적 관계,
고 장개석 총통의 한국에 대한 공헌 사실 등을 감안, 전두환 대통령 명의 축전을 송부함.
정일권 전 국회의장 일행(3명)이 10.31. 현지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11.1. 장경국 총통과 고 장개석
총통 미망인 송미령 여사를 각각 예방함.

한·캐나다 정무일반, 1986

| 86-008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5 / 16 / 1~36(36p)

1. 한-캐나다 관계
주캐나다대사는 1986.8.18.~21. 캐나다 동부의 뉴펀들랜드,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및 뉴브런스윅
주정부를 방문하여 한국 기업 진출, 한국 유학생 대우, 경제 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
주캐나다대사의 1986.10.9. Drake 캐나다 외무성 아태 차관보 면담 시 동 차관보는 10.17.~18.
개최 예정인 한·캐 정책협의회의 무기연기를 한국 측에 통보함.

- 최근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낙찰 결정에 캐나다 측이 실망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생산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캐나다 측 입장임을 설명
정책 등에 대해 협의함.

2. 퀘벡 주 인사 방한
퀘벡 주의 Leo Pare 국제관계성 차관보 일행이 1986.12.4.~6. 퀘벡주와 한국 간 경제·문화·교육
분야 협력 증진 방안 협의차 방한함.
동 차관보 일행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 제2차관보 및 미주국장, 문공부 해외공보관장, 문교부
사회국제교육국장 등을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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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나다대사는 12.18. Drake 차관보를 면담, 동아시아 정세, 북한의 남침 가능성, 소련의 극동

한·코스타리카 관계, 1986

| 86-008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5 / 17 / 1~83(83p)

1. 한·코스타리카 관계 강화를 위한 주코스타리카대사의 활동 보고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6.4.2. 주재국 신정부의 Albaro Ramos 내무차관을 접촉, 친북한 세력
활동 견제, 한국인 이민 문제 등에 대한 제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동 차관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양국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주코스타리카대사는
4.3. 신정부의 Rivera Bianchini 외무차관 내정자를 접촉, 앞으로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한바, 동인은 그간의 한국의 기술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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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주코스타리카대사는 4.7. Gorge Manuel Dengo 제1부통령 당선자를 예방하고 한국 정부가 5.8.
출범하는 신정부와의 제반 관계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바, 동인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원조 등 우의와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함.
주코스타리카대사는 4.10. 신정부의 Solis Fallas 기획성 장관 및 Sandra Piszk 차관을
접촉하였으며, 동인들은 코스타리카의 경제발전계획 추진 시 한국을 모델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함.

주코스타리카대사는
8.5. Arias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 정부가 코스타리카 신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농업 부문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농촌지도용 포니 픽업 25대를 기증키로 하였음을 알림.

- Arias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후의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위하여
한국의 중앙은행이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에 차관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함.
주코스타리카대사는 8.25. Madrigal Nieto 외상을 예방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데 대해 동 외상은 신정부가 한국과 계속 훌륭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한국 방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

2. Sandra Piszk 코스타리카 기획성 차관 방한
Piszk 차관은 1986.5.19.~25. 방한하여 5.20.~29. 개최된 KDI 주최 국제정책 연찬회에 참석하였으며,
방한 기간 중 외무부차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KOTRA 사장 등과의 면담 일정을 가짐.

한·프랑스 정무일반, 1985-86

| 86-008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5 / 18 / 1~49(49p)

1. 윤억섭 주프랑스대사는 1985.7월 Combal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함.
동 국장은 윤 대사의 신임장 제정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증진되기를 바란다면서
1986년도 양국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
윤 대사는 한국이 대외경협에 있어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호 유익한 장기적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2. 윤억섭 대사는 1985.7.15. Pierre Morel 외무성 정무총국장을 면담함.
범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 들어 일본의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 중국(구 중공)의 국제 정치적
역할 증대,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도 부각, 한국의 발전 등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 역할이 증대하고
있어 동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언급

3. 윤억섭 대사는 1985.7.18. Pierre-Bernard Couste 하원 불·북한 연구조 회장을 면담함.
동 의원은 북한이 랑군 사건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책략으로 남북대화를
앞세우고 있으나 이를 북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추세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함.

4. 윤억섭 대사의 1986.10.21. Vedrine 대통령 비서실 외교담당 보좌관 면담 시 동인은 자국 고위인사
동정, 국내 정세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시락 수상은 10월 스페인을 방문하고 미테랑 대통령은 1987년 스페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테랑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외교국방
정책에 있어 미테랑 대통령과 시락 정부 간에 원칙 문제에 관한 이견은 없으나 동서
문제에 있어 미테랑 대통령은 과거 지스카르 데스뎅 대통령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했고 시락
정부도 이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테랑 대통령이 아직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재출마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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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총국장은 프랑스가 과거 아시아 지역을 미국의 동맹 관계라는 한정된 테두리에서 보는 과오를

한·홍콩 정무일반, 1985-86

| 86-008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5 / 19 / 1~72(72p)

1985~86년 한국·홍콩 관계에 관한 주홍콩총영사관의 보고 내용임.
1. 1985년 주홍콩총영사관의 한국 건설업체 수주 지원 활동
대한조선공사 5개 공사(75.4백만 달러), 현대건설 1개 공사(27백만 달러) 수주 지원 활동으로
총 수주액이 102.4백만 달러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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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 고위인사 방한
Tse Daniel 홍콩 입법위원이 1986.7.30.~8.2. 중국 내(홍콩 인접지역) Day Bay 원자력 발전소
건립 문제와 관련, 한국의 원자로 관리, 운용 실태 파악차 방한함.
L. H. Kwan 홍콩 시정국 의원 등 의원단이 1986.9.5.~8. 한국의 원자력 시설 참관차 방한함.

한·아이티 관계, 1986

| 86-008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 / 20 / 1~50(50p)

1. 대성전선의 전선 합작 투자 및 전선 수출
대성전선은 1985.2월부터 아이티 Mourra Manufacturing과 합작으로 전선 공장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아이티의 소요 사태로 인해 보류함.

- 아이티 측 회사의 Mourra 사장은 듀발리에 전임 대통령의 동서로서 소요 사태 후 아이티를 탈출, 해외에
거주
대성전선 실무진은 1986.2월 외무부를 방문, 대성전선이 아이티 측과 약 25만 달러 상당의 전선을
제작, 2.20.까지 선적키로 합의하였으나 아이티 소요 사태로 인해 이를 합의한 대로 추진할지에

- 선적할 경우 물품 대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나, 선적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지불해야 할 우려
대성전선은 1986.3월 현재 대금 지불 보장이 없어 전선 선적을 보류함.

2.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6.3.16.~19. 겸임국 아이티를 방문, 국가평의회 의장, 외무장관 등을 면담하고
한국·아이티 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함.
동 대사는 출장보고서에서 아이티에 대해 20~30만 달러 상당의 식량 또는 농업 분야 원조,
새마을 연수생 초청, 합작투자 진출 장려 등을 건의함.

3. 외무부 미주국장은 1986.7.8. Francois 주한 아이티대사를 면담, 아이티 국내 정세,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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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고민 중이라고 언급함.

한·이스라엘 관계, 1984-86

| 86-0087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5 / 21 / 1~80(80p)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이스라엘 인사의 초청 또는 참가에 대한 의견 문의와 답변에
관한 내용임.
1988년 개최 예정인 제22차 국제철강협회 총회

- 외무부 중동국은 1984.6월 동 협회가 순수 민간 경제기구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초청은 무방할 것이라
는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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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5월 개최 예정인 국제 대기환경 학술대회

- 외무부 중동국은 1984.12월 동 회의가 한국 과학기술처 후원으로 개최되고 아랍국가 학자들이 참가
예정임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 표명
1989년 개최 예정인 국제영양학회 14차 총회

- 외무부 중동국은 1985.3월 동 기구가 민간기구임을 감안, 이스라엘 학술인 참가에 이견 없음을 통보
1987.6월 개최 예정인 국제 신용투자보험사 연맹 정기총회

- 외무부 중동국은 1985.4월 이스라엘 참가 문제는 그간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전례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표명
1985.9~10월 개최되는 제33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 외무부 중동국은 1985.6월 이스라엘이 과거 대회에 계속 참가하여 왔음에 비추어 이스라엘의 참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표명

한·일본 정무일반, 1986

| 86-008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6 / 1 / 1~214(214p)

1. 한·일 양국 외교관계 주요 인사 면담 요록
외무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 면담(1986.1.24.)

- 일·소 외상 회담, 다니 의원 방북, 남·북한 대화, 외상 회담 및 각료회의 일정 등에 관한 내용
외무부 제1차관보와 주한 일본공사 간 면담(1986.2.14.)

- 야권의 소위 개헌 서명 운동에 관한 내용
외교안보연구원장과 주한 일본대사 간 면담(1986.2.19.)

외무부 아주국장과 주한 일본공사 간 면담(1986.4.25.)

- 한·일 간 외교 일정, 동경 선진국 정상회의, 올림픽 기부금 면세, 특파원 비자 연장, 사회당 위원장
방한에 관한 의견 교환
외무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 면담(1986.9.8.)

- 후지오 문부상의 파면에 관한 관방장관의 담화에 관한 내용

2. 한·일 간 현안(외무부 아주국, 1986.3월)
최근 한·일 관계, 황태자 방한,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 일·북한 관계, 산업 기술 협력 문제,
재일 한국인 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 대사회당 교류 문제 등

3. 일본 상주 한국 겸임 및 미수교국 대사관 접촉 활동 강화 대책(외무부 아주국, 198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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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일 국제문제 심포지엄 결과, 아베 독트린, Working Holiday, 일본의 해외 청년 협력대에
관한 내용

한·마카오 관계, 1986

| 86-008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6 / 3 / 1~46(46p)

1986년도 한·마카오 관계에 관한 내용임.
1. 주홍콩총영사는 1986.1.28.~29. 신임 인사차 마카오를 방문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을 가짐.
총독 대리 및 마카오 시장 면담, 원동대학 총장 예방

2. 마카오 주재 KOTRA 무역관 설치 문제
136

마카오 경제장관은 1986.3.27.~31. 방한 기간 중 KOTRA 사장 면담 시 무역관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3. 마카오 정부의 고체쓰레기 처리 공장 건설계획
주홍콩총영사는 1986.10.10. 마카오 정청 위생환경국이 한국의 쓰레기 처리 현황 견학 시찰단
파견계획임을 알려 오면서 관련 현황자료 제공 건의 및 11.16. 동 사업계획에 한국 업체의 적극
적인 수주 활동을 건의함.

한·멕시코 정무일반, 1986

| 86-009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6 / 4 / 1~40(40p)

1986년도 한국·멕시코 관계에 관한 내용임.
1. 주멕시코대사는 1986년 중 4차례에 걸쳐 주재국 외교부 아주국장을 면담하고(1986.4.15., 7.9., 8.4.
및 8.27.) 다음과 같은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함.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혼성위 개최
외상 방한, 주한 상주 대사 파견
북한 인사 멕시코 방문 및 상주 공관 설치 등

양국 간 현안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동 대사는 원유 도입 관련 AIDE MEMOIRE 전달

3. 멕시코 대통령 일행 탑승 항공기 2대가 1986.10.4. 한국 영공을 통과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장관은 1986.5.27. 주한 멕시코대사의 예방을 받고, 멕시코산 원유 도입, 멕시코 외무장관 방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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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니제르 정무일반, 1985-86

| 86-009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 / 6 / 1~81(81p)

1. 니제르산 우라늄 수입 문제
니제르 측은 1985.7월 및 1986.6월 주니제르대사에게 한국이 니제르산 우라늄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동력자원부는 7월 기 계약으로 우라늄 물량이 확보되어 있어 추가 구입 여유가 없으며
니제르산 우라늄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아 비축 목적의 소량 구입도 불가하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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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전 발송·접수
외무부장관 명의 니제르 외무장관 앞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 피선 축전(1985.7월), 니제
르 신임 외무장관 앞 축전(9월) 발송

니제르
대통령 명의 광복절 축전 접수(1985.8월)

한·오만 정무일반, 1985-86

| 86-009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6-6 / 7 / 1~52(53p)

1. 오만 외무부는 1985.5.12. 주오만대사관 앞 공한으로 오만 외무차관 방한 초청과 관련하여 동 차관의
방한이 1986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통보함.
2. 오만 국왕 대표는 1985.12.23.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으로 오만 국왕에 대한 선물에 대해 사의를 표함.
3. 외무부 중동국장은 1986.3.17. 주한 오만대사를 면담, 한·오만 간 협력 관계, 오만 외무장관 방한

4. 주한 오만대사는 1986.3.18. 동자부장관을 예방, 취임을 축하하고 한·오만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문제를 협의함.
5. 오만 외무부는 1986.3.23. 주오만대사관 앞 공한으로 오만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유엔 총회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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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협의하고 한국의 최근 국내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한·파키스탄 정무일반, 1986

| 86-009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6 / 8 / 1~18(18p)

1. 주파키스탄대사의 1986년 중 주재국 대통령 예방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6.3.6. 예방

- 파키스탄 대통령은 1985년 유엔 총회에서 조자양 중국(구 중공) 수상에게 한국의 문호개방 및 교차승인
정책을 설명하고 중국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권유하였는바, 조자양 수상은 북한의 민감한 반응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이라고 답변하였다고 언급함.
1986.5.4.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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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대통령은 3.28.~29. 카라치를 경유한 이선념 중국 주석 면담 시 남·북한 대화의 중요성과
중국의 대한국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는바, 이선념 주석은 파키스탄
대통령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잘 유념하여 귀국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언급함.

2. 주한 파키스탄대사는 1986.4.23. 외무부 제1차관보와 아주국장을 예방, 파키스탄의 FAO(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고 리비아 사태에 대한 파키스탄 수상의 statement를
수교함.

한·파푸아뉴기니 관계, 1986

| 86-009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6 / 9 / 1~49(49p)

1. 파푸아뉴기니 수산회사는 1986.1월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을 통해 한국 수산업체와 합작으로 수산회사를
설립하기를 희망함.
수산청은 2월 파푸아뉴기니 진출 희망 업체가 없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2. 파푸아뉴기니 1차산업부는 1986.3월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을 통해 한국산 어선 도입을 희망함.
상공부는 7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어선 건조를 희망하는 회사가 없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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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문건에는 윤처원 전 주파푸아뉴기니대사(1982.4월~1985.5월)의 귀국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음.

한·카타르 정무일반, 1986

| 86-009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6 / 10 / 1~10(10p)

1. 주카타르대사는 1986.6.21. 한국 공관 근처에서의 폭발물 발견과 관련하여 주재국 내무장관을 예방하고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함.
2.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86.6.23. 전 중동지역 주재 공관에 공관 경비 강화, 직원 및 가족의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함.
142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무일반, 1986

| 86-009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 / 11 / 1~53(53p)

1.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1986.9.2. 내부 협의 시 GATT 총회에서 New Round 문제가 논의될 때 한국이
남아공의 축출을 적극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2.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1986.9.26. 일본 주재 남아공총영사관 직원들의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영사교민국의 문의에 대해 다음 의견을 회보함.

- 대남아공 경제 제재 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한국과 남아공 경제 관계를 여타국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될 우려

3. 일본 주재 남아공총영사관은 1986.11월 주일본대사관 직원에게 한국 외교관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는
철저하게 상호주의에 입각, 처리할 것이라고 하고 이는 한국의 남아공 영사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암시함.
4.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1986.10월 다음과 같은‘한국의 대남아공·나미비아 기본정책(안)’
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외무부 내 관련국의 의견을 문의함.
기본 정책

- 남아공과 정치 및 기타 분야에서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제반 유엔 결의 등을 감안, 남아공이 인종차별을
철폐하지 않는 한 일체의 공식 관계를 삼가함.
- 국제회의에서의 남아공 규탄 및 제재 결의안 지지
-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국민의 남아공 방문 및 남아공인의 한국 입국 금지 또는 억제
- 유엔의 경제 제재 결의 존중
-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유엔 감시하 자유총선을 통한 나미비아의 조속 독립 지지
관련부서 입장

- 대체로 아프리카국 입장에 동의
- 영사국은 인도적 견지에서 동거, 동반 자격의 입국 사증을 발행할 경우 기간을 단기로 한정할 수 없다는
입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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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참전 묘지 위원회에 참석하는 남아공 영사의 비자 발급은 가능함.
그러나, 상무담당 영사와 부영사에 대한 비자 발급은 바람직하지 못함.

한·스웨덴 관계, 1986

| 86-009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6 / 12 / 1~27(27p)

1. 외무부 제1차관보는 1986.2.17. 주한 스웨덴대사와 스위스대사를 함께 면담, 야권의 개헌 서명 운동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스웨덴과 스위스 양국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함.
The so-called‘Signature Collection Campaign for Constitutional Amendment’제하 자료를 주한
스웨덴대사와 스위스대사에게 수교

2. 주스웨덴대사는 1986.5.26.과 8.25. 주재국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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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면담

-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88 올림픽 남북한 공동 주최 문제와 반한 스웨덴 언론인의 한국 입국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
8.25. 면담

- 최근 휴전선 총격 사건, 한국 국내 정국 동향, 북한의 일부 올림픽 경기 개최 가능성, 스웨덴 내 북한 측의
대남 비방 행동, 86년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한국 외무부장관의 스웨덴 방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3. 이창수 전 주스웨덴대사(1983.3월~1986.4월)는 1986.6월 귀국보고서에서 스웨덴 정세 개요와 정보화
사회 국가에 대한 외교 교섭 전략을 기술함.
4. 주스웨덴대사는 1986.9.24. 신임 대사들을 위한 국왕 주최 특별 리셉션에서 약 20분간 국왕을 단독
면담한바, 동 국왕은 김포공항 폭발 사고에 유감을 표명하고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언급함.

한·싱가포르 관계, 1986

| 86-009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6 / 13 / 1~81(81p)

1. Ong Teng Cheong 싱가포르 제2부총리 겸 노조평의회 사무총장 일행이 1986.4.3.~5. 방한함.
주요 일정

- 노총 및 한국생산성본부 방문, 노총 위원장 주최 만찬
-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노동부 방문, 노동부장관 주최 오찬
- 금성사 및 기아산업 방문, 민속촌 관광

2. 싱가포르 경제인단이 한·싱가포르 민간 경협위 제4차 합동회의 참석차 1986.9.14.~21. 방한함.

- 한·싱가포르 민간 경협위 제4차 합동회의 참석, 한·싱가포르 민간경협위 한국 측 위원장 주최 만찬
참석
- 상공부차관 예방, 대우중공업 시찰
- 민속촌 관광, SITRA ’
86 참관,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관
- 개별 상담

3. 주싱가포르대사관은 1986.9.17. 관내 한국 국영 기업체, 상사 및 건설업체 대표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6년도 제3차 경제협의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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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 Lim Kee Ming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회장 등 18명
주요 일정

한·스와질랜드 정무일반, 1981-86

| 86-0099 |

생산연도

1981~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 / 14 / 1~78(78p)

1. 주케냐대사는 1984.11.16. 겸임국 스와질랜드 외무장관을 면담함.
스와질랜드 외무장관은 북한 측이 자신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집요하게 북한·스와질랜드 수교를
간청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였다고 언급함.
동 외무장관은 한국 정부 파견 의사의 근무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함.

2. 주스와질랜드대사대리는 1986.6.2. 주재국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남북대화 문제, 북한의 대스와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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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노력 동향, 외상 방한 추진 문제, 스와질랜드 훈련생 방한 초청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3. 스와질랜드 국왕은 다음과 같이 개각을 단행함.
1986.7.9. 개각에서 외무장관을 포함한 8명의 각료 교체
1986.10.6. 신임 수상 임명

4. 주스와질랜드대사대리는 1986.10.16. 주재국 신임 수상을 예방, 동 수상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스와질랜드 관계, 서울 올림픽, 남북대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한·튀니지 정무일반, 1984-85

| 86-0100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6 / 15 / 1~44(44p)

1. 주튀니지대사의 주요 인사 면담
튀니지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4.3.5. 면담 시 주튀니지 북한대사가 2.25. 자신을 찾아와 북한의
3자 회담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고 언급하고, 북한 체조 요원 10명이
튀니지 청소년의 날 관련 체조 훈련을 위해 입국하였다고 설명함.

튀니지
외무장관은 1984.3.22. 면담 시 다음과 같이 언급함.

튀니지 국회의장은 1985.3.7. 면담 시 한국이 혹독한 일본의 식민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짧은
기간 내에 정치 체계를 정비하고 경제를 크게 일으킨 것은 튀니지에 교훈이 되고 있다고 말함.

아랍연맹
정치담당 사무차장은 1985.5.6. 면담 시 적절한 기회에 한국과 아직 국교가 없는 아랍
6개국과 한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도 미력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언급함.

2. 주튀니지대사관은 1985.8.5. 전두환 대통령 명의 주재국 대통령 앞 생일 축전을 전달한바, 동 사실이
주재국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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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3자 회담 제의와 관련하여 북한 측의 제안은 현실성과 성실성이 없음.
- 한국이 리비아와는 이미 관계 정상화를 하였으나 알제리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바,
알제리 외무장관이 4월 튀니지를 방문 예정이므로 이 계기에 이를 거론하겠음.

한·우간다 관계, 1986

| 86-010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 / 16 / 1~65(65p)

1. 외무부는 1986.10.8. 주우간다대사관에 1986년 제공 예정인 우간다 무상원조 규모는 총 30만 달러
정도라고 통보함.
16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이미 공여하였고, 추가로 트럭 30대(15만 달러 상당)를 공여할 계획

2. 주우간다대사관은 1986.10.15. 주재국 수상, 보건부장관 및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원조 차량(포니
10대) 에 대한 전달식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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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대우간다 원조 내용
군복 무상 원조 건은 1987년도 사업으로 반영할 예정
체육장비 지원 건은 체육부에서 1987년도 사업으로 검토

미국 Pepperdine 대학교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명예박사학위수여, 1982-85

| 86-0102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6 / 17 / 1~172(172p)

1.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Pepperdine 대학은 1984.11.8.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개최된 명예박사
수여식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Distinguished Diploma of Honor)를 수여함.
Pepperdine 대학의 Young 이사장 등 대학 관계자 8명이 동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위해 1984.11.4.~11.
방한함.

2. 상기 명예박사 학위 수여 경위는 다음과 같음.
1982.1월 Young 이사장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제의
1983.7월 Young 이사장, 학위 수여를 다시 제의

- 8월 대통령에 대한 명예학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
1984.9월 Young 이사장, 대통령 앞 제의 서한 재발송

- 10월 동 제의 수락(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 명의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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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청와대 검토 결과, 거절키로 결정

미국인의 대한국관에 대한 여론조사, 1984-85

| 86-0103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6 / 18 / 1~79(79p)

1. 1984.6월 실시된 Gallup 여론조사 결과 중 미국인의 대한국관은 다음과 같음.
미국의 국익에 관련된 한국의 중요도: 14위(대만과 동일)
1978년 대비 한국의 중요도 증가율: 15%로 타국에 비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한국의
중요도 증가 원인(Potomac Associate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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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 효과
- KAL기 사건 및 버마사건 관련 한국에 대한 인식 및 동정 제고
- 한국이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2. 1985.2월 실시된 Gallup의 미국인의 아시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중 한국 관계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장 좋아하는 나라

- 8%가 한국을 가장 좋아한다고 응답하여 13위
-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소련, 베트남, 북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나라

- 28%가 한국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11위

한·미국 인사간 면담록,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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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 / 19 / 1~55(55p)

1984.6월~1985.6월간 한·미 주요 인사 간 면담 내용임(미측 언급 요지 중심).
1. 박근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방미 계기(1984.6월) Peter Rodman 국무부 정책기획위원장 및 Hugh
Montgomery 정보분석국장 면담
중국(구 중공)은 김정일 후계 문제를 북한에 대한 교묘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과거 소련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데탕트를 들고 나왔는데, 북한의 대서구 접근 시도, 북한

비해 실권이 없는 듯함.

2. 류병현 주미대사의 Wolfowitz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1984.11월)
제2기 레이건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대아시아 관계에 있어 군축 협상의
실현에 우선 순위가 주어질 것으로 예측함.

한·미
간에 별다른 이견이나 문제점이 없으므로 양국 관계가 원만히 계속될 것으로 기대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며, 모든 문제를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임.

3.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의 Wolfowitz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1985.5월)
남북한 문제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중요하며, 한국으로서는 소련의 88 올림픽 참가와 한·중 간
교역 증대를 포함한 대중 관계 증진이 중요하다고 봄.

중국이
3자회담을 북경에서 갖자고 제의하고 있는바,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선전하는 경우
미 국민은 이를 도움이 되는 건전한 제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음.

4. 류병헌 주미대사의 Wolfowitz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1985.5월)
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다대한 성과를 평가하며, 미국내 언론 보도도 내실 있는 회담 결과
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음.
5.17. 개최된 남북 경제회담에서 특별한 진전은 없었지만 회담 개최 사실과 6.20. 회담을 재개키로
한 것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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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최근 소련 및 동구 방문 등은 경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음.
소련의 내부 사정은 불투명하며, 늙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체르넨코는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에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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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인권소위원회는 1985.2.19. Gus Yatron 소위원장 주재하에 청문회를 개최,
미국의 인권 정책에 관한 Richard Schifter 국무부 인권차관보의 증언을 청취하고 1985년 국무부 국별
인권보고서를 검토함.
Yatron 위원장은 인권보고서의 베트남, 쿠바, 소련 및 한국에 대한 평가가 솔직하고 객관적이며
근년에 미국의 정책이 수개국의 인권상황 개선 및 민주 회복에 기여했다고 언급함.

Schifter
차관보는 조용한 외교가 실패할 경우 인권 논의의 공개화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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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고서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을 강조함.

- 군원 수혜국가 중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로 필리핀, 과테말라, 한국, 파키스탄을 예시함.

2. 미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 및 인권소위는 1986.4.16. Solarz 아태소위원장 사회로 한국 내 정치발전과
인권을 주제로 합동청문회를 개최하여 Foglietta 하원의원, Allen 전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이정식
펜실바니아대 교수, Baker 하버드대 교수, Sigur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Baker 전 국방부 해군 소장 등의
증언을 청취함.
참석 의원들은 한국의 여야 간 타협에 의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 한국 내 민주화 열망 및 전두환
대통령의 인기, 한국 민주화 발전에 대한 하원 결의안의 예상 효과, 한국 내 군의 역할, 한국
내 고문 문제, 1980년 김대중 구명 시 Allen 보좌관의 역할, 미국의 작전지휘권 문제 등에 관해
질문함.
증언 인사 중 Allen 보좌관은 대체로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하였고, Baker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야당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이정식 교수는 비교적 중립적인 견해를 보임.

3. 미 상원 외교위는 1986.9.16. Murkowski 아태소위원장 사회로 Lilley 신임 주한 미국대사 인준 청문회를
개최한바, Lilley 대사는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한국은 역사상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2년 내에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고 88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 예정임.

한국의
경제성장은 경이적이며 미국의 제7위 교역국으로 성장함.
한·미 양국 관계는 건전하다고 믿으며 미래에는 더욱 큰 잠재력이 있음.

4. 미 하원 아태 소위원회는 1986.10.16. Solarz 위원장 주재로 아태지역 정세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함.
국무부 Sigur 동아태 차관보, Peck 남아시아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하여 필리핀 정세,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한국의 국내 정세에 관해서도 질의응답이 진행됨.

- Solarz 위원장 질의에 대해 Sigur 차관보는 개헌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으나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두환 대통령의 1988년 은퇴는 사실이며 이를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함.

한·부르키나파소 정무, 1983-86

| 86-0106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 / 22 / 1~88(88p)

1. 우문기 주부르키나파소 대사는 1984.4.16. 상카라 국가원수를 이임 인사차 예방한바, 동 국가원수는
양국 관계가 증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1983.9월 박찬긍 특사 방문 시 제의한 방한 초청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 방문 기회에 인근 국가들도 동시 방문할 의사가 있어 시기 확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이해하여 달라고 함.
우 대사는 남북관계 현황을 설명함.

2. 허승 대사가 1984.4월에 부임, 활동하던 중 본부로 귀임케 되어 한국 정부는 1985.9.9. 후임 최근배
허 대사는 1985.10.31. 상카라 대통령을 면담, 조속한 아그레망 부여를 요망함.
상카라 대통령은 한국인 태권도 사범이 반체제 인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함.

- 허 대사는 동 사범에 대한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함.

3. 허승 대사는 1985.11.13. 동 사범에 대한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주재국 대통령실로
발송하였으며, 허 대사가 11.15. 면담한 기수 외상은 동 서한에 대해 대통령이 기뻐하며 외상 자신도
서한의 내용에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함.
4. 부르키나파소 외무성은 1986.1.15. 공한으로 최근배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함.
5. 최근배 대사는 1986.4.7. Koubri에서 신임장을 제정하고 상카라 대통령과 환담함.
상카라 대통령은 한국의 각종 원조 사업에 감사를 표하고 1985년 말 양국 관계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남북한이 제국주의의 방해로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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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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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짐바브웨 정무일반, 1985

| 86-0107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 / 23 / 1~82(82p)

한국과 짐바브웨(미수교국) 간에 1984년 및 1985년 이루어진 인적 교류는 다음과 같음.
1. 1984년
1984.9월 Val Rajah 짐바브웨 군종감이 84 세계기독장교대회 참석차 방한
1984.11월 강원대 이호주 교수가 FAO(식량농업기구) 잠업 관계 프로젝트로 짐바브웨 방문
1984.12월 경북대 임종성 교수가 FAO 잠업 관계 프로젝트로 짐바브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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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5년
Bernard T. G. Chidzero 짐바브웨 재무장관 방한

- 방한 기간: 1985.10.4.~12.
- 방한 목적: 제40차 IBRD/IMF 총회 참석
- 방한 시 접촉 인사: 외무부장관, 경제계 인사 등

한·짐바브웨 정무일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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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 / 24 / 1~65(67p)

1. 1986.2월 짐바브웨 정부는 수도 하라레에서 개최 예정인 86 CORESTA 총회에 한국 및 남아공 대표단의
참석을 미수교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CORESTA 의장단은 동 총회의 개최지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 임시 총회를 1986.3.21. 파리에서 개최키로 결정함.
2. 제22차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및 제13차 AFDF(아프리카개발펀드) 합동연차 총회가 1986.5.5.~7.
하라레에서 개최되어 한국 대표단이 참가함.

논의함.

3. 짐바브웨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1986.6.12. 주케냐대사를 면담, 짐바브웨 정부 내 체육
관계자들이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만 알고 있어 편향되어 있으므로 한국 체육 관계자의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1986.7월 영국 에든버러 개최 영연방 체육대회에서 한국이 David Karimazira 짐바브웨
체육장관을 접촉, 짐바브웨가 88 올림픽에 참가토록 적극 홍보하여 주기를 요청함.
조상호 SLOOC(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상기 대회에 참석하였으나 짐바브웨가 불참하여
짐바브웨 체육장관과의 접촉은 실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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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수 한국은행 부총재(수석대표) 외 5명 참가
이강수 수석대표는 Proulx 이사, N’
Diaye AFDB 총재 등을 면담하고 AFDB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창화 주과테말라대사 겸임국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출장,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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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과테말라대사는 1985.2.15.~20. 겸임국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에 출장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함.
엘살바도르

- 2.15. Jorge Tenorio 외상을 면담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2.20. Jose Duarte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Duarte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경의를 표한다고 함.
- Tenorio 외상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고 한국의 원조에 사의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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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 2.18. E. Barnica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환담한바, 외상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고 방한 희망을 표명함.
- 2.19. R. Cordova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원조에 감사를 표하고 동국
경제사절단의 3월 초 방한이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2. 주과테말라대사는 1985.9.11.~18.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에 출장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함.
엘살바도르

- 9.18. R. Claramount 외상을 면담, 제40차 유엔 총회에서 주재국의 기조연설 내용에 한국 문제 2개 사항
(유엔 가입 및 남북대화 촉구)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바, 외상은 이를 포함토록 하겠다고 말함.
- 한국의 유네스코 IPDC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주재국의 지지를 요청함.
온두라스

- 9.17. T. Valle 외무차관을 면담, 금차 유엔 총회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기조연설을 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동 차관은 한국 입장 지지 태도를 재천명함.
- 한국의 유네스코 IPDC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3. 주과테말라대사는 1986.9.15.~18. 온두라스에 출장하여 C. Contreras 외상을 면담한바, 제41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 지지 기조연설을 요청하고 온두라스의 주한 공관 설치를
교섭함.
4. 주과테말라대사는 1986.9.23.~28. 엘살바도르에 출장하여, R. Peralta 외상을 면담한바, 유엔 총회에서
한국 입장 지지를 교섭하고 교민들을 방문·격려함.

Amissah, J. L. M. 일본 상주 주한 가나대사 비공식
방한, 1986.8.10-21

| 86-011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6 / 26 / 1~71(71p)

1. Amissah 일본 상주 주한 가나대사가 1986.8.10.~18. 비공식 방한함.
2. 동 대사의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직무대리 면담, 현대종합상사 방문(8.11.)
대우 방문, 판문점 시찰, 아프리카국장 직무대리 주최 만찬 참석(8.12.)
한국·아프리카 친선연맹 방문, 제약회사 신풍 방문, 수원 농업진흥청 방문(8.13.)
대구 대동공업 방문(8.14.)

동원수산 방문, 수산청 방문(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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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8.15.)
서울 종합운동장 시찰(8.16.)

송성한 주노르웨이대사 겸임국 아이슬란드 출장,
1986.9.4-9

| 86-011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6 / 27 / 1~40(40p)

송성한 주노르웨이대사는 1986.9.4.~9. 겸임국 아이슬란드를 출장한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인사 면담
S. Hermannsson 수상과 F. Kristjansson 국회의장을 면담, 88 올림픽 준비 상황과 남북대화
동향을 설명한바, 동인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찬양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 만족을 표함.
D. Oddsson 레이캬비크 시장을 면담한바, 동 시장은 방한 희망 의사를 밝히고 동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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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 담당 상주 대사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림.
I. Ingvarsson 외무차관은 송 대사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한국 입장 지지 발언 요청에 대해
외상과 협의하겠다고 함.
P. Thorsteinsson 주한 아이슬란드대사(레이캬비크 상주)는 1986년 10월 하순 수상을 수행하여
중국(구 중공)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1987년 적절한 시기에 남북한을 방문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함.

2. 주요 활동
외무차관 등 외무성 간부(14명) 초청 대사 주최 만찬 개최
주요 언론인 6명 초청 대사 주최 오찬 개최

국영
TV 회견
한국 명예영사 및 교민초청 만찬 개최
서베를린 거주 한국화가 임봉규 미술 전시회 참관

한국
홍보자료 배포 등

김성구 주피지대사 겸임국 출장, 1986

| 86-011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6 / 28 / 1~51(51p)

1. 김성구 주피지대사는 1986.2.13.~17. 솔로몬아일랜드에 출장하여 주요 인사를 예방하고 한국의 유엔
가입 등 현안 문제에 관해 협의함.
Kenirorea 수상은 한국의 유엔 가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ILO(국제농동기구) 가입도 당연히
지지한다고 함.

Tovua
외상은 대북한 불수교, 한국의 유엔 및 ILO 가입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협의 중인
무상원조에 대해 한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Lini 수상을 예방, 동 수상의 방한 문제를 협의한바, 동 수상은 1987년 초 한국 측에서 편리한 시기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기를 요망함.
Molisa 외상을 면담한바, 동인은 대북한 관계의 확대 가능성 여부에 관해 언급을 회피함.

- Taroa 외무성 의전장은 1985.12월 북한 인사 4명이 바누아투 입국 사실을 알려 줌.
출장 후 김 대사는 본부에 북한 진출 저지 외교의 일환으로 Lini 수상의 1987년 상반기 방한의
실현을 건의함.

3. 김 대사는 1986.11.27.~12.5. 솔로몬 및 바누아투에 출장하여 주요 인사들과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및
현안을 논의함.
솔로몬아일랜드

- 11.27. 한국 원조 물자 기증식 거행
- Tovua 외상을 면담하여 대북한 불수교 입장을 재확인
바누아투

- Natuma 수상실 차관을 면담, Lini 수상의 방한 시기를 협의한바, 동 차관은 현재까지 수상의 1987년
상반기 중 방한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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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대사는 1986.7.18.~25. 바누아투에 출장하여 주요 인사를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함.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국 출장, 1986

| 86-011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6 / 29 / 1~46(46p)

1.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6.9.3.~30. 겸임국 4개국에 출장하여 주요 인사들과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 방안 및 현안을 협의함.
출장 일정 및 면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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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 앤티가바부다 Bird 부수상 겸 외상 등 면담
- 9.11.~12. 세인트루시아 Compton 수상, Huntley 외무차관 등 면담
- 9.22.~24. 도미니카연방 Charles 수상, Pestaina 외무차관 등 면담
- 9.29.~30. 세인트키츠네비스 화리에 외상 대행 등 면담
주요 활동

- 제41차 유엔 총회 시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에 한국의 평화 통일 및 유엔 가입 정책에 대한 지지 발언을
포함시켜 주도록 교섭함.
- 북한의 침투 및 수교 책동을 저지키 위한 협조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침투 책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을 경주함.
-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준비 상황과 남북한 체육 회담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여 겸임국의
88 올림픽 참가를 적극 권유하고 북한의 반대 책동에 회유 당하지 않도록 함.
- 겸임국의 정치, 경제 동향을 파악함.

2. 민수홍 대사는 1986.12.2.~18. 겸임국 5개국을 출장하여 양국 관계 증진 및 현안을 협의함.
출장 일정 및 면담 인사

- 12.2.~4.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Mitchel 수상, Soso 외무차관 등 면담
- 12.4.~5. 세인트루시아 Compton 수상, Huntley 외무차관 등 면담
- 12.9.~11. 세인트키츠네비스 시몬스 수상, 화리에 외무차관 등 면담
- 12.11.~12. 앤티가바부다 버드 부수상 겸 외상 등 면담
- 12.16.~18. 도미니카연방 Charles 수상, Pestiaa 외무차관 등 면담
주요 활동

- 북 한과의 관계 발전 가능성(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을 저지하고 북한의 수교(세인트키츠,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연방) 책동을 저지함.
- 제41차 유엔 총회 시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앤티가바부다)를 전달함.
- 세인트루시아의 87년 초 총선 가능성 등 정치 경제 정세를 파악함.
- 합전(주)의 세인트루시아 진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함.
- 북한의 올림픽 반대 책동을 저지하고 금강산 댐 건설 저의 등을 설명함.

호주·중공 관계, 1986

| 86-011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7 / 1 / 1~61(61p)

1. 호크 호주 수상은 1986.5.14.~26. 일본, 중국(구 중공), 필리핀을 방문한바, 주호주대사는 1986.5.26.
동 수상의 중국 방문(5.18.~25.)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호크 수상의 방문은 구체적 문제의 해결보다는 양국 관계의 긴밀화와 우호협력 관계의 공고화가
목적임.

호크
수상은 가장 중요시하는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해 양국 간 무역 및 경협 증대, 무역 확대를
통한 무역 역조 시정, 중국 상품의 호주 수출 증대를 위한 장관급 합동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함.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군비통제 및 축소, 캄보디아 월남군 선철수 문제, 홍콩의 장래 지위 등이

2. 호크 수상은 중국 방문 전 한국 정부(1986.3월 노신영 총리 호주 방문 시) 측의 요청을 받아 중국 지도부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협의를 가진 후, 동 내용을 동인 명의의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1986.6.30.자) 형태로
한국 측에 다음과 같이 전달하여 옴.
주요 내용

- 호크 수상은 조자양 수상과 호요방 당총서기를 면담, 남북 대화 및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조자양 수상은 한반도 안정유지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팀스피릿 훈련이 남북대화 중단의 원인
이라고 함.
- 호요방 당총서기는 3자 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의 동 회담 참가 긴요성을 강조함.
호크 수상의 평가

- 상기 협의를 통해 중국의 종전 입장이 불변임을 재확인하였으나, 세계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리고 중국의 남북한 대화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유익함.

3. 전두환 대통령은 호주 수상 서한에 대해 1986.7.5. 다음 요지의 답신을 발송함.
호주 수상이 최근 중국 방문 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준 것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명함.
한국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인바, 수상의 계속적인 협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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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됨.

말레이시아·중국(구 중공) 관계, 1984-85

| 86-0115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7 / 4 / 1~59(59p)

1. 오학겸 중국(구 중공) 외교부장은 1984.2.25.~28. 말레이시아를 방문함.
2. 주말레이시아대사는 동 방문 직전인 1984.2.22. 주재국 자카리아 외무차관을 면담, 말레이시아 측이
중국 외상과의 회담 시 북한이 제의한 3자 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
북한의 3자 회담 제의는 주한미군 철수와 대미국 직접 대화를 노린 위장평화 공세이며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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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는 남북한 간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북한은 우선 버마 사건에 대해 시인 및 사과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함.
남북한 간 직접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 회담이
고려될 수 있음.

3. 중·말레이시아 외상회담 후, 자카리아 외무차관은 1984.3.2. 주말레이시아대사를 초치, 상기 한국 측
입장에 대해 양국 간 외상회담에서 오학겸 중국 외상이 보인 반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버마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단시일 내 3자 또는 4자 회담 실현은 어려울 것임.
중국은 북한을 고려하여 4자 회담 및 교차승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한국과는
공식 관계는 없으나 국제 사회와 스포츠 기구를 통해 접촉하고 있으며 중국 개최 국제
대회에 한국팀 참가는 문제가 없음.

북한은
국내 경제 문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남침 능력이 없음.
한국 통일은 한국민 자신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함.

소련 여객기 중공 불시착 사건, 1985-86

| 86-011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7 / 5 / 1~27(27p)

1. 주홍콩총영사는 1985.12.26. 중국(구 중공) 외교부 대변인이 12.25. 주간 정기 기자회견 시 소련 민간
항공기 1대가 12.19. 중국에 피랍되어 왔으나 중국은 12.21. 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안전하게 소련으로
송환하였다고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동 대변인은 피랍기는 ANTONOV-24이며, 중국 내 착륙 지점은 흑룡강성 서부 지역이라고 밝힐
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언급을 회피하였다고 함.

외신들은
피랍기가 시베리아를 출발, 북한으로 가는 편으로서 4명의 납치범들이 한국으로 갈 것을

보도함.

2. 주홍콩총영사는 1985.12,23. 이붕 중국 부총리가 체코, 루마니아 방문 후, 예정에 없이 귀로에 모스크바에
기착하여 고르바초프 당 총서기 등 소련 지도층을 면담하였다는 언론 보도는 양국 간 피랍기 처리를
둘러싸고 협의가 긴밀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고함.
홍콩 명보는 범인들이 중국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이 현재 중·소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정치 망명을 허용하여 대소 관계를 악화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12.26. 보도함.

3. 주홍콩총영사는 1986.12.27. 중국의 금번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이에 대한 소련의 사의 표시에서
보여진 양국 간 협조 분위기는 중·소 간 앞으로의 관계개선 희망 표시로도 해석되고 있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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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였으며 동인들은 중국에 억류 중인 것으로 보도함.

외신들은
소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측의 협조로 매우 만족스럽게 해결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중공·소련 관계, 1986

| 86-011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동구과

MF번호

2016-7 / 6 / 1~152(152p)

1. 제1차 중국(구 중공)·소련 경제무역 과학기술 협력위가 1986.3.15.~21. 북경에서 개최됨(1986.3.25.
주중 미국대사관 보고).
동 회의는 경제, 과학기술 분야, 원자력 발전 협력 등을 협의하였으나, 양국 관계 3대 장애요인
등의 정치적 현안은 제기되지 않았음.

미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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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 측은 정치 분야에서의 진전이 없었음을 최소한 부각시켜 양국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함.
- 반면 중국 측은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나 주요한 전략적인 문제에는 발전이
없었음을 강조함.

2. 제8차 중·소 정치문제 협의 차관급 회의가 1986.4.7.~14.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관계 정상화
문제를 논의함(1986.4.15. 주소련 미국대사관 보고).
회기 중 전기침 중국 부외상은 4.14.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을 면담, 양국은 평화 및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군비 경쟁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함을 강조함.

3.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6.7.28.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을 통해 중·소 관계 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제라도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주일대사는 8.14. 일본 언론에 의하면 8.13. 오학겸 중국 외상이 상기 연설에 대한 중국 측의 환영
입장과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진심으로 희망하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주중
소련대사에게 전달하였음을 보고함.

4. 중국의 등소평은 1986.9.2. 미국 CBS TV와의 회견 시 소련이 중·소 관계의 3대 장애, 특히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촉구한다면 고르바초프와 만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미국·중공 관계, 1986

| 86-011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동북아2과

MF번호

2016-7 / 7 / 1~100(100p)

1. 주미대사관 관계관은 1986.5.8. 주재국 국무부 관계관에게 요의림 중국(구 중공) 부수상의 5.12.~23.
미국 방문 계획에 관해 청취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함.
방문 도시: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달라스 및 시애틀
미·중 간 쌍무협의체인 미·중 통상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중국 측 수석대표 자격
주로 경제 문제에 관하여 협의할 것이며, 무역, 대중국 투자, Tax Treaty, 핵 협력, 기술이전 등

미국의 Anti-Dumping 조치, 중국의 Export Licence 정책, Bilateral Tax Treaty 및 산업 협력 등이
포함

2. 미 해군함정 3척이 지난 49년 중국(구 중공) 정권 수립 후 처음으로 1986.11.5.~11. 중국 청도항에
기항한바, 1986.11.12. 외무부 아주국은 관계국 평가 및 양국 군사협력 전망 등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내부 보고함.
평가

- 미·중 군사협력 강화 노력의 일환
- 소·북한 간 군사협력 강화 및 아·태지역에서의 소련의 군사력 증강 견제
- 중국의 대미·대소 등거리 외교 추진 노력
전망

- 미·중 군사협력 관계의 단기간 내 급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대중국 군사장비 판매 및 기술이전 점진적 확대
- 양국 간 군 실무급 교류 증대
- 일본 자위대함의 중국 기항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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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현안에 관한 협의 및 중국 측의 5개년 경제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임.
JCCT 회의 의제는 양국 무역정책, 중국 개방정책, 조세정책, Maritime and Fishery Agreement,

호요방(胡耀邦) 중공 당 총서기 서구 순방,
1986.6.9-23

| 86-011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7 / 8 / 1~51(51p)

1. 방문국별 주요 활동
영국(6.8.~12.)

- 대처 수상, Howe 외상, Neil Kinnock 노동당 당수 등과 회담
- 홍콩 장래 문제에 관한 영·중 협정 시행 문제, 중·소 관계 등 국제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
서독(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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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체커 대통령, 콜 수상, 겐셔 외상 등과 회담
- 서독은 중국(구 중공)의 개방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천명
- 중국은 서독의 원자로 안전에 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주관회의 개최를 환영
프랑스(6.16.~19.)

- 미테랑 대통령, 시락 수상, Marchais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
- 중국은 프랑스의 동·서 블록화 반대 정책을 지지하고 중·소 관계를 설명
이탈리아(6.19.~23.)

- 코시가 대통령, 크락시 수상, 안드레오티 외상, 스파도리니 국방상 등과 회담
- 중국은 유럽의 세계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 테러를 비난

2. 외무부의 평가(1986.6.23. 정보1과 정세보고)
금번 순방은 중국의 현대화 계획에 필요한 서구의 자본과 기술 도입과 무역 관계 증대에 목적이
있음.

호요방
총서기는 금번 순방에서 미·소 양국에 의한 세계의 양분을 반대하면서 유럽의 세계 역할을
강조한 점, 중·소 관계가 정치적인 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점, 중국의 개방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밝힌 점 등이 평가됨.

3. 주독대사는 1986.6.30. 외무부에 호요방 총서기의 콜 서독 수상 면담 시 호요방이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 희망과 관련, 북한과 협의해 왔으나 북한이 완강히 반대하였음을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인도·파키스탄 관계, 1985-86

| 86-012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7 / 9 / 1~83(83p)

1. 제2차 인·파 공동위원회가 1985.7.2. 뉴델리에서 개최되어 Kahn 인도 외상과 Kahn 파키스탄 외상이
참석함.
파키스탄 측은 부전 및 무력 불사용에 관한 상호조약이 조기 체결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인도 측은
파키스탄과 우호 선린 관계의 유지를 희망한다고 말함.

양국
외무차관들은 1985.7월말 부전 조약 문제를 추가로 협의할 예정임.

2. 지아 파키스탄 대통령은 1985.12.17. 뉴델리에서 라지브 인도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합동 언론
양측은 1986.1월 재무장관 및 외무차관 회담 개최, 1986년 상반기 중 라지브 인도 수상의 파키스탄
공식 방문 등에 합의함.

3. Bhandari 인도 외무차관이 1986.1.16.~20.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 Naik 외무차관과 상기 1985.12.17.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방안을 협의함.
부전조약과 평화우호조약을 단일 조약으로 하는 초안 작성
상호 핵시설 불공격 구두 합의 사항을 협정 문서화하는 문제

4. 주네조 파키스탄 수상이 1986.11.17. 간디 수상과 회담을 갖고 관계 개선을 협의함.
파키스탄 측은 최근의 인도의 군사 훈련에 우려를 전달한바, 인도 측은 이는 의례적인 훈련으로서
나쁜 의도가 없으며, 기존 관례대로 파측에 군대 이동을 사전 통보할 것을 재확인함.

카슈미르
분쟁은 SIMAL AGREEMENT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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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을 통해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강구키로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Gorbachev, M.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인도 방문,
1986.11.25-28

| 86-012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7 / 10 / 1~130(130p)

1.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6.11.25.~28.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협력 관계 증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논의함.
주요 활동

- 간디 수상과 2차례 정상회담 개최
- 델리 비핵 선언문 발표
- 문화교류 의정서, 경제기술 협력협정 및 영사협정 체결
168

주요 협의 내용

- 소련 측은 핵무기 전면 폐기, 핵실험 전면 금지 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인도 측은 소련의 군축 노력을
지지하고 미국의 SDI 계획을 비난함.
- 인도는 미국의 대파키스탄 AWACS 제공 및 파측의 핵 개발 노력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소련은 대인도
안보협력 자세를 적극 표명함.
- 인도는 중·소 관계개선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소련은 인도의 이익을 저해할 어떠한 협정도 중국과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언명함.
- 소련은 아태지역 안보회의 개최에 대한 제의를 설명하였으나 인도는 이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함.

2. 상기 방문에 대해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인도는 소련이 대파키스탄, 중국 관계, 인도양 평화지대 등 인도 측의 관심사항을 적극 지지한 데
대해 만족스럽게 평가함.

소련은
군축 관련하여 인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음으로써 국제 사회에 자국의 평화노력을
과시하는 데 매우 유익하였으며 인도의 대서방 접근 추세를 억제하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일본·소련 관계 1985-86

| 86-012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동구과

MF번호

2016-7 / 11 / 1~365(365p)

1.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1986.1.15.~19. 일본을 방문,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함.
주요 일정

- 외상회담 4회 및 나카소네 수상 예방 시 고르바초프 서기장 친서 전달
-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 회견
주요 협의 사항

- 정기 외상회담 재개 합의, 양국 정상 상호 초청
- 북방 영토 해결을 위한 평화조약 협상 재개에 합의 (소측은 영토 문제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
- 소련 외상은 북한 측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및 교차 승인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소련도 이에 동감이라고
발언함. 또한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와 관련, 한국이 북한 제안을 수락토록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토록
요망하는 북한 입장을 전달함.
- 일본 외상은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남북대화 진전 및 유엔 동시 가입에 북한이 긍정 검토토록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함.

2. 아베 일본 외상은 1986.5.30.~6.1. 소련을 방문, 셰바르드나제 외상과 회담을 개최함.
주요 협의 내용

- 일·소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 초청 확인 및 소련 외상의 1987년 중 방일 합의
-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 평화 조약의 협상 계속에 합의 (고르바초프는 북방영토 문제는 일본이 거론해서는
안 될 문제이나 협의는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함.)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 내용

- 소련 측은 먼저 북한 측의 요청이 있다고 전제하고 북측의 메시지를 전달한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및 사할린 교포의 한국 귀환 반대 입장, 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 제안을 일본이 검토해 주기를 요망하는
입장을 전달함.
- 아베 외상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남북대화의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이라고 전제한 후,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남북대화를 촉진할 것임과 사할린 교포 문제는 일본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인도적 관점에서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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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관련 사항 협의 내용

소련의 남태평양 진출, 1986

| 86-012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동구과

MF번호

2016-7 / 12 / 1~98(98p)

1986년 소련의 남태평양 진출과 관련한 주호주 및 피지대사관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1. 소련은 1985.3월 고르바초프 체제 등장 이래 범아시아회의 개최 제의 등 대아시아 평화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남태평양 제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한바, 1985년 이후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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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월 키리바시와 어업협정 체결
1986.6월 바누아투와 외교관계 수립

피지,
솔로몬아일랜드, 투발루 등과 어업협정 체결 추진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 부속의정서 서명 추진
뉴질랜드의 반핵정책으로 인한 앤저스 체제 균열 이용

2. 외무부는 상기 소련의 움직임은 최근 동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핵운동 및 참치조업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들 도서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정세
변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북한이 소련 진출에 편승하여 이 지역에 대한 침투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함.
3. Hayden 호주 외상은 1986.5.11.~24. 남태평양 지역 제국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서사모아, 솔로몬
아일랜드, 나우루, 키리바시, 피지, 통가, 바누아투, 투발루 등 8개국을 순방함.
호주 외상은 키리바시 방문 시 타바이 대통령과 회담한바, 동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소련과의
어업협정의 갱신을 희망한다고 함.
호주 외상은 소련에게 키리바시 항만시설 이용이 허용될 경우 소련의 국내정치 개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경고함.

이란·소련 관계, 1986

| 86-012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7 / 13 / 1~34(34p)

1. 주이란대사대리는 1986.2월 G. Kornienko 소련 외무성 제1 외무차관의 이란 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1986.2.2.~4. 방문
대통령, 국회의장, 수상 및 외상에게 소련 지도층의 친서를 전달
면담 시 주요 협의 의제

방문 시 주요 협의 내용

-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유지 필요성 인정, Velayati 이란 외상의 방소 초청
- 이란의 경제재무상과 소련의 대외 경제위원회 의장을 대표로 하는 합동위 개최에 합의
- 테헤란·모스크바 간 소련 민항기의 재취항에 합의
- 소련은 이란-이라크전이 조기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이란이 종전 협상에 응해 줄 것을
요청 (이란이 거절했다는 설이 있음.)
방문결과 평가

-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위가 개최될 경우 소련의 대이란 경제지원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봄.
- 이란 측은 소련이 대이라크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대공 방어용 미사일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추측이 있음.

2. 주이란대사대리는 1986.12.15. Katushev 소련 대외경제위 국가의장의 1986.6월 이란 방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양국 간 경제협력 의정서 체결
양국 간 고위인사 직접 접촉을 통한 상호 기본입장 이해 합의

이란
측은 이·이전에서의 소련의 중립을 요구하면서 경제관계 증진 필요성을 강조한 데 반해
소련 측은 정치 분야에서도 관계 증진을 희망하고 협상에 의한 이·이전의 종전을 주장

이란은
장차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염두에 두고 소련과의 관계 증진을 대미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이란의 비동구·비서구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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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인하에 대한 대책 방안
- 카스피 해 유전 개발과 이에 따른 대소 장비 구입
- 대소 천연가스 판매, 민항기 취항, 경제위 재개 등

미국·소련 관계, 1985-86

| 86-012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북미과/동구과/안보과

MF번호

2016-7 / 14 / 1~306(308p)

1. 슐츠 미국 국무장관과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1985.1.7.~8. 제네바 주재 양국 대표부에서 4차례 회담을
갖고 1983.12월 이후 교착 상태에 있는 군축 문제를 협의한 결과, 양측은 우주 및 핵무기 군축회담
개최에 합의함.
2. 상기 회담에 이어 양 장관은 1985.5.14. 주오스트리아 소련대사관에서 회동, 군축, 인권 문제, 세계
지역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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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문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소련 측은 입장에 변화 없이 종래 입장을 반복하고
아직 새로운 제안의 토의에 임할 준비가 없음을 노정함.

미측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남북한 간 대화가 최선의 해결 방안이며, 미국은 이를 계속 지원
하겠다고 하였으나 소측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음.

3. 슐츠 장관은 1985.7.31.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과 헬싱키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미·소 정상회담
개최 문제, 군축, 인권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함.
소련 외상은 새로운 입장 없이 종래의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고 인권 문제에서도 양보하지 않음.

4.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6.1.15. 3단계 군축안을 제안하면서 2000년까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함.
레이건 미 대통령은 1.15. 성명을 통해 금번 제의를 환영하나 내용상 종전의 소련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함.
외무부는 소련 측의 제의는 핵무기 분야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의 SDI 계획을 포기케
하려는 전술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5. 슐츠 미국 국무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1986.11.4. 비엔나 개최 구주안보협력회의 시
아이슬란드 미·소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외상회담을 개최, 아이슬란드 정상회담에서 군축 문제에
대하여 양측이 잠정 합의한 사항의 구체화 내지 진전 가능성을 논의함
SDI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된바, 소련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함.

미국·소련 동아시아·태평양지역문제 협의회,
1985-86

| 86-012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북미과/동구과

MF번호

2016-7 / 15 / 1~169(169p)

1. 미·소 양국은 1986.9.12.~13. 모스크바에서 동아시아 정세 협의 회담을 개최한바, 월포위츠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카피차 소련 외무차관이 참석한바, 동 회의 시 논의된 한반도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울 올림픽

- 소측: 남북한이 동시 개최하자는 북한 입장 지지
- 미측: 북한이 군사적 위협으로 방해하지 말 것을 강조
남북 대화

유엔 동시 가입 문제

- 미측: 양국이 남북한 동시 가입을 지지하는 것이 건설적이라고 주장
- 소측: 동시 가입은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
주한미군 주둔 및 팀스피릿 훈련

- 소측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여 미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
한다고 설명
- 소측이 팀스피릿 훈련을 비난하여 미측은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

2. 월포위츠 차관보는 1986.9.15.~16. 방한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안기부장 등을 예방하고
미·소 간 협의 결과를 설명함.
3. 미·소 양국 간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관한 고위실무협의회가 1986.6.10.~11. 워싱턴에서 시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로가체프 소련 외무성 제1극동담당국장 간에 개최된바, 동 회의 시 논의된 한반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회의 전에 정부는 한국 측 입장을 미 국무부에 전달).
서울 올림픽

- 소측은 한국의 올림픽 정치문제화 기도 및 남북통일 저해 주장
남북 대화

- 소측은 미국과 한국 때문에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북한의 메시지 전달
유엔 동시 가입

- 유엔 가입은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며, 교차 승인은 속임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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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측: 3자회담보다도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를 양국이 적극 고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하한 경우
에도 남북한이 동등하게 참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소측은 미측의 변함없는 태도에 실망 표시

미국·소련 예비정상회담. Reykjavik,
1986.10.11-12

| 86-012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동구과

MF번호

2016-7 / 16 / 1~258(258p)

레이건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6.10.11.~12.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에서 예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격용 전략 핵무기, 중거리 미사일 등 주요 군축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혔으나 관건인 SDI 문제에 관하여는 입장이 대립되어 합의에 실패함.
1. 회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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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2차례 회의
10.12. 2차례 회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기자회견
10.13. 레이건 대통령 기자회견

2. 주요 의제 및 SDI에 관한 양국 입장
군축 문제가 중점 논의되어 핵전략 무기와 중거리 미사일에 관해 전략적 합의에 접근하였으나
소련은 모든 군축 합의를 SDI와 연계하여 일괄 처리할 것을 추진하였으며 SDI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군축 협상이 전면 결렬됨.

- 미국은 탄도 미사일의 단계적 철폐를 조건으로 SDI 배치 10년 연기를 제의함.
- 소련은 SDI의 추진을 실험실 단계로 제한 주장함.

3. 회담 결과에 관한 양측 기자회견 내용
레이건 대통령

- 소련 측에 역사적인 군축안을 제안하였으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거부함. 협상 노력을 계속할 것임.
고르바초프 서기장

- 소련은 군축에 대해 중대한 양보를 했으나 미국의 비타협적 태도로 회담은 정체되어 있으며 세계는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군비 경쟁 시대로 들어갈 위험에 처함.

4. 평가
SDI 문제에서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이견 조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소련·동구 관계, 1983-86

| 86-0128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2016-7 / 17 / 1~96(96p)

1. 체코는 1984.4월초 당 기관지 논평을 통해 일부 동구 국가(헝가리, 루마니아, 동독, 불가리아)가 서방측과
협력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동구 공산권의 외교, 경제 정책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다음의 요지로
비난함(1984.4.14. 주일대사관의 일본 언론 인용 보고).
동구 각국이 서방의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과 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사회주의 전체의 이익을
격감시킴.

동구
각국이 독자적인 외교·경제 발전 모델을 강조하나 이는 사회주의 공동노선의 이탈이며
소련의 지도하에 행동해야 함.

미국 정부는 소련의 허가 없는 동구 국가들의 대서방 접근에는 한계가 있으나, 동구 국가들은
이제 소련과의 협력 관계에 매력을 상실함으로써 서방과의 인적 교류는 물론 경제, 통상 분야의
협력교류가 계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함.
미국·동구권 관계

- 최근 동구권 국가들은 다 같이 경제 발전에 관심을 갖고 비교적 개방정책을 취해 온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대동구권 접근의 장기적 목표는 동구 국가들이 주권 독립국가로서의 주체성을 가지도록 하여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임.
88 올림픽 관련

- 소련이 올림픽 불참을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대부분의 동구 국가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한국은 동구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인바, 이들 국가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경제· 통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미국의 동구 정세 분석(1985.2.7. 주미대사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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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베트남 관계, 1984-86

| 86-0129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7 / 18 / 1~59(59p)

1.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1985.12.4. 미·베트남 간 월남전 실종자(MIA) 확인을 위한 고위회담이 12.16.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함.
주미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미 국무부는 동 회의가 1986.1월 개최될 예정이라고 확인하면서,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로부터 철수하기 전에는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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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베트남 간 MIA 협상이 1986.1.6.~7.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어 월남전 기간 중 실종된 미군장병
문제를 협의한바, 결과는 다음과 같음(1986.1.9. 주미대사관 보고 및 1.13. 아미타지 국방부 차관보 회견
내용).
미측은 실종자 확인 문제를 베측에 제기, 베측의 협조 약속을 받았으나 베측은 일단 베측 당국에
억류 중인 생존 미국인은 없다는 입장을 밝힘.
MIA 문제의 2년 내 해결에 합의
1986.2월 하순 실종자 확인 및 발굴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

- 미측은 군사 기술진이 참석 예정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

- 베측이 하노이 및 워싱턴 DC에 상호 기술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이 필요치 않다는 데에 합의함.

3.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과 Snyder 부과장은 1986.1.9. 주미대사관에
베트남 측의 대미 관계개선 접근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로부터 철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종류의 관계 개선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4. 워싱턴 포스트지는 1986.1.14. 뉴욕 출신 G. Solomon 공화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9명의 미 의회
조사단이 1월 중 2일간 MIA 협의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 예정임을 보도함.

신화사 홍콩지사를 통한 한·중공 관계 개선,
1986

| 86-013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7 / 19 / 1~100(100p)

1. 주홍콩총영사는 1986.1.31. 중국 신화사 홍콩지사 간부를 만찬에 초청하여 한·중국(구 중공) 관계의
증진 방안에 관해 협의함.
신화사 측은 한·중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착실하게 관계 개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고 현재
양국 간 특별한 현안 문제는 없으나 제3국 관계로 제약을 받고 있어 인내를 가지고 상호 꾸준히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주홍콩총영사는 양국 적십자 간 접촉 및 경제 개발 경험의 상호 교환 등을 제의함.
양측은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음.

신화사 측 발언 요지

- 중국 군항기가 한국으로 망명한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중국 조종사를 대만(구 자유중국)으로 송환
한다면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조종사의 대만 송환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재고해 주기를 요망함.
- 주홍콩총영사는 중국 조종사가 제3국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국제협정, 국제관례 및 인도주의
정신을 고려해 처리할 것임을 설명함.
- 중국 측은 한·중 간 빈번한 인사 교류 및 교역 증대 등 현 양국 관계의 개선 추세를 감안, 사건 처리 최종
결정을 1~2개월 연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3. 신화사 측은 1986.8.26. 주홍콩총영사관을 긴급 접촉, 중국 측이 86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단을 위한
전세기 운항을 서울로 취항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타진해 주도록 요청함.
이에 대해 정부는 8.26. 중국 측의 요청을 가능한 한 전부 수락코자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중국
측에 알림.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신화사 홍콩지사 측은 1986.2.25. 주홍콩총영사를 만찬에 초청하여 협의를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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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공 관계 개선, 1986

| 86-013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7 / 20 / 1~220(220p)

1. 중국(구 중공) Tao Bingwel 외교부 주임은 1986.6.15.~16. 동경 개최 한반도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다음의 입장을 표명함.
중국은 통일 방안, 남북대화, 3자회담, 주한미군 철수, 교차 승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관한
북한 측의 입장을 지지함.

- 중국은 팀스피릿 훈련에는 반대하나 남북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한·중 관계는 한계가 존재하는바, 국제기구 행사, 항공기 사건 처리를 위한 접촉, 제3국에서의
178

공무원, 학자들 간 접촉이나 가족 방문은 가능하나 그이상의 교류는 불가

2. 주계정 중국 외무차관은 1986.6.25. 미국 방문 시 Armacost 미 국무차관과 한반도 문제에 관해 협의
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Armacost 차관은 북한이 팀스피릿 훈련을 이유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킨 것은 유감이며 북한이
제의한 3자 군사회담은 수용 불가함을 설명함.
중국 측은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긴장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미국이 3자회담에 응하여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게 되기를 희망함.

- 중국 측은 미국의 경직된 태도로 북한이 소련과의 관계를 긴밀화하고 있다고 함.

3. 영국 여왕의 1986.10.12.~18. 중국 공식 방문 시 동행한 하우 영국 외상은 오학겸 중국 외상에게 남북
대화 재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한반도 문제를 제기하였는바, 중국 측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임.
한반도 문제는 1국 2체제 공존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고려연방제가 합당함.
유엔 동시 가입은 남북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한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대소련 외교관 직접 접촉(주프랑스 대사관)
1985-86

| 86-013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8 / 1 / 1~58(58p)

1. 주프랑스대사관 김승호 참사관은 1985.2.1. 주불 소련대사관 Youri Mostovoi 서기관의 오찬에
초대받아 상호 관심사항을 협의한바, 소측의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84.5월 김일성의 방소 이후 소·북한 관계는 제일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소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체르넨코의
후계자로는 정치국 서열 2위인 고르바초프가 될 가능성이 많음.

2. 김 참사관은 1985.3.26. Mostovoi 서기관의 오찬 초청을 받아 환담한바, 소측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대외정책도 데탕트 추구, 대서방 관계 개선 등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됨.

고르바초프
등장이 당장 한·소 관계 정상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점진적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임.

3. 주프랑스대사관 배상길 참사관은 1986.6.20. Y. Mostovoi 서기관을 오찬에 초청, 관심사항을 협의한
바, 동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소련은 남북한 간 직접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희망하며 이러한 입장을 북한에 수차례
표명한 바 있음.

한국이
제의한 교차 승인은 좋은 방안이나 북한이 이를 원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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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가 4월 개최 당 회의에서 국가원수직까지 겸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소련의

한·레소토 관계 정상화, 1983-86

| 86-0133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6-8 / 2 / 1~267(267p)

1. 레소토 정부는 1983.6.27. 주케냐 레소토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공식 관계를 정지한다고 통보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조나탄 레소토 수상의 공산권 접근 정책이 조치의 배경으로서 북한으로부터의
원조 획득 및 한국 정부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함.

2. 이상옥 외무부차관은 1985.10.5. 방한 중인 Rakhetla 레소토 재무장관을 청사에서 면담, 양국 관계
개선을 다음과 같이 논의함.
180

외무부차관은 양국 관계의 가까운 장래 정상화를 희망하고 관계 회복은 상호에게 이익이 됨을
강조함.
레소토 재무장관은 한국 측의 희망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함.

3. 레소토 정부는 1986.2.11. 주케냐대사에게 한국과의 관계 재개 결정을 통보함.
주레소토 북한 공관은 폐쇄 방침이며 시기는 미정
외교관계 재개 발표 후 레소토 사절단 파한 희망

주레소토
한국 상주 공관 개설을 희망
북한이 시행하던 체육 경기장 건설 인수를 희망

4. 외무부는 1986.2.20. 양국 관계 재개 사실을 발표함.
5. 레소토 정부는 1986.5.30. 주케냐대사의 레소토 겸임에 대한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통보함.

루안다와의 국교정상화 교섭, 1977-86

| 86-0134 |

생산연도

1977~1986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6-8 / 3 / 1~316(316p)

1. 주자이르대사는 1980.10.13. 스페인 국경일 리셉션에서 르완다대사를 접촉, 양국 관계에 대한 입장을
타진한바, 동 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르완다 정부가 1974~75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지지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한국
정부가 항의한 것을 르완다 정부는 주권 행사에 대한 커다란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1975.5월 사전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상주 대사관을 폐쇄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양국 간 외교 관계 동결 조치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능동적 조치를 취해야 함.

르완다 측 입장

- 민간 레벨 경협을 시발로 정부 차원의 관계로 발전을 희망
- 북한과 상응한 수준의 경협 및 키칼리 상주 공관 설치 요청
한국 측 입장

- 북한과의 경쟁에는 관심 없음.
- 상주 공관 설치 등 관계개선 방안 검토 용의가 있으나 과대한 경협을 선행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음.

3. 주벨기에대사는 1984.10.6. 벨기에를 방문 중인 F. Ngarukyintwalli 르완다 외상과 관계개선을 위한
협의를 다음 요지로 가짐.
주벨기에대사는 양국 간 관계 정상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희망을 설명함 .
르완다 외상은 북한이 추진 중인 경협 사업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부 차원의 경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외무부장관은 1981.10.2.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르완다 외상과 양국 관계를 다음과 같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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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우간다대사는 1984.8.30. 주재국 정부의 최근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정파의 파견 협정 갱신
거부, 국경일 축전 미발송, 한국 지원 1985년도 기술훈련생 추천 중지 등)에 비추어 극단적 외교조치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 상당 규모의 대우간다 경협 제공을 건의하고, 우간다 정부의 비우호적 태도
원인을 다음 요지로 분석 보고함.
북한의 영향력 강화
182

- 북한은 현 우간다 정부가 반정부 게릴라 소탕을 위해 필요한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 정부 고위 관리를 방북 초청
- 4천만 달러 상당 무기 원조 및 100여 명의 군사 훈련 요원 파견 등
한국에 대한 대규모 경협 요청 불응

- 우간다 정부는 1981.11월 한국에 1,500만 달러 규모 호텔 복구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감 내지 북한에 비해 협력 의지 결여로 간주

2. 우간다 정부의 주우간다대사 출국 요구 결정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Owiny 외무담당 국무상은 1984.9.22. 주우간다대사에게 자국 정부, 특히 정부군에 대한 한국
언론의 비우호적 보도를 이유로 동 대사의 14일 내 출국을 요구하는 정부의 결정을 설명하고
관련 외교공한을 수교

외무부는
9.24.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력하고 앞으로 사태 진전을 보아 관계
개선에 임하고자 하므로 대사는 기일 내 귀국하되 이윤복 참사관을 임시 대사대리로 주재국
외무부에 공식 통보 및 주재국 지적 보도 사례 해명 등을 위한 제1차관보의 주재국 파견 문제를
교섭토록 주우간다대사에게 지시

주영국대사관
최동진 공사는 9.25. 영국 외무성 Wenban-Smith 동아프리카국장을 면담, 상기
우간다 정부 조치에 대한 의견 등을 문의

- 동 국장은 우간다의 조치가 이데올로기상의 문제는 아니고 남북한 대립 관계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조치가 대사관 자체를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언젠가는 대사 복귀가
가능하리라는 의견 제시
주우간다대사는 9.26. 주재국 외무성이 대사 출국 결정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차관보의
주재국 방문은 필요하지 않다는 요지의 9.25. 외교공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
외무부는 9.28. 한국 입장을 설명하는 다음 요지의 비망록(Aide-Memoire)을 주재국에 전달토록
주우간다대사관에 지시

- 한국 정부는 우간다의 조치에 유감이며 기존 양국 간 우호관계에 비추어 한국 측 견해를 우선 청취 후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견해임.

- 한국 언론의 보도는 외국 언론보도 전재 또는 인용에 불과하며, 특히 북한군의 훈련을 받은 우간다
정부군의 양민 학살 사건 관련 1984.8.7. 라디오 방송 내용은 Newsweek지 기사 단순 인용에 불과
- 동 보도가 관련 방송사 또는 신문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말아야 하며 동 언론사들은
한국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
- 우간다 정부의 금번 조치 재고 요망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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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우간다대사관 이윤복 참사관은 1984.10.1. 주재국외무성 Oridi 아주국장 대리를 면담, 우간다
정부군에 관한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한국 입장을 설명하는 Aide-Memoire를 전달한 데
대해 동 국장 대리는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언급함.
주우간다대사관은 10.5. 주재국 외무성이 동 Aide-Memoire에서 제기된 주제는 재검토될 수 없다는
요지의 10.4. 회신 공한을 전달해 왔음을 보고
184

2. 주우간다대사관은 1984.10.5. 강석홍 대사는 귀국차 출발했으며 동 일자로 이윤복 참사관을 임시
대사대리로 주재국 외무성에 통보했음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4.10.11. 주우간다대사대리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우간다 정부에 대해 한국대사관의
폐쇄 및 비자가 만료되는 한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를 요구하면서 동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간다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위협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므로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관해 우간다에 대한 적절한 외교적 영향력 행사를 요청토록 주영국대사관, 주미국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에 지시함.
10.17. 미국 국무부 Bishop 아프리카담당 부차관보는 주미국대사관 노창희 공사 면담 시 Abrams
국무부 인권차관보의 의회 증언 이후 우간다의 대미국 비난이 계속되고 있으나 미측으로서는
우간다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우간다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고 외교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미측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10.24. 영국 외무성 Wenban-Smith 동아프리카국장은 주영국대사관 최동진 공사와의 오찬 면담 시
우간다가 한국과의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한국이 너무 조급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의연한 자세를 취함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 제시

4. 외무부는 1984.11.13. 대우간다 난민구호 원조 제공에 관한 다음 요지 결정을 함.
현금 10만 달러의 원조 제공
원조 제공 이유

- 우간다 정부는 1983.9월 반정부 게릴라 소탕 과정에서 발생한 Luwero 지역 등의 난민 구호를 위해 각국에
원조 요청을 했으며 상당수의 국가가 원조 제공
- 북한이 대규모 군사원조를 통해 한국과의 단교조치 요구 등 우간다에 대해 집요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과의 물량공세 대결을 피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우간다의 대한국 우호감 제고 기대
우간다 정부 측이 원조 접수 수락 시 우간다 정부 수상실에 신속 전달 조치

5. 주우간다대사대리는 1984.11.22. 주재국 공보성이 11.21. 성명을 통해 외국 군대의 주재국 반정부
게릴라 소탕작전 참여 보도 등 서방 언론이 우간다 사태를 왜곡 보도하고 있는바, 사실을 확인치
않고 보도하는 언론은 우간다의 적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하고 주재국 내 북한군 동정에 관한 국내
언론의 보도 자제를 건의함.
외무부는 11.28. 정부 관계부처 관계관, 중앙 언론사 외신부장단 등이 참석한 제2차 홍보조정 대책
간담회에서 비난기사 보도 자제 요청
185

시까지 한국이 조용히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주재국과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1년 후
종료될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했다고 보고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6. 주우간다대사대리는 1984.12.6. 대통령실 Senyonga 대사 면담 시 동 대사가 1985년도 주재국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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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우간다대사관은 1984.11.23. 난민 구호를 위한 한국 측 원조(10만 달러) 제공 의사를 주재국 외무성에
외교공한으로 통보함.
주우간다대사관은 1985.1.8. 주재국 외무성이 한국 측 원조에 주저하는 입장이라는 정보 입수 보고
주우간다대사관은 2.11. Luwero 등 난민 지역의 사태 호전에 따라 원조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우간다 외무성의 1.17. 회신을 접수하였음을 보고

186

2. 외무부는 1985.2.19. 가까운 시기 신임 대사 부임을 추진키로 하고 동 문제에 대한 주재국 측 반응을
보고토록 주우간다대사관에 지시함.
Nabeta 우간다 외무성 아주국장대리는 3.1. 주우간다대사대리 면담 시 한국 측의 동 건 제의는
당연하나 외교 문제에 있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

3. 주우간다대사대리는 1985.3.29. Okurut 주재국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면담, 주재국의 한국 상품 수입
금지 해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동 위원장은 수입 금지 사실을 부인하면서 2~3일 전 한국 상품
수입을 위한 I/L을 주재국 업체에 발급했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4. 1985.7.27. 우간다 군사 쿠데타 후 대우간다 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8.9. 한국 외무부장관 명의 신임 Otunnu 외상(전 주유엔 우간다대사) 앞 축전 전달
Otunnu 외상은 9.9. 주우간다대사대리 면담 시 신임 한국대사 부임 문제는 유엔 총회 시 한국
외무부장관과 협의를 요망한다고 언급(동 외상 일정상 미실현)
Waligo 수상 겸 재무상은 주우간다대사대리 면담 시(9.17. 및 11.20.) 양국 관계 정상화에 장애 요인은
없으며 긴급 국내 현안인 평화협상 타결 후 양국 관계 검토 예정임을 언급

- 동 수상은 10월 제40차 IBRD/IMF 서울 총회 참석차 방한
Kasirye 외무차관은 11.26. 주우간다대사대리 면담 시 신임 대사 파견은 한국 정부 결정 소관이며
아그레망을 요청할 경우 여타국과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하고 난민 구호금 접수 결정 통보
및 보건성이 사용할 운송장비(포니) 지원을 요청
Obonyo 보건장관은 12.13. 주우간다대사대리 면담 시 한국 정파의 파견 및 의료, 위생 분야 협력
희망

5. 1985.9.5. 주우간다대사대리는 9.4. 주재국 외무성 예산국장(전 아주국장)과의 면담 시 동 국장은 주재국
내 북한군은 철수했으며 북한에서 훈련을 받던 우간다군도 전원 철수했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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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정부의 우간다 난민구호금(10만 달러) 전달식이 1986.1.9. 우간다 부흥성 차관실에서 개최되었으며
Awuyo 부흥차관은 주우간다대사대리에게 동 구호금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사의를 표명하고 동 원조는
난민들의 정착을 위한 농기구 등 기본 생필품 구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함.
동일 UTV 방송 등 주재국 언론은 동 구호금 전달 관련 사항 보도
2.3. 주우간다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의 동 구호금에 대한 1.17. 감사 공한을 접수했음을 보고

2. 외무부는 주우간다대사대리의 Otunnu 주재국 외상 면담 조속 실현을 위한 1986.1.7. 건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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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장관 명의 Otunnu 외상 앞 다음 요지의 1.10. 서한을 작성, 동 외상에게 전달토록 주우간다대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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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함.
우간다 평화협상의 성공적 타결 축하 및 우간다의 평화·안정 공고화 확신
양국 우호협력관계 강화 기대

3. 주우간다대사대리는 1986.1.29. 주재국 의사당에서 Museveni 대통령(1.25. Okello 군사정부를 전복한
NRM 의장)의 취임식이 거행되었음을 보고하면서 대통령 명의 동 대통령 앞 축전 발송을 건의함.
주우간다대사대리는 2.5. 전두환 대통령의 Museveni 대통령 앞 축전을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에게
전달

4. 주우간다대사대리는 1986.2.20. 주재국 외무성 Musoke 아주국장과의 오찬 면담 시 북한대사의 주재국
고위층(대통령 등) 면담 동향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동 국장은 주재국 정부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에
따라 남북한을 대하고 있으며 남북한과 공히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5. 주우간다대사대리는 1986.2.26. 주재국 Kisekka 수상을 면담, 한국의 각종 대우간다 협력사항 등 양국
관계를 언급하고 주재국 신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한국 입장을 설명함.
동 수상은 현 정부는 잠정적 성격이며 정치·경제적 안정이 회복되는 대로 새로운 헌법에 의한
선거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하고, 외국 원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조수권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주재국은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희망하며 한국과도 과거부터 가까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한·남예멘 관계 개선,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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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참석차 1985.10.4.~11. 방한한 남예멘 대표단의
주요 일정 및 면담 시 언급 요지 등은 다음과 같음.
대표단 구성

- Farag bin Ghanem 기획성 장관(IMF 회의 수석대표), Juman bin Saad 재무성 차관(IBRD 회의 수석대표)
등 총 4명
주요 방한 일정
188

- 재무부장관 주최 리셉션 참석 및 각국 대표 접촉(10.6.~7.), 개회식 포함 회의 참석(10.8.~10.)
주요 언급 요지

- Ghanem 기획성 장관은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남예멘은 독립 이후 북한과 계속 우호관계를
견지해 오고 있으나 이는 정치·경제적인 우호관계일 뿐이며 군사관계는 아니라고 하고 남예멘은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참가를 결정했다고 언급
- Al-Hubaishi 기획성 차관보는 한국과 남예멘과의 정치적 관계 수립은 당분간 힘들 것 같으나 경제 및
통상관계 수립은 별다른 장애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언급

2. 1986.4.21.~26.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ANOC(국가올림픽연합회) 총회 참석차 방한한 Mohamed Hassan
남예멘 NOC 수석부위원장은 4.24. 허승 외무부 아중동국장과의 오찬 시 동인이 서울로 출발하기 전
아덴 주재 북한대사가 동인을 방문, 금번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동인은 동 대사의
행위가 내정간섭이라고 말해 준 바 있다고 언급함.

우간다 주재 공관원 및 교민 안전문제,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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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7.27. 우간다에서 쿠데타에 의한 군사정부 수립 및 1986.1.25. NRA(국민저항군)에 의한 동
군사정부 전복 등 우간다 내 빈발하는 비상사태와 내전의 장기화 조짐에 따른 주우간다대사관
공관원 및 교민 안전 문제 관련 외무부의 지시 전문, 주우간다대사관 및 주케냐대사관의 보고
전문내용임.
우간다 주재 공관원 및 교민 안전 문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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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7.29. 외무부는 신정부의 성격이 나타날 때까지 신중한 행동을 취하고 공관원 및 교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우간다대사관에 지시
- 주 우간다대사관은 7.31. 미국 및 영국대사관 직원 가족들은 동일 08:00부터 케냐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IMF/IBRD 직원들도 동일 전원 철수했음을 보고하면서 현지 실정을 2~3일 관찰하여
필요시 공관원 가족 철수에 대한 지침 하달 건의
- 외무부는 7.31. 현지 판단에 따라 교민 및 공관원 가족의 케냐 철수 조치를 주우간다대사관에 지시
- 주우간다대사관은 7.31. 라면 등 비상식량을 항공편 지원 건의
- 주우간다대사관은 8.3. 철수계획을 보류하고 주케냐대사관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음을 보고
- 외무부는 1986.1.22. 주재국의 긴급사태에 대응, 현지 판단에 따라 공관 필수요원을 제외한 공관 가족
및 교민의 케냐 긴급대피 등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조치를 주우간다대사관에 지시
- 외무부는 1.26. 주우간다대사관과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어 있고 외신에 의하면 주케냐 및 주우간다
미국대사관 간의 무선통신만이 가용하다 함을 감안, 케냐 주재 미국대사관을 접촉, 주우간다
대사관으로 하여금 상기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락해 줄 것을 협조 요청토록 주케냐대사관에
지시
- 주케냐대사는 1.26. Trail 미국대사대리 등을 접촉, 협조를 요청했으며 동 대사대리는 협조를
약속하고 현재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는 집 밖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공지했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 주케냐대사는 1.27. Allinson 영국대사 및 Trail 미국대사대리를 접촉한 결과, 캄팔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치안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1.26. 우간다 주재 미국, 영국 대사 및 EC 대표를 면담한 무세베니
대통령은 모든 외국인, 특히 외교관 및 가족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고 언급했다고 함을 보고

태평양 지역협력,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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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1.17.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1.16. 주재국 ISIS 주관 World Affairs Forum에서 동경대학 Sato
교수 및 Kaneo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일본위원회 사무국장은‘Japan's Position on Pacific
Basin’제하 발표에서 Pacific Grouping은 여타 지역과 달리 Open Regionalism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인
성격을 떠나 경제협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어느 특정 국가의 주도권을 용인하지 않는 전 회원국의
Equality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보고함.
태평양 협력을 추진하는 포괄적인 방법은 정부, 학계 및 민간업계를 공히 포함하고 있는 PEC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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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며 동 Conference에 중국(구 중공)·소련의 참여는 이들로부터 실질적인
관심 표시가 없으므로 시기상조라는 견해 표명

2. 이창수 대사(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의 호주 및 뉴질랜드 출장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출장자 및 출장 기간

- 이창수 대사 및 외무부 태특반 김대식 사무관, 1986.12.14.~21.
출장 목적 및 주요 면담 인사

- 남태평양 비핵지대 설치 문제가 한반도 평화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파악
- Trotter 외무성 태평양국장 등(호주), Holmes PECC 사무총장 등(뉴질랜드) 면담
남태평양 비핵지대 설치 문제

- 소련의 아시아 지역 비핵지대화 주장과 남태평양 국가들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그 의미를 달리하며
남태평양 국가들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필리핀 수빅만 등의 미국 핵 제거 주장 등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나 미국의 힘을 배제한 남태평양 국가들의 독자적인 방위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동 지역
국가들을 설득 중(호주)
소련의 남태평양 진출

-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호주의 기본정책은 현상유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소련의 동 지역 진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나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 남태평양 지역이 미·소 간의 분쟁지역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뉴질랜드의 입장
환태평양 협력 문제

- 중요성은 인정하나 현 단계로서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며 장기적
으로는 역내 경제성장의 잠재력으로 보아 낙관적으로 판단(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대아세안 관계강화,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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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및 토의 내용임.
1. 동남아지역 정세 현황 및 한국의 외교 방향 검토(1985.5.10.)
정세 현황

대동남아 외교정책 방향

-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 확대
- 정치 및 경제 교류 증대를 통한 실질 우호협력 관계 확충
- 미국과 일본 다음의 주요 외교기반으로 발전
- 사회·문화적 공감대 확대를 통한 연대의식 강화
- 장기적인 공동협력체제 모색

2. ASEAN 주재 공관장 토의(1985.3.15.)
인적자원개발(HRD) 참여 문제

- 한국의 사업 참여 문제가 1985.2월 방콕 아세안 특별외상회담 등에서 논의되었으나 ASEAN은 아직도
한국의 참여에 의구심 보유
-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
공식 서한 발송 문제

- 한국의 HRD 사업 참여에 대한 공식 서한 발송이 필요하나 사전에 주요 국가의 입장을 타진한 후 신중히
추진
건의 사항

- HRD 사업 추진 등 태평양 지역협력에 관한 ASEAN 각국의 반응 수시 종합
- 태평양 지역협력 참여 추진에 계속성과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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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관계: 각국의 정치적 장기 집권, 체제적 경직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전반적 안정 유지
- 경제 관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한 경제구조로 상호보완성 결여
- 지역 문제: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성과 별무
- 안보 문제: 중국(구 중공)의 진출 및 소련 및 베트남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안보의식 고조
및 대미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안보 모색

3. ASEAN 및 호주·뉴질랜드 주재 공관장 토의 (1986.3.21.)
ASEAN의 대외 협력

- 1984.2월 목타르 인도네시아 외상이 아세안의 역외 국가와의 협력방안으로 종래의 6+1 방식 대신
6+5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말레이시아가 6+1 방식을 고수하여 답보 상태
- ASEAN은 한국의 참여 희망에 대해 대화 상대국은 곤란하나 사업별 참여는 가능하다는 입장
HRD 사업 참여
192

- HRD 사업 참여 문제가 단시일 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실질협력관계 강화에 주력

SAARC(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와의 협력관계
추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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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파키스탄대사관은 주재국 외무성의 설명을 기초로 향후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와의 협력
관계 추진 방안을 1986.4.30. 외무부에 보고함.
SAARC 9개 위원회 별 사업 계획 가운데 한국에서 협력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선정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
- 임시 의장국이 소관 위원회를 소집하여 한국 측 제안 내용을 검토, 승인
- 승인된 협력 사업을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추진

동 외상회의는 1985.12월 SAARC의 정식 발족 이래 처음으로 구체적 협력사항에 대해 합의를
보았으며, 이는 회원국 모두가 SAARC를 지역협력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평가됨.

3. 제2차 SAARC 정상회의가 1986.11.16.~17. 인도 방갈로어에서 개최되어 방갈로어 선언을 채택하고
SAARC 사무국 설치 양해각서에 서명함.
방갈로어 선언 요지

- 유엔 헌장 및 비동맹 정신에 입각한 지역의 평화, 안정, 친선, 발전 재천명
- 사무국 설치 및 초대 사무총장 임명
- 신 협력 분야 개척
- 차기 각료회의 합의(1987.5월, 인도)
- 제3차(1987년 네팔) 및 제4차 정상회담(1988년 스리랑카) 개최 합의
- 여성 복지, 지위 향상 및 마약 불법거래 및 남용 방지 기술 분과위원회 설치 합의
-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상호 협조 합의
- 국제 경제에 관한 이슬라마바드 선언 승인
- 경제 관계 국제회의에서의 공동보조 합의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제1차 SAARC 외상회의가 1986.8.12.~13.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되어 공동성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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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 제17차. Suva
(휘지) 1986.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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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수바에서 1986.8.8.~10. 개최된 제17차 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에 관한 주피지대
사관의 보고 내용임.
1. SPF 정상회담 개요
일정
194

- 8.8.: 개회식
- 8.9.: 비공개 회담
- 8.10.: 공동성명 발표
주요 참석자

- 14개국 수상, 대통령 등

2. SPF 정상회담 주요 결과
뉴칼레도니아 문제

- 프랑스 신정부의 대뉴칼레도니아 정책이 과거에 비해 퇴보했다는 결론에 따라 SPF는 뉴칼레도니아
문제를 유엔 Comm. 24에 상정키로 결정
-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남태평양 비핵지대

- 비핵지대 협정 문안을 확정하고 동 협정의 효력 발생 이전 또는 1986.12.1.까지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
남태평양 환경회의(SPREP)

-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의 대양 폐기 강력 반대
어업 문제

- 미·남태평양 참치협상에 대한 실망과 우려 표명 및 협상 타결 노력 촉구
해양 문제

- 남태평양 해양개발계획(South Pacific Maritime Development Program)을 SPF 산하기구로 창설 결정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무장관회의, 제19차.
Manila, 1986.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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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6.23.~28.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9차 ASEAN 외무장관회의 관련 ASEAN 회원국
주재 공관 관련 공관의 보고 내용임.
1. 회의 참가국
ASEAN 회원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대화 상대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EC(구주공동체)
옵서버국: 파푸아뉴기니

제3차 ASEAN 정상회담 개최

- 1987년 하반기 필리핀 마닐라 개최
- 정상회담 준비 고위위원회 구성
캄보디아 사태 해결 노력

- 민주 캄보디아 연정의 8개항 평화안에 대한 지지 재확인
- 베트남에 대해 8개 평화안 제의 재고 촉구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 개도국은 선진국의 보호주의 및 농산품 보조금 지급, 1차 산품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
- 현 국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동노력 강조
인적자원개발(HRD) 문제

- 신규 HRD 사업 향후 2년간 동결
동남아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ZOFAN) 추진

- 동 구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동남아 비핵지대안 연구 진전에 만족 표명
-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안 성안을 위한 연구 계속

3. 평가
제3차 ASEAN 정상회담은 지금까지의 회원국 간 경제협력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자성론에
입각하여 준비되고 있으나 회원국 간 경제구조 및 경제발전의 차이를 감안할 때 제3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간 경제협력의 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ASEAN 회원국과 태평양 연안 선진 5개국 간 신규 HRD 사업을 향후 2년간 동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1988.6월까지는 HRD 계획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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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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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 외상회의. Bali,
198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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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986.4.29. 개최된 ASEAN 특별 외상회의와 5.1. 개최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ASEAN 외상들 간 회담에 관한 내용임.
1. ASEAN 특별 외상회의
ASEAN 6개국 외상들은 1986.4.29. 다음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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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정상회담을 1987년 후반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
- ASEAN 국가 간에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증대 필요성 강조
- 1986년 ASEAN 정상회담은 특히 경제협력에 중점을 둘 것임을 언급
- 민주 캄보디아 연정의 8개 평화조항 제의에 대한 지지 표명(별도 성명)
일부 ASEAN 국가들이 ASEAN 국가들 간의 공동성명에 캄보디아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여 당초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던 캄보디아 문제를 별도 성명으로 채택

2. 레이건 대통령·ASEAN 외상 회담
경제 문제

- ASEAN은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 압력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ASEAN 국가들의 수출품에 대한 미
의회의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
- 레이건 대통령은 도쿄의 선진국 정상회담에 임함에 있어 ASEAN의 관심에 유의하겠다고 언급
정치 문제

- ASEAN은 캄보디아 연정의 평화안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베트남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레이건 대통령은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한 ASEAN의 이니시어티브를 지지한다고 언급

EC(구주공동체)·ASEAN(동남아국가연합) 각료
회의. 제6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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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회의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의 일정

주요 의제

- 정치 문제: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중동, 나미비아, 동서 군축협상 문제
- 경제 문제: 양자 협력, New Round 협상, 국제 경제 환경

2. ASEAN-EC 공동선언 주요 내용
경제 문제

- 1986.9월 GATT가 결정한 다자간무역협상(MTN) 재개 지지
- EC는 대ASEAN 투자 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SEAN은 EC가 투자 증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환경 개선
- ASEAN 각국 수도에 합작투자위원회 설치
- 쿠알라룸푸르에 ASEAN·EC 목재기술센터 조기 설립 필요성 인정
- 유럽 경제기구 및 유럽 투자은행이 EC 기업의 대ASEAN 투자 증대 노력 지원
정치 문제

- 베트남이 캄보디아 주둔군 철수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
- 마약의 생산,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 약속
- 아프가니스탄, 남아프리카, 중동 문제 등에 대한 관심 표명
- 국제 테러분자들에 대한 공동 제재 조치 촉구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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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ASEAN 고위실무자회의(SOM)
- 10.18. ASEAN-EC SOM
- 10.19. ASEAN 외상 간 비공식 회담
- 10.20. ASEAN-EC 각료회의 개막
- 10.21. ASEAN-EC 각료회의 폐막(공동선언 채택) 및 공동 기자회견

한국의 대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력강화:
인적자원개발계획(HRD) 참여 추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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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2.19. 외무부는 1984년 이래 추진되어 온 한국의 ASEAN 인적개발계획(HRD) 사업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1986년 중 아세안 및 남태평양 지역 연수생 훈련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별도 예산 168백만 원을
확보하여 총 30명의 연수생을 초청 훈련할 계획임을 ASEAN 회원국 주재 공관 및 미, 일 등 주요 공관에
통보함.
ASEAN 사무국 Kongsiri 사무차장은 1986.2.19.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공사와의 면담에서 말레이시아가
6+5 협력 방식은 외세를 영입하거나 ASEAN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하며 이에 따라 HRD
198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라고 언급함.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할당 인원 수와 훈련 분야를 한국 측이 먼저 제시할 것을 요청함.

2. 1986.6.26.~28.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확대 외무장관회의에서 HRD 사업 관련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바, 이에 따라 한국의 참여는 당분간 어렵게 되었으나 한국의 동 사업 참여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국가가 없어 ASEAN을 비롯한 대다수 참가국들이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보임.
이미 합의된 사업은 6+1 형식으로 계속 추진
신규 HRD사업에 대하여 2년간 동결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6+5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외상 등은 HRD사업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대변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 및 처장 임명,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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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PAC 사무총장 임명
정도순 제6대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이 1985.6.14. 사임함에 따라 7.1. 최석신 전 주노르웨이
대사가 제7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됨.
1985.6.28. 개최된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제23차 임시총회에서 정식 선출됨.

2. ASPAC 사무처장 임명
대만(구 자유중국)의 지명에 따라 Chou Tan-hei가 1986.6.30.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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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8차. 서울, 198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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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제18차 집행위원회 회의가 1986.6.20.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의장대리) 주재로 서울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참석자
대만(구 자유중국) 및 일본의 주한 공관원, 최석신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
200

2. 회의 결과
1986~87년 예산안 확정
아·태 청소년 범죄 회의(고베), 아·태 영화제(서울, 대구, 부산), 아·태 문화 심포지엄(타이베
이) 등 1985~86년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채택

중미 정상회의, Esquipulas(과테말라),
1986.5.24-25

| 86-015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9 / 1 / 1~121(122p)

중미 5개국 정상들은 1986.5.24.~25. 과테말라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중미 의회 창설 합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1.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및 니카라과 등 중미 5개국 대통령이 동 회의에 참석함.
2. 동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은 중미 정상회담의 정례화, 중미 평화·협력협정 서명, 중미 의회 창설 등을

3. 동 정상회의는 중미 5개국 정상이 1979년 니카라과 혁명 이후 처음으로 회동, 중미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군비 축소 및 군사 훈련 제한 등 중미 평화·협력 협정
안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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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 함.

OAS(미주기구) 상주 옵서버 대사, 1986

| 86-015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9 / 2 / 1~11(11p)

1. 정부는 1986.2.13. 김경원 주미대사를 신임 OAS(미주기구) 상주 옵서버 대사로 임명함.
2. 김경원 대사는 1986.3.14. Albert Xavier OAS 상임이사회 의장에게 신임장(외무부장관 명의 Letter of
Cabinet)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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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미주기구)총회, 제16차. Guatemala,
1986.11.10-15, 전2권, V.1 기본문서

| 86-015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9 / 3 / 1~148(148p)

1. 제16차 OAS(미주기구) 총회가 1986.11.10.~15. 과테말라(과테말라시)에서 개최됨.
정부는 김경원 주미대사(상주 옵서버)를 수석대표, 김흥수 주미참사관을 교체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파견

2. 동 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음.
토의 내용

주요 결의안 채택

- 콘타도라(Contadora) 평화안
- 미주간 마약 남용방지 위원회 창설 결의안
- 말비나스 문제 결의안

3. 한국 대표단 활동 내용
에콰도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콜롬비아 등 OAS 주요 회원국 외무장관을 접촉하여 친한
분위기를 제고함.
볼리비아, 페루, 브라질, 가이아나 대표단을 별도로 접촉하여 이들 각 국가와의 현안 문제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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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남용 방지, 중남미 외채 문제, 중미 평화 문제등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논쟁이 전체
회의 분위기를 주도

OAS(미주기구)총회, 제16차. Guatemala,
1986.11.10-15, 전2권, V.2 자료

| 86-015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9 / 4 / 1~421(422p)

제16차 OAS 총회(1986.11.10.~15.)가 과테말라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관련 자료임.
1. 제16차 OAS 총회 대표단 훈령 및 참고 자료
회의 개요
대표단 구성

204

대표단 훈령 및 훈령 관련 참고 자료
의제 및 의제 관련 참고 자료

2. 상임위원회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of the Permanent Council to the General Assembly)
(1985.9.11.~1986.7.30.)
3. 총회 회의 자료
각종 결의안, 협정안 초안 등

4. 각국 대표 연설문

OAS(미주기구) 마약불법 거래에 관한 미주 특별
회의. Rio de Janeiro, 1986.4.22-26

| 86-015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9 / 5 / 1~208(208p)

1. 마약 불법 거래에 관한 미주 특별회의가 1986.4.22.~2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에 민병규 주브라질대사관 참사관이 옵서버 대표 자격으로 참석함.
동 회의는 제14차 OAS 총회 결의에 따라 개최됨.

2.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마약 및 정신 자극제 불법 거래가 초래하는 미주 국가 실태에 관해 회원국의 보고를 청취함.
마약 및 정신 자극제 불법 거래 및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과 마약 및 정신 자극제 불법 거래

- 원칙과 목적 및 OAS 총회, 미주 사법 위원회, OAS 사무국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구성
- OAS 총회에 대해서는 미주 마약통제 위원회 설립을 권고하고 미주 사법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마약 불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측면 연구를 권고함. 또한 OAS 사무국에 대해서는
데이터 뱅크 수립, 마약 관련 교육·치료·재활 센터 설립을 권고함.

3. 회의 참가 대표는 동 회의에서 미주 마약통제 위원회 설립 및 데이터 뱅크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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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악용 방지를 위한 미주 국가 간 제도적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함.
마약 및 정신 자극제 불법 사용 및 생산과 거래를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함.

OAS/CIES(미주기구/미주경제사회이사회) 회의,
1986

| 86-015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9 / 6 / 1~138(138p)

1.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 대한 직·간접 민간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발전촉진 회의(Technical Meeting
on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Direct and Indirect Private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가 OAS 미주경제사회이사회 주관으로 1986.7.22.~25.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개최됨.
김흥수 주미대사관 참사관이 한국 대표로 참석함.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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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회의는 민간 투자 장려, 국내 저축 증대 및 수출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검토·환경
개선을 위한 Program을 설정할 것을 OAS 총회에 권고
- 미국 대표는 민간 투자 유치와 투자 의욕 유발을 위한 환경 개선을 요구한 반면, 여타국 대표들은 미국의
보호 무역 규제 철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제9차 미주 통계회의가 1986.9.16.~18.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됨.
민병규 주브라질대사관 참사관이 한국 대표로 참석함.
동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 5개 전문가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제출
- 주요 토의 의제는 미주지역 내 정부 통계 작성을 위한 작업 기구와 관련된 문제, 유엔 통계위원회 등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미주국가의 참여 문제, 1987~88년 작업 계획 등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선발 개도국과 여타 국가 간에 통계 시행에 있어
현격한 차이 노정

3. 제15차 범미주 도로회의가 1986.10.13.~17.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됨.
조환복 주멕시코대사관 1등서기관이 한국 대표로 참석함.
동 회의는 분과위원회별 활동 계획 수립, 범미주 도로 연구소 설립 등 28개 결의안을 채택함.

4. 미주 통신회의의 제5차 라디오 방송관계 기술회의가 1986.11.10.~14 페루 리마에서 개최됨.
정진호 주페루대사관 1등서기관이 한국 대표로 참석함.
동 회의에서는 제2차 세계 라디오 방송회의에 미주기구 회원국이 통일된 입장으로 임하자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짐.

포르투갈 및 스페인 EC(구주공동체) 가입, 1978-86

| 86-0157 |

생산연도

1978~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9 / 7 / 1~193(193p)

1986.1.1.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관한 EC 회원국 주재 공관의 보고 및 외무부 관계
부서 보고서 내용인바, 1985.6월 외무부 경제국이 작성한 관련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가입 협상 경위
1977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EC 가입 신청
1985.3월 브뤼셀 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의 가입 조건 타결

1985.6월
양국의 EC 가입협정 서명

2. 가입 배경
정치적 측면에서 EC 측은 NATO와 EC 회원국 구성상 불일치 해소를 통해 서방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EC 국가들의 확고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안정을 도모코자 함.

경제적
측면에서 EC 측은 서구의 궁극적인 경제 통합을 실현코자 하였으며,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EC 가입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가입에 따른 전망
EC 확대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NATO 강화와 같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양국의 가입에 따른 내부적 이질감 심화는 EC로 하여금 일관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할
가능성이 큼.

EC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임.

4. 한국에 대한 영향
정치적 측면에서 EC 회원국 중 사회당 정권의 증가(3개국에서 5개국)와 남북한 동시 수교국 증가
(1개국에서 2개국)는 북한의 대EC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음.
경제적 측면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경제 수준과 산업구조 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아,
한국의 대EC 수출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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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1. 양국의 EC 가입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85-86

| 86-015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9 / 8 / 1~162(162p)

1985~86년간 3차례의 EC 정상회의가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밀라노 정상회의(1985.6.28.~29.)
구주연합 조약안 토의를 위해 회원국 정부 전문가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
프랑스의 Eureka 계획과 EC 집행위원회의 구주 기술공동체 창설 관련 제의 지지
 각료회의에서 거부권 제한 및 EC의 정치·안보적 기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특별 협의 추진
EC
208

합의
일본의 시장개방을 촉구한 EC 각료이사회 결정 지지
COMECON과의 경제 협력관계 추진을 위한 대화 추진 합의

2. 룩셈부르크 정상회의(1985.12.2.~3.)
다수결 제도 도입, 구주의회 권한 강화, 통화협력 문제 명문화 등 로마 조약의 일부 조항 개정에
합의
유럽 정치협력에 관한 개별 조약 체결, 1992년까지 진정한 역내 단일시장 실현 등 구주통합
방안에 기본적으로 합의

3. 헤이그 정상회의(1986.6.26.~27.)
대남아공 제재와 관련하여 사태 추이를 관망하면서 여타 선진국들과 협의, 제재 여부 결정
국제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EC의 공동 농업정책을 지속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및 유사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강화
역내 단일 시장 실현을 위해 회원국 간 국경 통관 관세의 점진적 철폐 추진

Fielding, Leslie EC(구주공동체) 대외총국장 방한,
1985.5.30-6.1

| 86-0159 |

생산연도

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9 / 9 / 1~47(47p)

1. Leslie Fielding EC(구주공동체) 대외관계 총국장이 1985.5.30.~6.1. 방한하여 외무부차관 및 상공부차관을
각각 면담하고, 상공부차관 주최 오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짐.
2. Fielding 총국장은 외무부차관 면담 시 New Round의 정치적 중요성을 설명하고 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New Round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도록 한국이 설득하여 줄 것을 희망함.
외무부차관은 ASEAN 국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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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문서철에는 1986.5.31.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과의 면담 요록이 수록되어 있음.

아랍연맹 회의, 1986

| 86-016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6-9 / 10 / 1~54(54p)

1. 1983.11월 정상회의 개최 이후 지연되고 있는 아랍연맹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상당수 아랍국가들이
다각적으로 접촉함.
2. 아랍연맹 긴급 외무장관회의가 1986.4.30.~5.1. 모로코 페즈에서 개최되어 리비아가 요청한 아랍
특별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강·온파 간 의견 대립으로 정상회의 의제, 개최 시기,
장소 합의에 실패함.
210

Syed Sharifuddin PIRZADA OIC(이슬람회의
기구) 사무총장 방한, 1986.7.17-23

| 86-0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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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9 / 11 / 1~94(94p)

Pirzada 이슬람회의기구(OIC) 사무총장이 1986.7.17.~23. 공식 방한한바,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이슬람회의기구 사무총장 공식 방한 영접 계획안
2. 이슬람회의기구 사무총장 국무총리 예방자료 및 외무부장관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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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IC 개관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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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장관 만찬사(영문)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제22차.
Addis Ababa(이디오피아), 1986.7.28-30

| 86-0162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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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9 / 12 / 1~313(313p)

제22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및 1986년 중 OAU 각종 회의 결과에 관한 내용인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제43차 각료회의(2.25.~3.4. 아디스아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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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경제 위기 문제를 토의할 UN 특별총회(1986.5.27.~31.) 준비 상황을 점검
최근 긴장된 미국과 리비아 관계에서 리비아 지지 입장을 표명

차기
정상회의를 7.28.~30. 개최하기로 결정

2. 제15차 특별 각료회의(3.30.~31. 아디스아바바)
1986.5월 UN 특별총회에 제출할 아프리카 국가들의 단결된 입장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
1986년도 뉴델리 비동맹 운영위 회의 및 도쿄 선진국 정상회의 등에서도 아프리카 경제 위기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 사회 및 원조 공여국의 여론을 사전 조성키로 함.

3. 운영위 각료회의(5.8.~10. 아디스아바바)
남아공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1986.6월 파리 국제회의가 남아공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제
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확인

4. 제44차 각료회의(7.21.~27. 아디스아바바)
정상회의 상정용 결의안을 채택함.

- 아프리카 헌장 및 OAU 난민협약 비준 촉구, 핵 과학의 평화적 개발·이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권고,
아프리카 경제기구 설립, 남아공 제재 촉구

5. 제22차 정상회의(7.28.~30. 아디스아바바)
각료회의에서 상정된 37개 결의안과 15개 추가결의안을 채택하고, 남아공 제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주로 토의함.

- 남아공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못함.
-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프리카 경제 위기에 관한 UN 특별총회에서 결정된‘아프리카 경제회복을 위
한 중점 계획(1986-1990)’의 이행을 위한 자금 조달과 감독 기구 설립 문제를 토의
정부는 신·구임 OAU 의장 앞으로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발송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일본 자민당 중의원
발언문제, 1986

| 86-016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 / 3 / 1~35(35p)

1. 일본 중의원 가메이 시즈카 자민당 의원(국가기본문제동지회 회장)의 1986년 한국 관련 발언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음.
가메이 회장(자민당 내 가장 보수적인 아베파) 등 국가기본문제동지회 간부 3명이 12월 초 방한을
앞두고 10.28. 이규호 주일본대사를 방문, 면담

이 대사는 동 면담 후 동경 주재 특파원들에게 면담 요지를 설명하고 전쟁 운운 발언을 off the
record로 언급
동아일보는 10.29. 전쟁 운운 발언 등 면담 내용을 보도
외무부는 10.29.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비공식 논평

- 근린 국가들과의 관계에 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을 망각한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 개탄
-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일본 정부와 대다수 양식 있는 일본 국민의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며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2. 주일본대사는 1986.10.31. 가메이 의원 본인은 10.29. 소속 파벌 회장인 아베 총무회장을 방문, 자신의
발언은 양국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자는 뜻으로서 전쟁 운운과 같은 대립 관계를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경위 보고와 함께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토다 관방장관은 10.29. 기자회견에서 외국 대사관은
상대국 정부를 대표하는 만큼 발언 내용이나 방법에 충분히 주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10.29.~30. 일본 언론의 대체적 보도 경향은 동 발언이 후지오 문부상 발언 사건 이후 한·일
양국 외상회담 및 나카소네 수상 방한 등으로 진정된 양국 관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 가능한 한 문제시하지 않으려는 자세임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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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회장은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의 주권 사항이 주변국 간섭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의 기탄 없는 대화로 상호 이해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하고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일 경우 장래 전쟁과 같은
위험한 사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
- 이 대사는 역사 기술에 있어서 타국의 역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국들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한국으로서는 한국과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점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

대일본 연예인 송출 문제, 1984-86

| 86-0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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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 / 4 / 1~228(228p)

1. 노동부는 1984.7.6. 정부의 연예인 해외송출 중지 방침에 따른 다음 업무지침을 재외공관에 시달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1984년 말 이내 연예인 송출을 중단하되 업체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고
현재 공연 중이거나 신규 송출되는 연예인을 12.31.까지 귀국 조치
송출 중지 대상은 여자 연예인으로서 단체 또는 개별 취업자이며 지역은 국외 전 지역을 대상

214

2. 주일본대사관은 1985.8.14. 당초 여성이 해외에서 예능 활동을 구실로 풍기문란으로 인한 사회 문제
야기로 국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 취업 연예인 송출 규제를 건의했으나 무대공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있는 업소 등에서의 공연 활동은 민속 문화 소개, 취업 등에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외무부에 보고함.
3. 1986.4.24.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 주재로 개최된 대일 연예인 송출 문제에 관한 관계
부처(외무부, 노동부, 경제기획원, 치안본부 등) 회의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연예인 송출 개념

- 연예인협회 또는 국악협회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 인가를 받은 송출업체가 모집, 해외
업소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취업
대일본 연예인 송출 연혁

- 1965.6월~1976.1월 국교 정상화 이후 연예인 송출
- 1976.2월~1978.5월 중단, 1978.6월~1984.6월 재개
- 1984.7.5.~ 주일본대사관 요망에 따라 중단
회의 결과

- 정부 정책 변경을 위해서는 상응한 여건 변화가 있어야 하므로 노동부 주관 연예인 명목 인력 송출은
불가
- 순수 연예인의 해외 공연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위장 취업 방지를 위한 여권 사전 심사 강화

4. 외무부는 1986.5.6. 대일본 연예인 송출 문제 관련 5.2. 개최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 2차 관계부처
회의 결과, 취업 차원 연예인 송출(노동부 주관)은 계속 금지하되 순수 연예인 송출(문화공보부 주관)은
권장키로 하고 송출 기준은 문공부와 협의, 결정키로 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주일본대사관은 6.11.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고 객석 100석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업체 또는 동 업체에
연예인을 알선하는 건전한 흥행업체로 초청 자격 제한 등 송출기준 건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1986

| 86-016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 / 5 / 1~12(12p)

외무부는 일본 정부가 1986.8.14. 관방장관이 발표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한 일본 정부
입장 발표 문안을 입수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5년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관련 중국 등 근린국의 비난을 감안, 금년에는
근린국에 대한 배려에서 참배하지 않기로 함.
일본 정부는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는 삼가하기로 하였으며 공식 참배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실시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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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공식 참배 자체를 부정 내지 폐지하려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등의 입장 표명

재한 원폭피해자 도일치료 실시에 관한 합의서
연장 검토,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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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0 / 6 / 1~362(364p)

1. 한·일 간 1981.12.1. 체결된 재한 원폭피해자 도일 치료 실시에 관한 합의서가 1986.11.30. 만료
예정임에 따른 동 합의서 연장 문제 관련 주요 협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일본 정부가 합의서 연장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리고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함에 따라 1986.4.21. 보건사회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다음 입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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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일 치료보다는 국내 치료를 원칙으로 원폭 환자를 구조하겠다는 보건사회부의 방침과 도일 치료가
일본 측 대외홍보에 이용되는 부정적 측면 등을 한국 입장 수립에 고려
- 동 합의서에 의거 중환자는 이미 도일 치료(피폭자 협회 등록 환자 1,211명 중 354명)를 받았으며 국내
의료시설 및 의술 수준 향상으로 나머지 환자들은 국내 치료 가능
- 일본이 원폭 환자 치료용 특수 기자재를 제공하고 한국이 요청할 경우 일측 전문의 파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 등
외무부 동북아1과는 6.11. 주한 일본대사관에 상기 입장(합의서 연장 불요) 설명
일본 후생성 하게다 신고 보험의료기획과장은 7.21.~23. 방한, 보건사회부 지역의료과장 및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각각 면담, 합의서 불연장에 따른 대외발표 문제 등 협의

- 동북아1과장은 7.22. 하게다 과장에게 상기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동 입장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일측에 제시
일본 변호사연합회 원폭피해 조사단의 다카기 변호사(동 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내 재한 원폭
피해자 문제 조사연구 위원장) 등은 8.7.~12. 방한, 합천 원폭진료소 등을 방문하고 8.8. 외무부
아주국 소병용 심의관 면담

- 소병용 심의관은 상기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측에서 장차 환자들의 치료와 복지를 위해 협조한다면
환영한다는 견해 등 표명
다카기 변호사는 11.5.~7. 재방한, 동 연합회의 재한 피폭자 문제 보고서를 11.7. 소병용 심의관에게
전달

- 동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재한 피폭자 도일 비용을 부담하고(종전 한국 측 부담) 일본 국내 피폭자와
같이 치료 급부 및 수당 지급, 한국 내 원폭 전문병원 건설 등 제언
일본 후생성 하게다 기획과장은 11.11.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방문, 동 합의서가 종료되더라도 도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토의기록(기존 합의서 내용과 대동소이) 서명 및 상호교환 제의

- 동북아1과장은 일측이 재한 피폭자 치료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면 치료 기자재 제공, 수당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도일 치료 연장만을 위한 토의기록 교환은 불가하다는 입장 설명

2. 본 문건에는 합의서 연장 관련 검토 자료, 면담 요록, 일본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후지오(藤尾) 일본 문부상 한국역사 왜곡 발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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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지오 문부상의 교과서 왜곡 발언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1986.7.26. 교과서 문제 관련 후지오 문부상의 발언 내용, 발언 당시 정황 등을 보고토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주일대사관은 7.27. 동 문부상이 7.25. 기자단과의 간담 석상에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편찬한 고교 일본사 교과서에 대한 질의에“거기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자들은 세계사 속에서
그런 일을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됨을 보고

일본
외무성 시부야 북동아과장은 7.28. 유병우 정무과장을 초치, 동 발언이 기록된 것이 없으며
한 데 대해 유 정무과장은 발언 내용 및 정황의 정확한 재파악 촉구
외무부 권병현 아주국장은 7.29. 주한 일본대사관 다니노 공사를 초치, 일본 정부의 해명과 유감
표명, 교과서 문제에 관한 1982년 관방장관 및 문부상 담화 취지 재천명 등 촉구
세지마 일본 수상 고문은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로 7.29. 이규호 주일대사를 방문, 동 수상이
문부상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그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동 수상이 외무성 고위
관리로 하여금 동 대사에게 경위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

- 야나기야 일본 외무차관은 동일 이규호 대사에게 7.26. 문부성에 확인 결과, 동 문부상이 특정 국가를
지칭한 적이 없으며 이 점은 산케이 신문의 정정 보도로 확실해졌다고 언급
일본 외무성 후지타 아시아국장은 7.30. 주일대사관 이기주 공사를 초치, 나카소네 수상의 TBS
TV 기자회견 시 유감 표명 및 쿠라나리 외상의 7.29.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1982년 교과서
문제 관련 반성을 재확인한다는 관방장관 담화를 언급하고 인근 국가들의 감정을 충분히 존중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일측 입장 설명

- 7.31. 외무부는 당국자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7.30. 유감의 뜻을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전달해 왔음을
발표

2. 후지오 문부상의 한·일 합방 망언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 권병현 아주국장은 1986.9.6. 주한 일본대사관 다니노 공사를 초치, 후지오 문부상의
9.10.판 문예춘추 10월호에 게재된 다음의 인터뷰 기사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고 조속한
해명을 촉구

- 후지오 문부상은 한·일 합방은 형식적, 사실적으로 양국 합의하에 성립되었으며 합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일본 측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나 교섭 상대가 고종이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한국 측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생각할 점이 있다고 언급
9.6. 일본 NHK TV는 나카소네 수상이 기자들의 질문에 극히 유감스러운 사태이며 마땅한 선후
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음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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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문부상이 관방장관에게 특정 국가를 비난할 작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언급

주일대사관은 9.7.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신 데스크들은 동 문부상의 사임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이번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고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9.8.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동 망언에 대한 엄중 항의와 함께
일본 정부의 공식 해명, 동 망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 등을 촉구하고 9.10. 동경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연기 의사 통보

일본
NHK TV는 9.8. 동일 저녁 후지오 문부상은 아베파 3자회담에서도 나카소네 수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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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형태를 취하여 달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보도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는 9.8. 23:00 최광수 외무부장관을 방문,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 인근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강화 도모라는 일본 외교의 기본 정책에 의혹을 불러일으킨 후지오 문부
상의 파면 조치(9.8.) 등을 설명하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당초 예정대로 9.10. 개최할 것을
희망

나카소네
수상은 11.4.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1965.11.5. 한·일 특별위원회에서 한·일 합방
조약이 자주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당시 사토 수상이 대등한
입장에서 또한 자유 의지로 동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데 대한 견해를 문의한 데
대해 다음 요지로 답변

- 동 조약이 형식적인 합의로 성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인 사정이 그 배경에 있어 그 배경하에서 동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
- 즉, 형식적으로는 합의로서 성립하였으나 내용 및 배경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 후지오 문부상 발언은 국무대신으로서 부적절하여 파면

필리핀 파견 한국 건설업체 기술자 납치 사건,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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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Ilocos Norte 주의 한일개발 Laoag 도로공사현장에서 한국인 기술자 2인(박종수, 정상기)이
신인민군(NPA) 소속 공산반도에 의해 1986.10.22. 피랍됨.
2. 주필리핀대사는 1986.10.24. Laurel 필리핀 부통령 겸 외상에게 피랍자 구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Ramos 군참모총장은 10.25. 피랍자 구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한을 주필리핀대사관에
송부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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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관에 알려 옴.
4. Gamboa 필리핀 국방차관 및 Raval 주지사 등은 1986.11.5. 현지에서 피랍사건 대책회의(1차)를 개최함.
Raval 주지사는 1986.11.6. 현지에서 피랍사건 대책회의(2차)를 개최함.

5. Ramos 군참모총장은 1986.11.7. 주필리핀대사 앞 서한을 통하여 피랍자의 신변은 안전하며, 석방 협상
개시를 위해 Ilocos Norte 주 지역의 실질적 군사작전을 중지한다고 알려 옴.
6. 필리핀의 민족민주전선(NDF)은 1986.11.22. NPA에 대해 피랍자 석방을 지시함.
7. 한일개발 측은 1986.12.1. NPA 포로인 Ka-Victor(전 NPA 지역사령관)를 접촉하여 동인으로부터 피랍자의
석방을 지시하는 서한을 받음.
한일개발 관계자 등이 1986.12.3. 동 서한을 지참하고 납치범 접촉을 위해 파견됨.

8. 한일개발 측은 1986.12.12. NDF 측 평화협상 대표인 Ocampo의 측근을 접촉하여 피랍자의 조속한
석방 가능성을 언질 받음.
9. Ocampo는 1986.12.15. 한국 기자들과의 회견 시 NDF와 지역 NPA 사령부 간에 석방 절차상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언급함.
10. 피랍자 2인은 1986.12.18. 석방되어 마닐라로 호송되었으며, 12.19. 서울에 도착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필리핀 정보당국(NICA)은 1986.10.29. 납치범의 석방 조건은 금전(몸값)이 아니고 NPA 포로의 석방이라고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V.1 1983.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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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한 1983.9.2.~10.간 진전 상황임.
1. 외무부는 1983.9.2. 소련의 9.1. KAL기 격추 사건에 대응하여 향후 취할 외교적 조치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대소 규탄 및 조치
대미·대일 협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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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우방 및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에 대한 협조 요청
대국제기구 조치
외국 피해자에 대한 조치
대외 홍보

2. 외무부는 1983.9.7. 대소 배상 청구에 관한 5대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사건 진상 해명
사과 및 완전한 배상
책임자 처벌
현장 조사 보장 및 유해, 잔해 반환
민항에 대한 불법 공격 재발 방지 보장

3. Peckert 독일 외무성 아주국장은 1983.9.9. 주독대사에게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Gensher 독일
외상과 그로미코 소련 외상 간 KAL기 관련 회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옴.
독일 외상은 KAL기 사건의 비인도성과 중대성을 지적하고 소련이 조속히 한국 정부의 5개 요구
사항을 수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소련
외상은 금번 사건은 민간 항공기를 간첩 목적에 이용하여 야기된 것이며 KAL기의 소련 영공
침범은 미국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 청구는 미국 정부에 해야 한다고 함.

4. 소련 외무성 측은 1983.9.9. 주소련 미국대사관의 KAL기 배상청구 관련 구술서 제출을 위한 면담
요청에 불응함.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V.2 1983.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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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한 1983.9.11.~30. 간 진전 상황임.
1. 외무부는 1983.9.12. KAL기 사건에 대한 대소 배상 청구에 관한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피해 당사국들이 공동 청구하는 방식보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청구하도록 함.
한국은 소련과의 국교 부재로 미국을 이익 대표국으로 하여 시행함.

- 미국은 일본에 비해 대소 배상 문제를 사건 처리의 핵심 문제로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
교섭 추진에 있어서는 향후 관계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함.

- 이를 위해 미 국무부와 피해 당사국 주미대사관 실무진 간 실무위원회 구성 방안을 미측에 제의, 추진
토록 함.

2. Kelly 미 국무부 구주담당 차관보 대리는 1983.9.12. Skoklov 주미 소련대사 대리를 초치, KAL기 배상에
관한 미국 및 한국의 청구 공한을 수교코자 하였으나 소측은 2개의 공한을 모두 접수 거부함.
소련 측은 이후 수일간 호주, 일본, 영국 등 다른 피해국들의 배상 청구 공한도 모두 접수 거부함.
외무부는 9.13. 이에 대해 소련 당국의 파렴치한 처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함.

3. 류병현 주미대사는 1983.9.26. 슐츠 미 국무장관을 면담, KAL기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의함.
류 대사는 KAL기 사건 이후 미국이 제공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대책에 한국민의 감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역설함.
슐츠 장관은 반성 없는 소련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동 건을 금차 유엔 총회 의제로
상정하는 한국 측 의견에 대해서는 비동맹 제국들의 태도가 불분명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함.

- 소련이 결코 배상치 않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양국이 같이 노력하여 계속 배상 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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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국들의 배상 청구는 기본 입장만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청구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과 대소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V.3 1983.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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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한 1983.10~12월간 진전 상황임.
1. KAL기 사건 11개 피해국 간 배상 관계 비공식 회의(1차)가 1983.10.31.~11.1.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바,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소 배상 청구: 각국은 소련의 배상 전망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배상한다고 하더라도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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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아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함.

대소
배상 청구권의 성격: 소련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국제책임에 대한 배상 청구권으로 이해되며
소련의 배상과 대한항공의 배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없음.

대소
배상 청구의 내용: Compensatory Damages를 포함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Punitive Damages의 포함 여부에는 의견이 나뉨.

대소
배상 청구 시기: 각 대표는 12월 중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조사보고서 결과를 보아 가며 청구
시기를 검토하며 우선 배상 청구액을 산정키로 함.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의 제소: 대부분의 대표들은 동 제소가 실효성이 없음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

- 한국은 실효성 유무를 불문하고 ICJ에 제소하여야 한다고 함.

2. Lambert ICAO 사무총장은 1983.11.18. 주몬트리올총영사에게 소련을 방문하여 Bujaev 민간항공장관,
Kirshahov 소련군 원수 등을 면담하고 협의한 내용을 알려 옴.
소련은 시카고 협약을 내세우고 ICAO 조사 활동에 대한 협조를 거부함.
한국의 KAL기 사건 조사단에의 옵서버 참가에 대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음.

한국
측의 5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론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취함.

- KAL기 사건을 끝까지 미국의 첩보활동과 연관 짓고 소련 영공의 신성 불가침성과 안전을 이유로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함.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V.4 1984.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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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한 1984.1~3월 간 진전 상황임.
1. 피해 당사국(8개국) 배상 관련 비공식 실무회의 2차 회의가 1984.2.8.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바,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배상 청구 진전 현황: 1984.1월 스톡홀롬 회의 시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캐나다 외상의 배상책임

제3차 실무자 회의는 상기 111차 이사회 후 적절한 시기에 개최

2. KAL기 사건 관련 일본 유족회(26명)는 1984.3.20. KAL을 상대로 1,200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동경지방재판소에 제기하기로 결정함.
사망자 1인당 평균 46만 달러 요구
대한항공 측은 몬트리올 협약에 의거 1인당 10만 달러 수준을 보상한다는 입장인바, 유족회는 이를
거절

3. 대한항공은 1984.3.10. 현재 유족과의 보상 협의에서 사망자 69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상금
200명에 대해서 미합의 상태임.
미합의 사망자는 한국인 42명, 동남아인 50명, 기타(미, 일 등) 108명임.
일본인 유족과는 그간 4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미타결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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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무반응

배상
청구 내역: 포괄적 금액만을 명시키로 합의
배상 청구 시기: 개별적으로 시행하되 동일한 시기에 청구하는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

제111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시 강력한 대소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 공동 경주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V.5 1984.4월-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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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한 1984.4월~1986년간 진전 상황임.
1. 이장춘 외무부 조약국장은 1984.4.5. 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을 방문하여 KAL기 배상 관련 제3차 실무
회의 개최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의함.
미측은 미·소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또한
거리 관계로 보아 워싱턴에서 피해 당사국 간 배상청구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데에는 아·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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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들에게 불편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측은 8.22. 제3차 실무회의는 시간 낭비이며 실익이 없으므로 재개할 의향이 없음을 밝힘.

2. 외무부는 1984.8.21. 대한항공 피격 1주년 대책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함.
대소 배상 청구 문제: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한국의 기본 입장인 소련의 배상을 재차 촉구

3. 이장춘 외무부 조약국장은 1984.4.12. 오와다 히사시 일 외무성 조약국장을 면담, KAL기 사건에 대해
협의한바, 일측은 최근 일 유가족들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대한항공 측의 보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국내 정치 문제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한항공 측이 성의 있는 제스처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함.
4. 대한항공은 1984.5.13. 조중건 사장이 동경에서 일본 유가족 50명과 만나 보상 문제를 협의함.
일본 유가족 측: 대한항공 측이 중과실을 인정하고 보상금 금액을 상향하여 다시 제의할 것을 요구
대한항공 측: 대한항공의 중과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보상 제시액은 기 제의한 대로 미불
75,000+α라고 밝힘.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이후 각국 동향,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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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1.26. 스위스 연방법원은 1983.9.1. 발생한 대한항공 007기 피격 사건의 희생자인 태국인 유가족이
소련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요구와 관련, 소련은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소련의 국유재산이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스위스가 본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
본 문서철에 동 판결문(프랑스어)이 수록되어 있음.

2. 1986.2.6. 유엔 안보리의 이스라엘 공군기에 의한 리비아 여객기 강제착륙 사건(2.4.) 토의 시 영국
동 여객기가 첩보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 한국 측은 소련 주장의
허위성을 밝히는 다음 요지 주유엔대사 명의 반박 성명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 안보리 문서로의
배포를 요청함.
ICAO(국제항공민간기구) 이사회는 1983.9월 민항기에 대한 무력 사용은 국제 규범 등에 위배됨을
재확인하고 공정한 조사 필요성에 합의
ICAO 사무총장의 1983.12.2. 조사보고서에서는 KAL기 승무원이 비행 항로 이탈을 인지했거나 또는
조종사가 소련의 여객기에 대한 경고 노력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또한 Air Navigation Commission은 KAL기의 첩보 임무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ICAO 사무총장의
결론을 입증 등

3. 주유엔대표부는 1986.8.24. NYT지는 KAL기 피격사건 관련‘소련이 KAL기를 미국 첩보기로 오인
하였다’는 제하 다음 요지 기사를 게재했으며, 동 기사는 기고가 Seymour Hersch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및 소련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9월 발간 예정인 The Atlantic Monthly에
발표될 내용을 게재했음을 보고함.
소련은 KAL기를 1983.8.31. 발사 예정이었던 소련 미사일에 관한 정보 수집차 캄차카 반도 부근
공해에 대기 중이던 미국 첩보기로 오인

KAL기가
항로를 이탈한 것은 자동 항로조정 장치 입력의 실수에 기인

4. 외무부는 1986.8.27. KAL기 피격 3주년에 즈음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률적 차원에서의 배상요구
입장 계속 견지 및 민항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를 성문화하는 시카고 협약 개정안 조속 발효 노력 지속
등의 대책을 수립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표가 1983년 KAL기 사건 결의안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을 상기시킨 데 대해 소련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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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문건에는 KAL기가 미국 첩보활동에 이용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해 온 Thomas Maertens 미국 국무부
소련과 직원의 논문 및 국내외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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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국대사관은 1986.7.1. 주재국 국무부 Gaston Sigur 동아태차관보의 보좌관이 김삼훈 참사관에게
동 차관보가 아시아 지역 방문 후 7.3. 몬타나 주 Helena 소재 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에서
행할‘US-East Asia-Pacific Relations: The Challenges Ahead’제하 연설문을 사전에 보내왔음을 보고함.
2. 동 차관보의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음.
동아태 지역 국가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 보유
동아태 지역 국가의 지속 성장과 번영을 위한 4가지 당면 과제

- 경제성장 지속 및 통상마찰 극복
- 역내 국가 간 긴밀한 협의 및 협조를 위한 관계 구축
- 성장과 발전 수호를 위한 안정 확보
- 성장에 따른 국내적 압력 요인 해소
한국 관련 사항

- 역내 국가 중 지도적 성장 국가의 하나로 예시
- 상기 4가지 과제 중 국내적 압력 해소에 관한 내용 중 한국과 필리핀이 헌법 개정 등 민주 발전을 위한
건전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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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북한과 베트남은 발전에 실패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1 기본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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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9.20. 나카소네 일본 수상 방한 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의 연내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 측이 10월 동 회의의 12.5.~6. 동경 개최를 제의하고 한국 측이 동의함으로써
동 회의 개최를 위한 양측의 교섭이 진행됨.
2. 양측은 1986.11월 한국 측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주일대사 및 경제기획원 차관이 참석하고, 일본 측에서 구라나리 타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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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대신을 수석대표로 대장대신, 농림수산대신, 통상산업대신, 운수대신, 경제기획성 사무차관 및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키로 합의함.
한국 측은 양국 건설담당 장관의 참석을 일본 측에 요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3. 양측은 1986.11.17. 대외 발표, 의제, 회의 진행방식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함.
11.21. 서울과 동경에서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개최를 발표
의제는 국제 정세 및 한·일 관계, 한·일 경제 관계, 개별 문제(개별 각료회담)로 구성
회의는 개회식, 제1차 전체회의, 부처별 개별회담 및 오찬, 제2차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

4.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6.12.2. 동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하는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동 회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한국 측이 제안할 가칭‘21세기 한·일 위원회’설립에 대해 일본 측은 88년을 목표로 설립 추진에
전향적 입장 표명 예정

일본
측은 동 각료회의를 어협협정 개정을 포함한 어업 문제 전반 협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하고
싶다는 입장이나, 한국 측은 어업 문제에 대한 실무자 간 협의가 내년에 시작되게 되었다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
무역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그간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 일본 측이 구체적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이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
일본 측은 상호 사증발급의 원활화와 주한 일본특파원 증원을 위한 한국 측의 배려 요청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2 사전준비 I: 기본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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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 9 / 1~85(85p)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1986.11월 외무부의 청와대 보고 내용임.
1. 기본 방향
양국 정상 교환방문으로 구축된 한·일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

-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구체화
- 양국 각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21세기를 향한 한·일 간 바람직한 경제교역 관계 모색

한반도 정세 공동인식 확인

-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확인
-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확보

2. 일시 및 장소
1986.12.5.~6. 동경

3. 주요 일정
일본 총리 예방, 전체회의(제1차), 일측 수석대표 주최 만찬(12.5.)
개별 각료회담, 개별 각료오찬, 전체회의(제2차)(12.6.)

4. 의제
동북아 정세 및 한일 관계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한·일 간 협력
한·일 경제 관계

- 양국의 경제 동향
- 양국 간 경제 관계 증진
- 국제 경제 면에서의 협력
개별 문제(개별 각료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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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균형된 양국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협력의 구체화
- 대일 무역 불균형 개선 및 기술 이전 등 주요 현안 진전 모색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3 사전준비 II: 대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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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 10 / 1~174(174p)

1986.12.1.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대책 보고 내용임.
1. 총괄사항 보고
기본 목표(외무부장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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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으로 구축된 한·일 선린 우호협력 관계를 장기적 차원에서 가일층 발전시키는
계기 조성
- 한국의 대내외 정세와 주요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일본의 대한국 지지 및 견고한
협력체제 강화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전쟁방지를 위한 상호노력
입장 재확인
- 미래의 공동번영과 호혜의 시각에서 한·일 간 균형적, 보완적 산업의 수평분업 촉진 및 양국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진전 모색
- 재일 한국인 처우 개선과 문화, 인적 교류 등을 통한 양 국민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 재확인
- 나카소네 신내각 개편 후 첫 번째 각료회의를 통하여 양국 각료 간 친분 조성으로 협조관계 긴밀화
대표단, 주요 일정, 의제, 대처 방향 등(외무부 아주국장 보고)

2. 경제부처 소관사항 보고
기본 입장 및 중점 교섭사항(경제기획원차관 보고)

- 대일 무역역조의 심각성을 지적,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한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를
얻어냄.
-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 확보, 부품개발 협력, 관서 신국제공항
건설공사 참여 등 6대 중점사업을 위해 집중적으로 교섭함.
각 경제부처별 소관사항(각 부처 장관 보고)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4 사전준비 III: 관계부처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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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 11 / 1~215(215p)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6.12.5.~6.) 준비를 위한 관계 부처 대책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1차 관계부처 대책회의(1986.11.8. 외무부 회의실)
참석자

-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주재로 외무부 관련 국장 및 관계 부처 국장급 인사 참석
협의 사항

2.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1986.11.15. 외무부 회의실)
참석자

-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주재로 외무부 관련 국장 및 관계 부처 국장급 인사 참석
협의 사항

- 제1차 대책회의 거론사항 및 이후 진전 사항설명(외무부), 각료회의 진행 방법 설명(외무부), 상부
대책 보고 방법, 경제 부처 대처 방안

3. 제3차 관계부처 대책회의(1986.11.17. 외무부 회의실)
참석자

- 박수길 외교부 제1차관보 주재로 외무부 관련 국장 및 관계 부처 국장급 인사 참석
협의 사항

- 상부 대책보고 관련 협의, 각료회의 진행 및 행사별 상세 사항 설명(외무부), 언론 대책, 수행원에 대한
정세 설명(외무부)

4. 각료회의 참석 각료 대책회의(1986.11.28. 힐튼호텔)
참석자

- 최광수 외무부장관 등 참석 각료 7명
협의 사항

- 각료회의 대처방향 설명(외무부장관)
- 회의 진행 전반 설명(외무부 제1차관보)
- 상부 대책보고 협의
- 경제 관계 보고(경제기획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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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기본계획 설명(외무부), 금번 회의 대처방향에 관한 각 부처 의견 청취 및 토의, 관계 부처 준비,
협조사항 설명(외무부) 등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5 회의진행 준비 및 관계부처 협조

| 86-018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1 / 12 / 1~216(216p)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6.12.5.~6.)를 위한 관계 부처 행정 사항 및 협조 사항임.
1. 관계 부처 행정 사항
사용 언어

- 전체회의에서는 자국어(통역) 사용
- 개별회의 및 연회에서는 자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 편의에 따라 적절한 언어 사용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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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별 통역 방식

- 전체회의 시 동시통역을 하며 외무부가 통역 준비
- 개별회의 및 오찬 시에는 순차통역을 하며 통역 요원은 각 부처별로 준비
- 기자회견은 순차통역을 하며 외무부가 통역 준비
선물 교환

- 각료 간 선물 교환은 선례에 따라 각료 간 사진 교환으로 대체
- 사진은 개별회담 종료 시 교환
연설문

- 전체회의 시 소관별로 연설 준비
- 개별회담 시 연설은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로 대체
- 개별오찬 시 간단한 오찬사 사전 준비
수행원 및 수행기자

- 수행원은 각 부처 업무 내용에 따라 결정하되 총 4~5명 선으로 함.
- 수행기자는 없으며 주일특파원이 보도업무 수행

2. 관계 부처 협조 사항
자료 제출

- 1986.11.20.까지 회담 기본자료 작성, 제출
- 수행원 명단(국문, 한문, 영문)
- 회의 기간 중 각 부처 연락관 지정, 통보(과장급 1명)
- 대표 사진 및 이력서
- 양국 각료 간 교환용 사진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6 대표단 및 수행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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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 13 / 1~85(85p)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6.12.5.~6.)의 한국 측 대표단 구성 내용임.
1. 대표(8명)
수석대표

- 외무부장관
대표

-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주일대사, 경제기획원차관

외무부 제1차관보 등 9명, 경제기획원 국장(현지 참가) 등 4명,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등 5명, 농수산부
농업정책국장 등 5명, 상공부 제1차관보 등 5명, 교통부 수송조정국장 등 3명,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
등 5명, 주일한국대사관 공사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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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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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7 개별각료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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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 14 / 1~243(243p)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6.12.5.~6.) 개별 각료회담에서의 협의 사항임.
1. 한·일 외무부-외무성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한·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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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관계 전반(21세기 한·일 위원회 포함)
- 정무: 재일 한국인 문제, 인적·문화 교류, 교과서 문제
- 경제: 무역불균형 개선, 산업·과학기술 협력 확대, 경제 협력, 건설 협력, 어업 문제

2. 한·일 경제기획원-경제기획청
양국의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세계 경제 동향 및 전망과 협력 방향
양국 경제관계 및 현안 문제, 양국 경제 중장기 협력 방향

3. 한·일 재무부-대장성
한·일 경협사업, 투자 및 기술공여 촉진
관세 협력,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협력, 국제 금융 정세

4. 한·일 농수산부-농림수산청
농수산 기술협력 강화, 농수산물 교역
생사류 교역, 어업 협력

5. 한·일 상공부-통산성
양국 무역 현황 검토 및 방향, 무역 불균형 개선 방안
산업기술협력 확대를 통한 수평분업 촉진 방안
국제 경제 면에서의 협력, 한국의 수입제도

6. 한·일 교통부-운수성
양국의 교통정책, 관광협력 증진, 철도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해운 및 항공 문제

7. 한·일 과학기술처-과학기술청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활성화, 한·일 공동연구개발 촉진의 제도적 기반 조성
고급 과학기술인력 교류 촉진, 한·일 대형기술협력 프로그램 개발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8 회의자료 I: 부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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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 15 / 1~195(195p)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6.12.5.~6.) 준비를 위한 외무부 관련 부서 작성 자료임.
1. 아주국
최근의 한·중국(구 중공) 관계
최근의 한·아세안 관계

2. 경제국

3. 영사교민국
일본 내 한국 불법입국자 현황
민단 현황, 민단 요구사항 및 한국 정부 입장

4. 정보문화국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대내외 동향
남·북 대화 현황 및 전망, 금강산댐 건설 문제

한·일
문화교류 현황 및 추진방향

5. 기타 외무부 관련 부서 작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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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국제 경제 정세, 한국 경제 현황
세계 보호무역주의 현황, 신다자간무역협상 현황 및 한국 입장

국제
경제 및 금융기구에서의 한·일 간 협력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9 회의자료 II: 관계부처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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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 16 / 1~345(345p)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6.12.5.~6.) 준비를 위한 관련 부처 작성 자료임.
1. 각 부처별 개별회담 자료
기본 입장
개별회담 시 제기사항 및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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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정기 각료회의 대처 방안(경제부처 소관사항: 1986.11월 경제기획원 작성)
교섭에 임하는 한국 측 입장
교섭 목표
주요 사안별 교섭 방향
부처별 교섭 방안

3. 한·일 경제자료(1986.12월 경제기획원 작성)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한·일 양국 간 경제 현안 및 협력 방향

4. 일본 경제 현황 및 향후 한·일 경제 관계 전망(1986.12월 경제기획원 작성)
최근 세계 경제 동향 및 1987년 전망
한·일 양국 경제관계 개관
최근 일본 경제의 현황과 1987년 전망
2000년대의 한·일 경제관계 전망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10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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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 1 / 1~245(245p)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6.12.5.~6.)에서의 양국 대표의 연설 내용임.
1. 양측 각료 기조연설(1986.12.5.) 발언 내용
외무부-외무성

- 한국 측은 양국 관계가 정상의 상호 방문 이래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무역 불균형 문제
시정을 위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노력 촉구
- 일본 측은 한·일 경제 관계와 관련 어업문제, 무역문제 등에 대해 언급
- 한국 측은 확대 균형을 통한 양국 무역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경협차관 사업대상
확대, 금리 인하, 구매지역 제한 철폐 등 조건 개선을 요청
- 일본 측은 재정개혁 추진 상황, 금융자유화 및 엔화의 국제화 노력, 무역 면에서의 시장개방 노력을
설명하고 대한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요청
농수산부-농림수산성

- 한국 측은 농수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역 확대와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요청
- 일본 측은 농수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기술협력 계속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양국 간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한국 측 협조 요청
상공부-통상산업성

- 한국 측은 대일 무역역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근본적 해결책 필요성 강조
- 일본 측은 무역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의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의사 표명
교통부-운수성

- 한국 측은 교통·관광 분야 협력 증진 및 청소년 교류 확대 필요성 언급
- 일본 측은 북태평양 항로 문제 협의 및 양국 간 정기항공편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배려를 희망하고
관광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에 만족 표명
과기처-과학기술청

- 한국 측은 과학기술협력의 확대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희망
- 일본 측은 제1회 한·일 과기협력위원회의 성과에 만족을 표명
경제기획원-경제기획청

- 한국 측은 최근 한국 경제 현황 및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설명하고 양국 간 무역불균형 문제 개선
을 위한 일본 측의 시장개방과 산업 협력 확대 요청
- 일본 측은 일본 국내 경제 및 세계경제 정세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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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대장성

2. 한국 수석대표(최광수 외무부장관)의 개회사, 만찬사 및 폐회사
12.5. 개회사에서 양측이 허심탄회하고 구체적인 의견 교환을 통하여 큰 실적을 거둠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12.5. 만찬사에서 양국의 협력이 두 나라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은 물론
국제 사회를 위해서도 공헌할 수 있다고 확신함을 천명
12.6. 폐회사에서 양국 대표가 양국 관계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 교환을
238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 간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11 언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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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 2 / 1~205(205p)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6.12.5.~6.) 관련 언론 대책 관련 내용임.
1. 프레스 가이드라인(1986.11월 외무부 작성)
금번 회의 의의

금번 회의 주요 성과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통인식 확산
-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노력에 의견 일치
- 21세기 한일 우호관계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 합의
-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일측의 성의 있는 노력 경주 방침 표명
- 양국 무역의 균형적 확대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 방침 표명
- 양국 간 산업·과학기술협력 확대를 통한 양국 산업의 수평적 분업 촉진 노력 합의
- 한·일 경협차관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일측의 적극 협력 방침 표명
- 양국 간 건설 협력 증진 필요성에 관한 인식 일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지속 협의 합의
- 농림수산 및 관광·교통 분야 협력 확대 합의
- 인적·문화 교류 증진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합의

2. 대언론 브리핑(한국 특파원 및 수행기자단 대상)
일본 수상 예방 결과(외무부장관의 1986.12.5. 일본 수상 예방 후 직접 대언론 브리핑)

- 나카소네 수상은 최근 자신의 중국(구 중공) 방문 결과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 최광수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국내 정세 등에 대해 언급
제1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외무부 제1차관보)

- 양측은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대한 공통인식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 등 양국 간 경제
문제에 대해 협의
각료회의 결과 종합 기자회견(외무부장관이 12.6. 전 각료 참석하에 대언론 기자회견)

- 금번 회담이 한·일 관계의 순조롭고 착실한 발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 간 복잡한 현안들은
호혜호양의 정신으로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초 위에서 해결해 나갈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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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으로 구축된 한·일 선린우호관계의 안정적 발전 평가
-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전쟁방지를 위한 상호노력 합의
-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 촉진 합의
- 21세기의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우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협력방안 모색
- 양 국민 간 상호신뢰 및 이해관계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의견 일치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12 결과보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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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 3 / 1~231(231p)

외무부가 작성한 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6.12.5.~6.) 결과 보고서임.
1.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으로 구축된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반영,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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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
양국 관계가 순조롭고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호혜호양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됨.

2. 나카소네 수상 예방
전두환 대통령의 인사와 친서 전달에 대해 동 수상은 감사의 뜻 표명 및 전달 요청
동 수상은 1986.9월 자신의 방한 시 한국 측의 환영에 사의 표명
동 수상의 최근 중국(구 중공) 방문 시 아시안게임 참가 중국 선수단에 대한 한국 측의 환영에
대한 호요방의 감사의 뜻 전언

3. 한반도 주변 정세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 측 노력에 대한 일본의 지지 확보 및 남북대화
조속 재개 필요성에 의견 일치

한반도
안보 정세가 어렵고 미묘한 상황에서 정치적,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불의의
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 일치

일본의
대북한 기본 관계에는 변화가 없으며 신중히 대처한다는 입장 확인

4. 비경제 현안 문제
한국 측이‘21세기 한·일 위원회’
(가칭), 재일 한국인 문제, 청소년 교류, 사할린 교포, 교과서
문제 등을 제기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1세기 한·일 위원회는 1988년 설치키로 합의

일본
측은 독도 문제 및 주한 특파원 증원 문제 등을 제기

5. 경제 현안 문제
무역 불균형 심화의 정치 문제화 우려에 의견을 같이하고 금후 대일 무역역조가 감소되도록
무역의 확대 균형 추진 합의
양국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근본 방향으로 수평분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
양국 정상 간 기합의한 경협 자금의 예정 기간 내 이행 원칙 합의

일본
측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의 개정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한국 측은 어업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전반적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한·일본 정기각료회의, 제14차. 동경, 1986.12.5-6.
전13권, V.13 결과보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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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6.12.5.~6.) 시 개최된 개별 각료회담 결과임.
1. 외무부-외무성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식을 공유함.
한국 측이 제기한 무역 불균형 개선, 재일 한국인 문제, 건설 분야 협력, 경제 협력, 청소년 교류,
사할린 교포, 교과서 문제,‘21세기 한·일 위원회’
(가칭) 설립 문제 등과 일본 측이 제기한 어업
문제, 주한특파원 증원, 복수사증 발급 원활화, 한국인 원폭피해자 도일 치료, 재일 한국인 보안

2. 재무부-재무성
한국 측이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일본
측은 1987년 특혜관세제도 개선 시 한국 측의 수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함.

3. 농수산부-농림수산성
양측은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활성화, 농수산 분야 공무원 교류 확대, 생사류 회담 조기 개최 등에
합의함.

일본
측이 1965년 어업협정 개정 등 어업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기존 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곤란하며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고 대응함.

4. 상공부-통상산업성
한국 측이 관심품목(57개)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일본의 1987년 특혜관세제도 개선 시 한국에
불리한 조정이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관세인하는 New Round와 관련한
전반적 검토 시 고려하고 특혜관세 제도 개선 시 한국 측 입장 배려를 약속함.

한국
측이 일본에 파견할 수출촉진단에 대한 일본 측의 지원과 일본의 대한 수입촉진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의 대일 수출촉진단을 적극 지원하고 일본의 대한 수입촉진단의
1987년 초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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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독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문제를 협의함.

5. 교통부-운수성
양측은 한국 측이 제기한 관광 협력, 철도 협력, 한국 기업의 일본 관서 신국제공항 건설 참여
문제 등과 일본 측이 제기한 해운 문제, 항공 문제 등을 협의함.

6. 과학기술처-과학기술청
양측은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활성화, 고급 과학기술인력 교류 촉진, 대형 기술협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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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등에 합의함.
한국과학기술원과 일본 금속연구소 간 연속제강 프로세스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 약정을
체결함.

7. 경제기획원-경제기획청
양측은 양국 간 수평분업 촉진을 통한 경제구조 조정에 합의함.
일본 측은 한국 경제의 성공적 운영을 평가하고 향후 고도성장 지속 전망을 표명함.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1차. 동경,
1986.9.10. 전2권, V.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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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9.10.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의 준비 과정에 관한 내용임.
1. 1985.8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담 계기에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아베 일본
외상은 양국 외무장관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하였으며, 1986.8월 방한한 후지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9월 제1차 한·일 외무장관 정기회담의 동경 개최를 제의함.
일본 정부는 제3차 나카소네 내각의 출범과 쿠라나리 신 외상의 취임을 계기로 제1차 양국

동 제의에 동의

2. 한·일 양측은 1986.8.18. 다음 내용을 공식 발표함.
제1차 정기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1986.9.2.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
금번 회담은 1985년 8월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시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개최
금번 회담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 관해
협의할 예정

3. 1986년 8월 말 정부의 개각에 따라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취임하여 양국은 협의를 통해 제1차 정기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9.10.로 연기키로 하고 다음 내용을 발표함.
제1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이 9.10.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
금번 회담은 당초 9.2.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개각으로 연기되었으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한 나카소네 수상의 방한과 양국 간의 현안 문제들을 감안하여 조기에 개최하게 됨.

금번
회담에서는 9.20.~21. 나카소네 수상의 방한 시 이루어지는 양국 정상회담의 사전준비
문제와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 관해 협의할 예정

한·일
양국 외무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기회에 9.25. 뉴욕에서도 회담을 가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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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장관 정기회담의 동경 개최를 제의

한국
정부는 양국 외무장관회의 정례 개최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1차. 동경,
1986.9.10. 전2권, V.2 회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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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9.10.~11. 개최된 제1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의 결과임.
1. 주요 일정
제1차 외무장관회담, 후쿠다 일·한 의원연맹회장 예방, 제2차 외무장관회담, 일본 외상 주최 만찬
(9.10.)
민단간부와의 조찬, 아베 자민당 총무회장 면담, 이토 자민당 정조회장 면담, 엔도 법상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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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특파원 간담회, 나카소네 총리 예방, 다카시다 자민당 간사장 면담, 다무라 통산상 면담
(9.11.)

2. 외무장관 회담 주요 내용
후지오(전 문부상) 망언과 사과

- 일측은 일본 정부와 국민의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한국 측의 냉정한 대응과
한국 외무부장관의 방일에 사의 표명
- 한국 측은 당시 현직 문부상의 발언이 한국 국민감정에 큰 상처를 남겼음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
- 한국 측은 후지오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회담의 연기를 일측에 통보하였으나, 일측의 성의 있는 조치
로 연기를 철회하게 되었음을 설명
무역역조 문제

- 한국 측은 대일 무역역조(86년 말까지 60억 불 예상)가 한국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
수출품의 관세 인하, 일본 수입촉진단 조기 파한, 한국 상품의 일본 내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제도적 및 비제도적 면에서의 일측 협조 요청
- 일측은 한국 측 요청을 배려하면서 수입촉진단 파견 검토, 한국 공산품·부품 수입 확대 노력,‘MADE
IN KOREA FAIR’지원 등을 약속
지문날인 문제

- 한국 측은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문날인 제도의 조기 철폐 촉구
- 일측은 엔도 법상이 중심이 되어 구체안을 조정 중임을 언급
독도 문제

- 일측은 제2차 회의 말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하고, 양국 외상회담, 각료회담에서의 통상례에 따라
간략히 기록상 언급한다고 부언
- 한국 측은 일측이 의제에도 없는 독도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한국의
고유 영토이므로 문제 제기가 타당치 않다고 일축

3. 나카소네 총리 예방
후지오 망언

- 나카소네 총리는 후지오 전 문부상의 발언으로 한국 대통령, 정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한국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한 데 대해 총리로서 사죄
-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나카소네 총리의 후지오 파면과 사과 표명이라는‘명쾌한 정치적 결단’
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평가를 전달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
지문날인 문제 및 무역 불균형 문제

나카소네 총리 방한

- 나카소네 총리는 자신의 아시안게임 참석 계기 방한 및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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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소네 총리는 지문날인 문제는 자신의 엔도 법상 임명 시 재직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해결토록
지시하였으며 무역 불균형 문제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

한·벨기에 정책협의회, 제6차. 서울, 198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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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차 한·벨기에 정책협의회가 1986.10.28.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은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 벨기에 측은 Baekelandt 외무부 정무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2. 동 협의회는 한국 측이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와 서울 올림픽, 한국과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벨기에 측이 EC-ASEAN 각료회담, EC 트로이카-중국(구 중공) 간 회담을 설명하는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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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됨.
벨기에 측은 서울 올림픽, 남북대화, 한·소련 관계, 한·중국 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임.

3. Baekelandt 정무총국장은 회의 참석에 앞서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한·독일 정책협의회, 제6차. 서울, 198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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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차 한·독일 정책협의회가 1986.10.27.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은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 독일 측은 Keil 외무부 아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2. 동 협의회는 한국 측이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와 서울 올림픽, 한국과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독일 측이 동·서 관계, 동·서독 관계 및 EC 관계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됨.
독일 측은 한·소련 관계, 한·중국(구 중공) 관계 및 남북대화에 깊은 관심을 보임.
한국 측은 미·소 간 군축회담에서 대상이 유럽에 한정되는 경우,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군사력이

3. Keil 국장은 회의 참석에 앞서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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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함.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3차. 동경, 1986.6.5.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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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한·일 고위 정책협의회가 1986.6.5. 동경에서 개최됨.
한국 측은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일본 측은 야나이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2. 동 협의회는 일본 측이 국제 정세에 관해 먼저 설명하고, 한국 측이 한반도 관계 사항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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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은 일·소련 외상회담 결과, 소련의 국내 정세 및 대외 정책, 중국(구 중공) 정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일본의 대아시아 외교 강화 등을 설명
한국 측은 동북아 정세, 북한의 대내 정세 및 경제 상태, 남·북 대화, 서울 올림픽, 한국의 대중·소
관계, 소·북한관계를 설명하고, 한국의 대미수교국 관계 개선에 일측의 측면 지원을 요청함.

- 일본 측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 문제, 남·북 대화, 서울 올림픽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과 미수교
상태에 있는 아프리카 5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임.

3. 박수길 차관보는 동 협의회 후 야나기야 일 외무성 사무차관을 예방하고 일본 황태자 방한 문제, 일본
사회당 위원장의 방한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3차. 동경, 1986.6.5.
전2권, V.2 자료

| 86-019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2 / 10 / 1~151(151p)

본 문건은 1986.5월 작성한 제3차 한·일 고위 정책협의회 관련 자료임.
1. 제3차 한·일 고위 정책협의회 개요
2. 아베 일본 외상 및 야나기야 외무성 사무차관 예방 자료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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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lking Points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86.11.24. 전2권, V.1 기본문서

| 86-019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12 / 11 / 1~309(309p)

1. 제3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가 1986.11.24.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은 오재희 외무부차관, 말레이시아 측은 Zainal 외무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2. 동 협의회에서는 말레이시아 측이 주요 국제 정세, 동남아 정세, 한국 측이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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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ainal 차관은 방한 기간(11.23.~26.) 중 국무총리 예방(수교훈장 흥인장 수훈), 외무부장관 및 경제기획원
차관 예방, 대우 및 삼성물산 등 업체 방문, 대우자동차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86.11.24. 전2권, V.2 자료

| 86-019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13 / 1 / 1~214(214p)

본 문건은 제3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관련 자료임.
1. 외무부 관련 실·국 자료
2. 관계 부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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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자료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 제1차. Singapore,
1986.2.3-4

| 86-019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13 / 2 / 1~283(283p)

1.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고위 외교 실무회의)가 1986.2.4.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 싱가포르 측에서는 Desker 외무부 정책·기획·분석 2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2. 동 협의회는 양측의 지역 정세 설명에 이어 양자·다자 관계에 관한 의견 교환의 순서로 진행됨.
지역 정세 협의 시 한국 측은 동북아 정세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싱가포르 측은 캄보디아 문제에
252

관한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입장을 설명함.
양자관계 협의 시 싱가포르 측은 무역·건설·금융·항공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깊은 관심을
보임.

3. 권병현 아주국장은 동 협의회 참석 기회에 싱가포르 외무장관, 제1·2사무차관을 각각 예방함.

한·미국 정책협의회, 제6차. 서울, 1986.9.4-5

| 86-019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13 / 3 / 1~398(398p)

1. 제6차 한·미 정책협의회가 1986.9.4.~5.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은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미국 측은 Ledsky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2. 동 협의회에서 양측 대표는 세계 정세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미국 측은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한국 측의

교환함.

3. 본 문건에는 제6차 한·미 정책협의회 관련 자료(각 의제별 영문 자료 포함)가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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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청취 후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대북한 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양측은 미국의 당면 주요 관심사인 미·소 정상회담, 중동 정세, 남아공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관장회의, 1986년도 - 구주·미주지역. 서울,
1986.4.24-5.3. 전4권, V.1 기본문서 I(계획)

| 86-019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3 / 4 / 1~315(315p)

1986.4.24.~5.3.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참석 대상자, 일정 등 동 회의 개최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임.
1. 동 회의 참석 대상 재외공관장(총 39명)은 다음과 같음.
미주지역(21명), 구주지역(17명), 주레바논대사
부부 동반
254

2. 주요일정 및 의제 등은 다음과 같음.
주요 일정

- (4.24.) 국립묘지 참배, 개회식 및 외무부장관 훈시, 국무총리 주최 오찬, 정무 관계 브리핑 및 토의
- (4.25.) 외무부장관 주최 리셉션 정무 관계 토의, 평통 사무총장 주최 오찬, 그룹별(구주지역, 미주지역
그룹) 회의
- (4.26.) 홍보·문화 관계 브리핑 및 토의, 문공부장관 주최 오찬, 행정·예산 관계 토의
- (4.28.) 경제 관계 브리핑 및 토의, 경제기획원장관 주최 오찬, 경제 관계 토의
- (4.29.) 영사교민 관계 브리핑 및 토의, 국회의장 주최 오찬, 종합토의 및 폐회식, 외무부장관 개별면담,
경제4단체장 주최 만찬
- (4.30.) 의식개혁 교육, 국내 정세 설명, 장관 개별면담, 올림픽 조직위 방문 및 경기장 시찰,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장 주최 만찬
- (5.1.) 외무부장관 개별면담, 국방부장관 주최 오찬,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 (5.2.~3.) 안기부 방문(오찬 포함), 럭키금성 안양연구단지 등 산업 시찰, 새마을중앙본부 방문, 일선
장병위문
부인 일정

- 외무부장관 주최 리셉션(4.24.), 교육, 외무부장관 부인 주최 오찬, 이천 도요지 방문(4.25.), 교육, 외교관
자녀 기숙사 방문(4.26.), 일선 시찰(4.28.), 국산품 전시장 개막식 KOEX 방문(4.29.), 올림픽 경기장
시찰,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주최 만찬(4.30.), 새세대 육영회, 고아원 방문,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5.1.)
주요 의제

- (정무) 남북대화와 한국의 외교 방향,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증진, 미수교 국가와의 관계 개선 방안 등
- (경제) 국제 경제 환경과 대외경제 정책 방향, 수출 증진 방안, 무상원조 및 기술공여 사업 효율화 방안 등
- (홍보·문화·체육)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지원 대책 및 홍보 방안 등
- (영사교민) 재외국민 보호 육성 방안, 국민 해외진출 촉진 방안 등
- (행정·예산) 공관 운영 효율화 방안 등

| 86-0200 |

공관장회의, 1986년도 - 구주·미주지역. 서울,
1986.4.24-5.3. 전4권, V.2 기본문서 II(결과보고
및 회의록)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3 / 5 / 1~252(253p)

1986.4.24.~5.3.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연설문, 회의록 및 결과보고 문서 등임.
1. 연설문
5.1. 대통령 주최 만찬 격려사(안), 4.24. 국무총리 치사, 외무부장관 훈시, 4.29. 외무부장관 폐회사 등

2. 회의록
4.24. 정무, 4.25. 정무 및 그룹별(중남미그룹, 구주그룹) 회의, 4.29. 영사교민 회의록 및 4.29.~5.1.

3. 결과보고 문서
회의 기간, 참석 공관장, 주요 일정
주요 성과

- 대통령 구주 방문 성과 극대화 방안 등 정무 관계, 수출 증진 및 경협 심화 방안 등 경제 관계, 성공적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개최를 위한 외교적 지원 방안 등 문화·홍보 관계, 교민사회 육성 등 영사교민
관계 토의 및 협의를 통해 86년도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수립, 국내 유관기관 방문 및 교육 등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 및 안보현실 확인 등

4. 공관장회의 폐회식(4.29.)에서 채택된 결의문
재외공관장들은 선진조국 창조라는 민족적 과업 달성을 위해 외교 제일선에서 정무, 경제 등 각
업무 분야에서 신명을 다할 것을 결의

5. 그룹별 회의(4.25.) 자료
중남미그룹 회의 자료(책자)

- 중남미 정세, 북한의 중남미 진출 시도 동향, 유력인사 방한 초청 효율화 방안 및 무상원조 제공 등
중점 논의 사항, 건의 사항 등
구주그룹 회의에서 동구권 관련 정세, 대동구권 관계 개선 추진 방향, 1985년도 추진실적 및
1986년도 활동계획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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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의 재외공관장 개별면담 요지 등

| 86-0201 |

공관장회의, 1986년도 - 구주·미주지역. 서울,
1986.4.24-5.3. 전4권, V.3 자료 I(개별면담 및
공관자료)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3 / 6 / 1~368(369p)

1. 1986.4.24.~5.3.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의 외무부장관 개별면담 자료, 주스위스
대사관 및 주그리스대사관이 각각 보고한 공관장회의 자료, 미주지역 공관의 정무관계 보고자료(책자)
등임.
2. 외무부장관 개별면담 자료
주미국대사관 등 동 공관장회의에 참석한 각 공관별 인원·예산 현황, 주요 현안 문제, 공관
256

건의사항에 대한 본부 방침 등을 작성

3. 주스위스대사관(3.25.) 및 주그리스대사관(3.19.) 작성 공관장회의 자료
정무 관계

- 주재국 및 주변 정세, 대한반도 정책 등 주재국의 대외 정책
- 북한의 외교적 진출 양상 및 대책
- 주요 외교 수단으로서의 인적 교류,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방안 등
경제 관계

- 경제 정세 평가 및 전망
- 통상 진흥 방안, 대주재국 경제 진출 방안
- 무상원조 및 대외기술 공여사업의 효율화 방안 등
홍보·문화·체육 관계

- 88 올림픽 개최 지원 계획
- 86년도 홍보활동 및 문화체육 교류 사업계획 등
영사교민 관계

- 교민사회 현황,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방안 등
유엔 등 국제기구 관계
주재국 외무성의 중장기 연구정책 과제 등 연구 및 교육훈련 관계
예산·행정 관계

4. 미주지역 공관의 정무관계 보고 자료
주멕시코대사관 등 미주지역 21개 재외공관의 상기 재외공관장회의 정무관계 보고자료 종합, 작성
(책자)

공관장회의, 1986년도 - 구주·미주지역. 서울,
1986.4.24-5.3. 전4권, V.4 자료 II(브리핑자료)

| 86-020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3 / 7 / 1~251(251p)

1986.4.24.~5.23.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브리핑 자료(책자)로서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1. 정무 관계
미주 정무

- 정세 전망, 대미주 외교목표 및 전망, 85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86년도 주요 업무계획
구주 정무

- 정세 개관, 대통령의 구주 순방, 86년도 주요 업무계획
- 유엔 외교, 제8차 비동맹회의 대책, 기타 국제기구 대책, 조약 및 국제법 관계 주요 업무 계획, 외교사료
정리 등
북한 대외 동향

- 85년도 대외 동향 및 86년도 전망
대동구권 관계 개선 활동

- 동구권 정세, 관계개선 추진 방향, 85년도 추진실적 및 86년도 활동계획

2. 홍보문화 관계
85년 실적 및 86년 활동계획 등

3. 영사교민 관계
재외국민 현황 및 보호육성, 영사, 해외이주, 여권 업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 86년 활동 방향 및 당면 업무, 85년 실적 등
재외국민 교육

- 재외국민 교육의 목표 및 방향, 현황, 국외 유학 업무

4. 외빈 영접
영접 기준, 일정 등

5. 예산·행정, 정책연구 및 훈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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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엔 및 비동맹 외교

공관장회의, 1986년도 - 아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6.3.20-29. 전7권, V.1 기본계획

| 86-020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서부아프리카과/중동과

MF번호

2016-13 / 8 / 1~378(379p)

1986.3.20.~29.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재외공관장회의 관련 회의 개최 기본계획 관련 사항임.
1. 동 회의 참석 대상 재외공관장(총 51명)은 다음과 같음.
아주지역(19명), 중동지역(15명), 아프리카지역(15명), 주유엔대사 및 주페루대사
부부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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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일정 및 의제 등은 다음과 같음.
주요 일정

- (3.20.) 국립묘지 참배, 개회식 및 외무부장관 훈시, 국무총리 주최 오찬, 정무 관계 브리핑, 외무장관
주최 리셉션
- (3.21.) 정무 관계 토의, 해외건설협회장 주최 오찬, 그룹별(ASEAN 공관장 그룹, 중동지역 공관장
그룹, 아프리카지역 공관장 그룹 등) 회의,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 (3.22.) 홍보·문화·체육 관계 브리핑 및 토의, 문공부장관 주최 오찬, 행정·예산 관계 토의
- (3.23.) 외무부장관 개별면담
- (3.24.) 경제 관계 브리핑 및 토의, 경제기획원장관 주최 오찬, 경제 4단체장 주최 만찬
- (3.25.) 영사교민 관계 브리핑 및 토의, 국회의장 주최 오찬, 의식개혁 교육
- (3.26.) 종합토의 및 폐회식, 올림픽 관계 브리핑 및 경기장 시찰, 서울 올림픽조직위원장 주최 만찬
- (3.27.) 외무부장관 개별면담 및 관계 부처 개별협의,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 (3.28.) 안기부 방문(오찬 포함), 한국과학기술원 등 산업 시찰,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 (3.29.) 일선 장병 위문
주요 의제

- (정무) 남북대화와 한국의 외교 방향,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증진, 미수교 국가와의 관계 개선 방안 등
- (경제) 국제 경제 환경과 대외경제 정책 방향, 수출 증진 방안, 무상원조 및 기술공여 사업 효율화 방안 등
- (홍보·문화·체육)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지원 대책 및 홍보 방안 등
- (영사교민) 재외국민 보호 육성 방안, 국민 해외진출 촉진 방안 등
- (행정·예산) 공관 운영 효율화 방안 등

| 86-0204 |

공관장회의, 1986년도 - 아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6.3.20-29. 전7권, V.2 일정 및
입·출국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서부아프리카과/중동과

MF번호

2016-14 / 1 / 1~282(282p)

1986.3.20.~29. 제1차 재외공관장회의 일정 및 공관장 출입국 관련 사항임.
1. 부인 일정
외무부장관 주최 리셉션(3.20.), 교육
외무부장관 부인 주최 오찬, 산업 시찰(3.21.)

교육
및 외교관 자녀 기숙사 방문(3.22.)

2. 기타 사항
재외공관장의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위한 개별면담 주선 요청 전문, 행사별 참석자(관련
부처 포함) 관련 협의 문서, 외무부장관 개별면담 자료, 왕복 항공료·호텔 투숙 여부·입출국
일자 등에 관한 재외공관의 보고 전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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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순국 외교사절 위령탑 참배 및 판문점 등 일선 시찰(3.24.)
새세대 육영회 및 고아원 방문, 올림픽조직위원장 주최 만찬(3.26.)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3.27.) 등

| 86-0205 |

공관장회의, 1986년도 - 아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6.3.20-29. 전7권, V.3 공관건의
및 본부방침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서부아프리카과/중동과

MF번호

2016-14 / 2 / 1~111(111p)

1. 1986.3.20.~29. 제1차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한 각 재외공관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한 외무부의
방침 및 외무부장관의 각 재외공관장 개별면담 자료 등임.
2. 재외공관 건의에 대한 본부 입장 중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각 공관 공통사항으로 공관 행정직원의 보수 인상 및 증원을 건의한 데 대해) 금년도 관련 예산은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6% 증가되었으나 실소요액(전년도 집행액 및 환차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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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증가분은 3% 미만에 불과해 보수 인상은 호봉 승급만 인정하되 3% 범위 내에서 인상
허용하고 정원은 동결한다는 입장 설명
주파키스탄대사관에서 주재국 공보방송장관 방한 초청을 건의한 데 대해 1986년 상반기 중 초청
계획 설명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가 리야드 한국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건의한 데 대해 문교부의 예산 사정상
재외 한국학교의 버스는 수익자 부담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지 교민과 협조, 학교버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망

주말레이시아대사가
외무부장관 개별면담에서 주재국 외상, 국왕 및 국회의장의 방한을 건의한 데
대해 외무부장관은 외상 방한을 추진하고 말레이시아 국회의장 방한은 국회 측과 협의, 추진하겠다고
답변

공관장회의, 1986년도 - 아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6.3.20-29. 전7권, V.4 자료

| 86-020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서부아프리카과/중동과

MF번호

2016-14 / 3 / 1~476(476p)

1986.3.20.~29. 제1차 재외공관장회의 관련 자료인바,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1. 브리핑 자료(책자)
정무, 홍보·문화, 경제, 영사교민 등 토의 의제별 외무부 및 관계 부처 고위 관계관의 브리핑 자료

2. 아세안 및 일본, 호주, 뉴질랜드 주재 공관장회의(1986.3.21.) 자료
각국의 최근 정세 및 전망, 캄푸치아 문제, 각국과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태평양 지역 협력 등

주가나대사관 등 아프리카 지역 재외공관들의 주재국 및 주변지역 정세, 주재국의 한반도 및
주변 정세 평가, 주재국의 대한반도 정책 등 대외정책, 주요 외교수단으로서의 인적 교류, 건의 등

4. 아프리카 그룹회의(1986.3.21.) 자료
아프리카 정세 변화의 대남북한 영향 등 정세 현황 및 전망, 남부아프리카 문제 및 차드 사태
등 주요 아프리카 현안 및 한국 입장, 남북한의 대아프리카 외교 활동 현황, 대책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아프리카 지역 재외공관별 정무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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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회의, 1986년도 - 아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6.3.20-29. 전7권, V.5 공관 자료
(아주, 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서부아프리카과/중동과

MF번호

2016-14 / 4 / 1~222(222p)

1986.3.20.~29. 제1차 재외공관장회의 참석 대상 아주지역 및 아프리카지역 재외공관들이
외무부에 제출한 회의 자료로서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1. 정무 관계
주재국 및 주변 정세, 주재국의 한반도 및 주변 정세 평가
주재국의 대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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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
주요 외교수단으로서의 인적 교류

2. 경제 관계
주재국 경제 정세 및 전망
통상 진흥 방안, 대주재국 경제 진출 방안
무상원조 및 대외기술 공여사업의 효율화 방안
대국제경제기구 활동 방안
건의 사항

3. 홍보·문화·체육 관계
1986년도 홍보활동 계획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개최 지원 계획 등

4. 영사·교민 관계
교민 현황, 86년도 활동계획, 건의사항 등

5. 국제기구
유엔 및 비동맹 관계

6. 연구 및 교육훈련 관계
주재국 외무성의 중장기 외교정책 연구과제, 연구기관 실태
외무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건의

7. 예산·행정 관계
예산, 인원 등에 관한 건의사항 등

| 86-0208 |

공관장회의, 1986년도 - 아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6.3.20-29. 전7권, V.6 공관 자료
(중동지역)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서부아프리카과/중동과

MF번호

2016-14 / 5 / 1~215(215p)

1986.3.20.~29. 제1차 재외공관장회의 참석 대상 중동지역 재외공관들이 외무부에 제출한
회의 자료로서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1. 정무 관계
주재국 및 주변 정세, 주재국의 한반도 및 주변 정세 평가
주재국의 대외 정책

2. 경제 관계
주재국 경제 정세 및 전망
통상 진흥 방안, 대주재국 경제 진출 방안
무상원조 및 대외기술 공여사업의 효율화 방안
대국제경제기구 활동 방안
건의 사항

3. 홍보·문화·체육 관계
1986년도 홍보활동 계획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개최 지원 계획 등

4. 영사·교민 관계
교민 현황, 86년도 활동계획, 건의사항 등

5. 국제기구
유엔 및 비동맹 관계

6. 연구 및 교육훈련 관계
주재국 외무성의 중장기 외교정책 연구과제, 연구기관 실태
외무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건의

7. 예산·행정 관계
예산, 인원 등에 관한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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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
주요 외교수단으로서의 인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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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회의, 1986년도 - 아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6.3.20-29. 전7권, V.7 토의요록
및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서부아프리카과/중동과

MF번호

2016-14 / 6 / 1~287(287p)

1986.3.20.~29. 제1차 재외공관장회의 연설문, 토의 요록 및 결과보고 문서 등임.
1. 연설문
3.27. 대통령 주최 만찬 격려사(안), 3.20. 국무총리 치사 및 오찬사(안), 3.20. 외무부장관 훈시 및
리셉션 연설문, 3.21. 정무 관계 토의 시 외무부장관 모두말씀 및 3.26. 폐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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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 요록
3.21. 정무 및 그룹별(아세안 및 호주·뉴질랜드 지역, 서남아 지역,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회의
3.22. 홍보·문화·체육 관계 및 행정·예산 관계
3.24. 경제 관계
3.25. 영사교민 관계 토의요록 등

3. 결과보고 문서
회의 기간, 참석 공관장, 주요 일정
주요 토의 내용

- 지역 정세 분석 및 중장기 대책,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및 이해 확보 등 남북대화와 한국의 외교
방향, 비동맹 대책 및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개선 방안, 경제외교 강화, 88 올림픽 지원대책 등 홍보·
문화·체육 외교 강화 방안, 재외국민 보호 및 선도, 재외공관 운영 내실화 방안, 장기 해외근무자
자녀 교육 문제 등 협의 및 토의

4. 공관장회의 폐회식(3.26.)에서 채택된 결의문
재외공관장들은 선진조국 창조라는 민족적 과업 달성을 위해 외교 제일선에서 정무, 경제 등 각
업무 분야에서 신명을 다할 것을 결의

주일본지역 공관장회의, 1986년도 - 일본. 오사카,
1986.4.22

| 86-021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4 / 7 / 1~32(32p)

1. 1986.4.22. 오사카에서 개최된 일본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관련 문서로서 외무부의 지시 전문, 주일본
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의 보고 전문, 외무부 관련부서 간 자료 협조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2. 상기 주일 공관장회의 일정, 참석 대상 공관, 의제 및 회의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일정(4.22.)

- 개회 및 주일본대사 훈시, 경제 관계 회의, 업무 오찬, 정무 관계 회의, 영사·교민 관계 회의, 결의문
채택 및 폐회, 주일본대사 주최 만찬
- 주일본대사, 주오사카총영사 등 일본지역 주재 10개 (총)영사
의제

- 정무, 경제 등 업무 분야별 1985년도 업무실적 평가 및 1986년도 주요 활동계획
- 대일 수출 촉진 방안,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성공 지원 방안 등
회의 결과

- 주일본대사는 훈시를 통해 한국 상사의 수출 활동 적극 지원 및 대일 무역 불균형 시정 노력 등 당부
- 금년도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
·대일 수출 촉진을 위한 내부 조직 강화
·대일(지방)정부 교섭 강화
·상사, 지사 독려
·부품 수출의 촉진
·통상사절단의 효과적 활동 촉진
·한국물산전, 홍보선전의 강화 및 교포 경제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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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대상

한·일본 간 소련관계 구주국장 협의회, 제2차.
서울, 1986.7.11

| 86-021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14 / 9 / 1~185(185p)

1. 제2차 한·일 간 소련관계 구주국장 협의회가 1986.7.11.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은 장만순 외무부 구주국장, 일본 측은 니사야마 외무성 구아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2. 동 협의회는 일·소 관계, 한·소 관계와 소·북한 관계 등 각 의제별 설명과 토의 방식으로 진행됨.
일본 측은 일·소 관계와 관련, 북방 영토 문제의 배경, 일·소 관계 경과, 소련의 최근 대일 접근 동기, 아베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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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소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함.
한국 측은 한국의 대소 문호개방 정책, 한·소 비정치 분야 교류 현황, 소련의 88올림픽 참가 문제, 소·북한 밀착
관계에 대한 한국 측 평가 등을 설명함.

3. 외무부는 동 협의회 개최를 통해 한국의 대소 문호개방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본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소련의 대북한 긴밀화가 한반도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한·일 간 공동 인식의
기반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함.
4. 니시야마 국장은 1986.7.23. 장만순 국장 앞으로 감사 서한을 전달한 데 대해 장 국장은 8.11. 회신함.

한·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회의, 제3차. 서울,
1986.4.7

| 86-021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14 / 10 / 1~269(269p)

1. 제3차 한·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가 1986.4.7. 서울에서 개최됨.
한국 측은 조창범 외무부 동구과장, 미국 측은 Parris 국무부 소련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2. 동 회의는 한·소 관계,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소련의 국내 정세, 미·소 관계, 군축 문제, 지역 문제 등
각 의제별 설명과 토의 방식으로 진행됨.
한국 측은 한·소 관계와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미국 측은 소련의 국내 정세, 미·소 관계, 군축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설명함.

미국의 측면 지원 협조 분위기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외무부는 동 회의를 통해 한국의 대소 문호개방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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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213 |

Hart, Gary 미국 상원의원 주관 환태평양 회의,
제2차. 서울, 1986.12.10-13. 전2권, V.1 기본
문서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동남아과

MF번호

2016-15 / 1 / 1~312(312p)

1. 제2차 환태평양 회의(Pacific Rim Seoul Conference)가 1986.12.10.~13. 서울에서 개최됨.
인하대 국제관계 연구소, 미국의 신민주주의 연구소(Center for a New Democracy, Gary Hart
상원의원 후원), 하버드대 동아연구소(Harvard-East Asia)가 공동 주관함.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캐나다, 태국, 중국
(구 중공), 대만(구 자유중국), 브루나이, 미국, 한국 등 15개 태평양 연안 국가 인사 초청

- 싱가포르, 캐나다, 중국, 대만 등을 제외한 11개국에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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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가 상기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협조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 국가의 초청 대상 인사 추천(인하대 측의 요청)
Gary Hart 상원의원 등 미국 참석자들의 대통령 예방 주선

- 12.11. 대통령 예방 시 동 의원은 소련 방문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고르바초프 서기장 면담 시 제기할
사항에 대해 문의한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답변함.
·소련이 북한을 자극하거나 오판토록 해서는 안 될 것임.
·한반도에서 소련이 주변 4강국의 남북한 교차수교에 반대하지 않고 남북한 유엔 가입에 지지해야 할
것임.
동 회의 참석자를 위한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기타 공항 귀빈실 주선 등 행정 지원

| 86-0214 |

Hart, Gary 미국 상원의원 주관 환태평양 회의,
제2차. 서울, 1986.12.10-13. 전2권, V.2 면담록
및 자료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동남아과

MF번호

2016-15 / 2 / 1-139(139p)

본 문건은 제2차 환태평양 회의(Pacific Rim Seoul Conference) 계기 주요 인사 면담록 및 관련
자료임.
1. 대통령의 Gary Hart 미국 상원의원 일행 접견 시 말씀자료
2. 국무총리의 Gary Hart 미국 상원의원 일행 접견 자료 및 면담 요지(198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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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장관의 오찬사(영문)

전직 정부수반 협의회(InterAction Council of
Former Heads of Government), 1983-86

| 86-0215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동북아1과

MF번호

2016-15 / 3 / 1~267(267p)

1. 한국의 전직 정부수반 협의회(Inter Action Council of Former Heads of Government) 가입 경위는 다음과
같음.
주일대사는 1983.3.21. 후쿠다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전직 정부수반협의회에 대해 청취하고 그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3월, 후쿠다 전 총리 및 Bradford Morse UNDP(유엔개발계획) 처장 공동 제의로 동 협의회 발족
외무부는 1983.11.16.~18.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동 협의회 제1차 총회에 관하여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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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보고함.
후쿠다 전 일본 총리(동 협의회 창설 멤버) 요청에 따라 1984.9월 신현확 전 국무총리를 동 협의회
고문으로 추천함.
발트하임 동 협의회 의장이 1984.10월 신현확 전 국무총리 앞 서한으로 정책위원회 위원직 수락을
요청, 신현확 전 총리가 이를 수락함.

2. 신현확 전 국무총리는 1985.1.16.~18.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전직 정부수반 협의회 산하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Policy Board) 창립총회에 참석함.
3. 신현확 전 국무총리는 1986.4.7.~10.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된 전직 정부수반 협의회 회의에 참석함.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4회. 동경,
1986.7.30-31

| 86-021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15 / 4 / 1~207(207p)

1. 제24차 한·일 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86.7.29.~31. 동경에서 개최된바, 외무부의 사전 준비 활동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동 회의에 즈음한 다음 요지의 대통령 메시지를 한국 측 참석자들에게 전달함.

- 상호 이해와 신뢰에 입각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일본의 대외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일본의 시장 개방 필요
동 회의 한국 측 참석자들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실시됨(1986.7.15.).

참석자

- 한국 측은 유창순 회장, 강병규 사무총장, 유학성, 김재호, 유근환, 김수한 등 상임위원 등 35명
- 일본 측은 기시 노부스케 회장, 다케시다 노부루 상임이사 등 48명
논의 사항

- 안보 문제,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협력
- 청소년 교류 촉진
- 88 올림픽 지원
- 교과서 문제 등

3. 본 문건에는 동 합동회의 관련 자료가 수록됨.
회의 일정, 한국 측 회장 축사, 결과 보고서, 공동 성명(안), 한국 측 발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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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합동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휘지 방문 초청, 1983-85

| 86-0217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15 / 5 / 1~24(24p)

1. 피지 정부는 1983.9.15. 주피지대사관을 통하여 전두환 대통령의 피지 방문을 초청함.
마라 피지 수상이 전두환 대통령의 피지 방문을 희망
피지 측은 이미 예정된 전두환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1983.10.20.~24.) 후 귀로에 하루 정도
방문해 주기를 희망

마라
수상이 1978년 한국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 답방 형식으로 방문해 주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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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피지대사관은 1983.9.17.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피지 정부의 대통령 초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함.
마라 수상의 초청에 사의 표명
이미 전두환 대통령의 순방국 일정 및 여타 정치·외교 일정이 확정되어 현 시점에서 일정
변경이 가능치 않음에 대해 양해 요청

3. 피지 정부는 1983.9.17. 주피지대사관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정중한 설명에 감사를 표하고 추후 한국
대통령의 대양주 순방 기회에 피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리비아 방문 초청,
1984-85

| 86-0218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6-15 / 6 / 1~21(21p)

1. Dokali Megharief 리비아 대수로 공사 집행위원장 대리는 1984.8.23. 김영섭 주리비아대사를
통하여 8.28. 리비아 대수로 공사 기공식 및 9.1. 혁명기념 15주년 기념식에 한국 대통령을 공식 초청을
희망하는 카다피 지도자의 입장을 전달함.
김 대사는 리비아의 초청 제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9월 초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공식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시일이 촉박하여 대통령의 방문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선 대응함.

- 또한 동 행사에 대통령이 건설부장관을 특사로 임명하여 경축사절단장으로 파견키로 이미 결정하였으며
동 특사 일행이 8.25.에는 서울을 떠날 예정임을 알림.
전달함.

2. 주리비아대사는 1984.8.25. 외무부 지시에 따라 주재국 대수로 공사 집행위원장 대리를 방문, 카다피
지도자의 한국 대통령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의 9월 초 일본 방문 등으로 대통령의 리비아
방문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건설부장관이 특사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게 됨을 강조함.
3.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는 1984.11.7. 외교 공한을 통하여 카다피 지도자가 한국 대통령의 리비아
방문을 초청한다는 뜻을 전달해 왔으며, 외무부는 11.12. 대통령이 카다피 지도자의 초청에 감사하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리비아 방문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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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리비아대리대사는 8.25. 외무부차관을 방문, 카다피 지도자의 전두환 대통령 초청 의사를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1 기본계획(I)

| 86-021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5 / 7 / 1~171(171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계획(1986년)에 대한 외무부의 사전 검토 내용임.
1. 대통령 구주 순방 계획 검토(1985.7월)
대상국

- 서독, 프랑스, 영국
순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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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3월 하순 ~ 4월 초순
순방 의의

- 구주 지도자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한 선진 외교대열 참여
- 대통령의 방미, 방일, 남남외교, 태평양외교에 이은 외교 다변화
-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구주지역 교민의 사기 진작 및 모국애 함양
방문 형식

- 서독: 국빈 방문
- 프랑스: 공식 방문
- 영국: 공식 방문

2. 대통령 구주 순방 계획 검토(1985.10월)
순방 일정(안)

- 영국(4.8.~10.)
- 독일(4.10.~12.)
- 스위스(4.12.~14.)
- 벨기에(4.14.~16.)
- 프랑스(4.16.~18.)
방문 형식

- 벨기에: 국빈 방문으로 접수 가능
- 독일: 공식 방문으로 하되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영접 방침
- 프랑스: 공식 방문으로 하되 최대한 예우
- 영국: 국가원수 방문(Head of State Visit)으로 검토 중이며 공식 방문 시에는 의전 내용 격상 교섭 계획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2 기본계획(II)

| 86-022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5 / 8 / 1~195(197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계획(1986년)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및 보고 내용임.
1. 대통령 구주 순방 계획 교섭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1985.12월)
방문 일정

향후 추진 계획

- 선발대 파견, 관계 부처 대책반 설치 등 행사 준비 본격화
- 방문국별 도착, 출발 시간 및 경유지 확정
- 발표 문제에 대한 방문 대상국과 협의

2. 대통령 구주 순방 계획 진행 상황 보고(1986.3월)
정상 회담

- 순방 대상국 모두 단독회담으로 진행
- 서방세계 지도자들과 단독회담을 통하여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폭넓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으로 공감대 구축
- 정상회담 결과는 순방국별 정상회담 직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
관계 각료 회담

- 순방 대상 4개국과 외무장관 회담, 경제관계 장관 회담, 합참의장 면담 등 각각 개최
순방 효과 제고 활동

- 한국학 진흥을 위한 협력 의지 표명
- 한국 경제설명회 개최
- 수행 경제인 활동 격려
- 순방 대상국과 경제·과학·기술 분야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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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이 제안한 다음 방문 일정에 대해 영국, 프랑스, 벨기에는 동의하였으며 독일 측 공식 회답은
미접수
- 1986.4.8.~10. 영국 방문
- 1986.4.10.~12. 독일 방문
- 1986.4.12.~14. 스위스 방문(비공식)
- 1986.4.14.~16. 프랑스 방문
- 1986.4.16.~18. 벨기에 방문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3 개별교섭 - 영국

| 86-022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5 / 9 / 1~132(132p)

전두환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영국 방문 일정(1986.4.7.~10.)에 대한 한·영 양국 간의 교섭내용임.
1. 4.7. 일정
영국 도착
교민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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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8. 일정
웨스트민스터 사원 무명용사묘 헌화
여왕 내외 주최 오찬
수상 내외 주최 만찬

3. 4.9. 일정
의장 행사
수상과의 정상회담
영국 경제인연합회 주최 리셉션

4. 4.10. 일정
영국 출발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4 개별교섭 - 독일

| 86-022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5 / 10 / 1~196(196p)

전두환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독일 방문 일정(1986.4.10.~12.)에 대한 한·독 양국 간의 교섭
내용임.
1. 4.10. 일정
독일 도착
대통령궁 환영행사

2. 4.11. 일정
독일 부수상 겸 외상 접견
본 시청 방문
수상과의 정상회담
정당대표, 각료 접견
교민 리셉션

3. 4.12. 일정
독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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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오찬
독일 수상 내외 주최 공식 만찬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5 개별교섭 - 프랑스

| 86-022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5 / 11 / 1~142(142p)

전두환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프랑스 방문 일정(1986.4.14.~16.)에 대한 한·불 양국 간의 교섭
내용임.
1. 4.14. 일정
프랑스 도착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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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외 접견
수상 내외 주최 만찬

2. 4.15. 일정
무명용사비 헌화
파리 시청 방문
프랑스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
교민 리셉션

3. 4.16. 일정
프랑스 출발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6 개별교섭 - 벨기에

| 86-022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5 / 12 / 1~180(180p)

전두환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벨기에 방문 일정(1986.4.16.~18.)에 대한 한·벨 양국 간의 교섭
내용임.
1. 4.16. 일정
벨기에 도착
국왕 내외 예방

국왕 내외 주최 공식 만찬

2. 4.17. 일정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브뤼셀 시청 방문
EC 집행위원장 면담
EC 집행위원장 주최 오찬
전두환 대통령 내외 주최 답례 리셉션

3. 4.18. 일정
벨기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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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내외 주최 오찬
수상과의 정상회담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7 개별교섭 - 경유지(벤쿠버, 제네바, 시애틀)

| 86-022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5 / 13 / 1~414(417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행사 시(1986.4.5.~21.) 경유지 행사 일정에 관한 내용임.
1. 밴쿠버(4.5.~6.)
4.5.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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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 도착
- 교민 리셉션
- 비공식 만찬
4.6. 일정

- 런던 향발

2. 제네바(4.12.~14.)
4.12. 일정

- 제네바 도착
- 교민 다과회
- 비공식 만찬
4.14. 일정

- 파리 향발

3. 시애틀(4.18.~20.)
4.18. 일정

- 시애틀 도착
- 교민 리셉션
- 비공식 만찬
4.20. 일정

- 서울 향발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8 정상회담(I)

| 86-022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6 / 1 / 1~184(184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 개최된 한·영 정상회담(1986.4.9.) 및 한·독 정상회담
(1986.4.11.)에 관한 내용임.
1. 한·영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언급 요지
전두환 대통령

대처 수상

- 소련의 서방 진영 이간책과 관련, 서방권 단합의 중요성 강조
-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무역자유화 정책 강화 필요
- 북한 불승인 정책 고수 및 북한을 개방사회로 끌어들이려는 노력 필요
-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문제와 교차승인 문제는 동시 추진이 바람직
- 한·영 간 교역 증진 및 통상 분야 접촉 확대 희망

2. 한·독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언급 요지
전두환 대통령

-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쟁 억제를 위한 서방의 관심 요청
- 한반도 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전쟁 억지에 도움
-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소련에, 외교적으로는 중국(구 중공)에 의존 경향
- 중국과 소련은 북한을 자국 영향력하에 두기 위하여 상호 경쟁
- 한반도 전쟁 억지를 위해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 시급 및 이를 위한 독일의 협조 요망
- 한·독 양국이 기술협력, 합작을 통해 대중국 공동진출 희망
콜 수상

-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희망
-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중요성 강조
- 독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 및 역할 강조
- 서독 내에서 동구권, 특히 동독의 산업 스파이 활동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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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는 세계대전 유발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며, 동북아에서는 핵무기 및 전반적 군사력상의 불균형으로
전쟁위험 상존
- 한반도 전쟁 억지를 위한 서방의 각별한 관심 요청, 특히 소련에 대한 영향력 행사 요청
- 한국이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갖출 1990년대에 들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 가능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분위기 조성 및 영국의 중·소에 대한 설득 요청
- 한반도 주변 4강이 남북한 교차승인 시 전쟁 억지에 도움
- 선진국의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서방 7개국 정상회담 시 자유무역주의 강화 노력 기대
-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요청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9 정상회담(II)

| 86-022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6 / 2 / 1~211(211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1986.4.14.) 및 한·벨기에 정상회담
(1986.4.16.)에 관한 내용임.
1. 한·프랑스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언급 요지
전두환 대통령 언급 요지
282

- 한·불 수교 100주년에 즈음한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의의 강조
- 프랑스의 독자적 전쟁 억지력 확보 노력 및 동서 간 화해를 통한 세계평화 유지 노력에 공감
- 한반도 전쟁 재발 시 미·소 간 충돌 위험
- 프랑스의 소련 접촉 시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영향력 행사 요청
- 미테랑 대통령의 소련 방문 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방안 설득 요청
- 서방 7개국 정상회의 시 테러 방지 대책 강구 필요
- 1992년 올림픽 파리 유치 협조
미테랑 대통령 언급 요지

- 한·불 수교 100주년 및 한·불 관계의 중요성 강조
- 한국의 경제 발전상 평가
- 프랑스는 NATO 회원국이나 군사, 전략적 자주성 유지 및 동서 간 첨예한 대립 지양을 위해 노력
- 1986.6월 소련 방문 시 소련 측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 협의 약속
- 1992년 올림픽 파리 유치 협조 요청

2. 한·벨기에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언급 요지
전두환 대통령 언급 요지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위한 외교적 지원 요청
- 극동에서는 미·소 간 군사적 불균형으로 전쟁 위험 상존
- 한·중 간에는 비정치적 교류 및 간접교역 증대 추세
- 한·벨 경제 관계에서 부품 및 소재 분야 기술협력 및 합작투자 필요성 강조
마르텐스 수상 언급 요지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
- 벨기에·중국(구 중공) 간 고위관리 및 경제사절단 등 인적 교류 활발
- 한국과 첨단기술 및 부품·소재 분야 협력 희망
- 양국 간 경제·과학·기술협력 확대 다짐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10 정상회담의제(I) - 부내 및 관계부처

| 86-022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6 / 3 / 1~349(349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 관련, 외무부는 국내 관계 부처와 해당 공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1986.2월 다음과 같은 정상회담 의제(안)를 마련함.
1. 공통 의제
정무 관계

- 국제 정세 및 동북아 정세(동서 관계, 동북아 정세, 태평양 지역협력)
- 한반도 정세(안보 정세, 남북대화, 평화통일 정책, 88 올림픽)
- 국제 경제 문제(보호무역주의, New Round 협상, 다자간 섬유협정 , 개도국 외채문제 등)
- 양국 간 경제 관계(교역 확대, 산업 및 과학기술 협력, 기타 분야 협력)
문화교류 증진

2. 국별 제기사항
영국

- 엘리자베스 여왕 방한 초청
- 대처 수상 방한 환영
독일

- 바이체커 대통령 방한 초청
- 콜 수상 방한 초청
프랑스

- 미테랑 대통령 방한 초청
-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벨기에

- 보두엥 국왕 방한 초청
EC

- 한·EC 간 외교 협력 강화
- EC 집행위원장 방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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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계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11 정상회담의제(II) - 부내 및 관계부처

| 86-022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6 / 4 / 1~507(508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 관련, 국내 경제 관계 부처는 1986.3월 다음과 같은
정상회담 경제 관계 의제(안)를 마련함.
1. 국제 경제 및 다자간 경제 관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방지
284

-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공동 노력 제의
- 한국은 자유무역 지향 국가로서 다른 개도국과는 달리 New Round 협상에 적극 참여
기타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

- 개도국 외채문제, 재정·금융정책 등 세계교역 경제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

2. 양자협력 관계
한국 경제의 기본방향 설명

- 자유무역과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개도국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 경제구조의 보완성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확대의 소지가 큰 신뢰할 수 있는 교역 파트너임을 강조
- 한국의 경제협력선 다변화 입장 설명
교역 증진

- 교역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공동노력 제의
기타 제반 분야 협력 확대

- 미래의 교역 증진을 위한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강조
-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노력 제의
- 과학기술장관회의 정례화 제의(영국, 독일)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 상호 간 합작투자 확대, 제3국 공동진출, 기술제의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제의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12 공동성명 및 대외발표

| 86-023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6 / 5 / 1~447(447p)

1.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1986.4.5.~21.) 방문하는 유럽 국가들의 관례에 따라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은 발표하지 않기로 함.
2.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계획은 사전에 2차례에 걸쳐 발표됨.
제1차 발표 요지(1986.2.26.)

제2차 발표요지(1986.3.25.)

-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1986.4.7.~18.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4개국을 공식방문하며, 4.17. 구주공동체
(EC) 본부도 방문할 예정임.
- 대통령은 이들 유럽 정상과의 정상회담 및 면담을 통하여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 및 실질적인 협력관계의
심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임.
- 대통령은 이들 유럽 정상과 더불어 국제 정세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게 될 것임.
- 대통령 내외는 4.5. 출국해서 4개국 순방 전후에 밴쿠버, 로잔, 시애틀도 비공식 방문하며, 4.21. 귀국
예정임.
- 대통령의 구주 순방에는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비롯한 공식수행
원 17명이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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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1986.4월 중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4개국을 공식 방문하며, 벨기에 소재
구주공동체(EC) 본부도 방문할 예정임.
- 대통령은 이들 4개국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관심사와 상호 우호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
할 것임.
- 이번 구주 4개국 순방은 한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유럽 공식방문으로서 이들 국가와의
양자 실질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것임.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13 수행원 명단 및 별도일정(I)

| 86-023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6 / 6 / 1~290(290p)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시(1986.4.5.~21.) 공식 수행원 명단 및 수행 각료들의 영국, 독일
별도 일정등에 관한 내용임.
1. 공식 수행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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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원경 외무부장관
금진호 상공부장관
전학제 과기처장관
주영, 주독, 주불, 주벨기에대사
박영수 대통령비서실장
안현태 대통령경호실장
이영일 민정당 총재비서실장 등 17명

2. 영국 방문 시 수행각료 별도 일정
김만제 부총리

- 한국경제 설명회(4.8.)
- 영국 통상장관 면담(4.9.)
이원경 외무부장관

- 한·영 외무장관 회담(4.8.)
금진호 상공부장관

- 한·영 통상장관 회담(4.8.)
전학제 과기처장관

- 영국 공업·기술담당국무상 면담(4.9.)

3. 독일 방문 시 수행각료 별도 일정
김만제 부총리

- 한국경제 설명회(4.11.)
이원경 외무부장관

- 한·독 외무장관 회담(4.10.)
금진호 상공부장관

- 독일 경제부장관대리 면담(4.10.)
전학제 과기처장관

- 독일 연구·기술장관 면담(4.10.)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14 수행원 명단 및 별도일정(II)

| 86-023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6 / 7 / 1~291(291p)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시(1986.4.5.~21.) 공식 수행원 명단 및 수행 각료들의 프랑스, 벨기에
별도 일정등에 관한 내용임.
1. 공식 수행원 명단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등 정부 주요 부처 장관, 순방국 주재 대사 등 17명

2. 프랑스 방문 시 수행각료 별도 일정
- 한국경제 설명회(4.14.)
- 경제·재무·민영화 담당 장관 면담(4.14.)
이원경 외무부장관

- 한·프랑스 외무장관 회담(4.15.)
금진호 상공부장관

- 프랑스 대외무역장관 면담(4.14.)
전학제 과기처장관

- 프랑스 연구·고등교육상 면담(4.14.)

3. 벨기에 방문 시 수행각료 별도 일정
김만제 부총리

- 한·벨 합동 경제각료 회담(4.16.)
- 한국경제 설명회(4.17.)
- 벨기에 부수상과 오찬(4.17.)
이원경 외무부장관

- 한·벨 외무장관 회담(4.16.)
금진호 상공부장관

- 벨기에 대외통상장관과 오찬(4.16.)
전학제 과기처장관

- EC 집행위 부위원장 면담(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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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제 부총리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15 계기별 연설문 및 대화록(I)

| 86-023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6 / 8 / 1~267(267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1986.4.5.~21.) 계기별 연설문관련 내용임.
1. 밴쿠버 방문
밴쿠버 교민을 위한 리셉션 격려사(4.5.)
소베 캐나다 총독 주최 오찬 시 건배사(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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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방문
영국 도착 성명(4.7.)
재영 교민들을 위한 리셉션 격려사(4.7.)
영국 여왕 내외 주최 오찬 시 건배사(4.8.)
영국 경제인연합회 주최 리셉션 인사말(4.9.)
영국 출발 성명(4.10.)

3. 독일 방문
독일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 시 건배사(4.10.)
독일 수상 내외 주최 만찬 시 건배사(4.10.)

재독
교민들을 위한 리셉션 격려사(4.11.)
본 시청 방문 시 인사말(4.11.)

4. 프랑스 방문
프랑스 총리 주최 만찬 시 건배사(4.14.)
파리 시청 방문 시 인사말(4.15.)
프랑스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 시 건배사(4.15.)
재불 교민들을 위한 리셉션 격려사(4.15.)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16 계기별 연설문 및 대화록(II)

| 86-023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7 / 1 / 1~207(207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1986.4.5.~21.) 계기별 연설문, 대화록 등에 관한 내용임.
1. 벨기에 방문 시 성명 및 연설문
벨기에 도착 성명(4.16.)
벨기에 국왕 내외 주최 만찬 시 건배사(4.16.)

브뤼셀
시청 방문 시 인사말(4.17.)
벨기에 출발 성명(4.18.)

워싱턴 주지사 내외 주최 오찬 시 건배사(4.18.)
시애틀 교민들을 위한 리셉션 격려사(4.18.)

3. 구주 순방 후 귀국 시 서울 도착 성명(4.21.)
4. 구주 순방 시 계기별 대화록
한·독 정상 오찬 시 대화록
독일 대통령 예방 시 면담록

독일
외상 접견록
프랑스 수상과 회담 시 대화록
프랑스 수상 주최 만찬 시 대화록

프랑스
대통령 주최 오찬 시 대화록
벨기에 국왕 내외 예방 및 오찬 시 대화록
전두환 대통령 내외 주최 답례리셉션 시 벨기에 국왕과의 대화록
 집행위원장 접견 시 대화록
EC
EC 집행위 부위원장 접견 시 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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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애틀 방문 시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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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17 계기별 대화자료(I)

| 86-023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7 / 2 / 1~281(281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1986.4.5.~21.) 영국, 독일 등에서의 행사별 대화 자료에 관련
내용임.
1. 대통령 영국 방문 시(4.7.~10.) 대화자료
무명용사비 헌화
여왕 내외 주최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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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주최 만찬
외무성 광장 환영식
정상회담 개최 직전
영국 경제인연합회 주최 리셉션

2. 대통령 독일 방문 시(4.10.~12.) 대화자료
독일 환영 행사 및 오찬
수상 내외 주최 만찬

수상
주최 오찬

3. 영부인 행사별 대화자료
밴쿠버

- 캐나다 총독 내외 주최 오찬
영국

- 유아원 방문
- 햄턴코트 궁 방문
- 런던 한글학교 교사 다과회
독일

- 독일 대통령 부인 예방
- 베토벤 생가 방문
- 재독 한글학교 교사 다과회
프랑스

- 프랑스 대통령 부인 예방
- 한인학교 교사 접견

- 인상파 박물관 관람
- 한국 매듭전시회 참관
벨기에

- 농아·맹아학교 방문
- 악기 박물관 관람
시애틀

- 워싱턴 주지사 내외 주최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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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18 계기별 대화자료(II)

| 86-023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7 / 3 / 1~158(158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1986.4.5.~21.) 프랑스, 독일 등에서의 행사별 대화 자료에 관한
내용임.
1. 대통령 밴쿠버 방문 시 대화자료
캐나다 총독 내외 주최 오찬(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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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스위스(로잔) 방문 시 대화자료
스위스 교민을 위한 다과회(4.12.)
사마란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접견(4.12.)

3. 대통령 프랑스 방문 시(4.14.~16.) 대화자료
정상회담 개최 직전
수상 내외 접견 및 수상 내외 주최 만찬
파리 시청 방문
프랑스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

4. 대통령 벨기에 방문 시(4.16.~18.) 대화자료
국왕 내외 예방 및 오찬
수상과의 정상회담 개최 직전

국왕
내외 주최 만찬
브뤼셀 시청 방문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국왕과의 작별 인사

5. 대통령 시애틀 방문 시 대화자료
워싱턴 주지사 내외 주최 오찬(4.18.)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19 해외홍보(I)

| 86-023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7 / 4 / 1~344(344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계기에 방문국 주재 공관들은 동 방문의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바, 주영국대사관 및 주독일대사관 관련 내용임.
1. 주영대사관
주요 언론의 방한 취재 및 특집기사 게재 지원

- Financial Times, The Times, London Daily Telegraphy 등 주요 언론기관의 방한 취재 및 특집기사
게재 지원
- ITN, ITV, VISNEWS 등의 한국특집 프로그램 방영 지원
주요 언론사 간부 접촉 및 홍보

- The Times, The Guardian, Financial Times 등 주요 언론사 간부 접촉 및 홍보
영국 방문 국내 인사 홍보활동 지원

- 연합통신 사장, 문화방송 고문, 현대자동차 사장 등

2. 주독대사관
주요 언론의 방한 취재 및 특집기사 게재 지원

- ARD, DPA, Die Welt, Sueddeutsche Zeitung 등 주요 언론기관의 방한 취재 및 한국 특집기사 게재 지원
TV 방송, 잡지사 등의 한국 특집 방영 지원

- ZDF, Deutschland Magazine, Uebersee Rundschau 등의 한국 특집 프로그램 방영 지원
주요 언론사 간부 접촉 및 홍보

- Die Welt, Sueddeutsche Zeitung, DPA 등 주요 언론기관의 간부 접촉 및 홍보
독일 방문 국내 인사 홍보활동 지원

- 연합통신 사장, 문화방송 고문, 포항제철 회장 등

29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주요 TV 방송의 한국특집 방영 지원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20 해외홍보(II)

| 86-023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7 / 5 / 1~220(220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계기에 방문국 주재 공관들은 동 방문의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바, 주프랑스대사관 및 주벨기에대사관 관련 내용임.
1. 주프랑스대사관
주요 언론의 방한 취재 및 특집기사 게재 지원

- Le Figaro, Le Monde, Valeurs Actuelles 등 주요 언론기관의 방한 취재 및 특집기사 게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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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TV 방송의 한국 특집 방영 지원

- TF 1(국영 1채널), Antenne 2(국영 2채널) 등의 한국 특집 프로그램 방영 지원
주요 언론사 간부 접촉 및 홍보

- Le Monde, Le Figaro, Liberation 등 주요 언론사 간부 접촉 및 홍보
프랑스 방문 국내 인사 홍보활동 지원

- 연합통신 사장
기타 홍보활동

- 동방연서회 서예전(한국문화원)
- 전통 매듭전(피에르가르뎅 전시장)

2. 주벨기에대사관
주요 언론의 방한 취재 및 특집기사 게재 지원

- La Libre Belgique 등 주요 언론기관의 방한 취재 및 한국 특집기사 게재 지원
주요 TV 방송의 한국 특집 방영 지원

- WPN TV, RTBF TV 등의 한국 특집 프로그램 방영 지원
주요 언론사 간부 접촉 및 홍보

- La Libre Belgique, Le Soir, La Derniere Heure 등 주요 언론기관의 간부 접촉 및 홍보
Martens 벨기에 수상의 사전 기자회견 주선

- 회견 일시: 1986.3.4.
- 장소: 수상 집무실
- 참가자: 한국, 서울, 동아, 경향, 중앙, 연합, KBS, MBC 등 주불 특파원단 8개사
기타 홍보활동

- 한국 전승공예전
- 한국 종합소개 강연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21 순방국별 언론보도(I)

| 86-023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7 / 6 / 1~204(204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에 관한 영국 및 독일 언론의 보도 내용임.
1. 영국 언론
한국 대통령의 구주 순방 목적은 EC와의 교역 등 유대 강화와 한국의 어려운 안보 문제에 대한
서구 제국의 이해와 지지 및 88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데 있음(The Times, Guardian 등).
한국은 1988년을 계기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Financial Times).

한국은 꾸준히 성장하여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필리핀과는 현저히 다르며 비록 비평화적
방법으로 집권했지만 전 대통령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인상적임(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등).
한국 대통령이 구주 순방에서 희망하고 있는 투자의 유치와 경제적, 학문적 교류는 매우 합리적이며
전도유망한 것임(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한국은 서방의 전초 지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인권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야당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ZDF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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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언론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22 순방국별 언론보도(II)

| 86-024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7 / 7 / 1~181(181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에 관한 벨기에 언론 등의 보도 내용임.
1. 벨기에 언론
한국과 필리핀은 상이하며, 특히 한국은 전 대통령의 집권 5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으로 한국민
은 풍요로운 사회를 구가하고 있음(La Libre Belgique).
전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정치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단임 의지를 확고히 표명함(Le Courrier
296

de la Bourse).

2. 기타 세계 언론
한국의 경제 발전상, 88올림픽 개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
구주 순방의 목적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강화,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지지 확보, 경제협력
다변화, 첨단기술 획득 등에 있다고 분석 보도

일부
서구 언론은 한국의 국내 정치와 인권 문제 거론

제3세계
국가 언론은 사실 위주로 보도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23 주요 외신보도 및 각국 반응

| 86-024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7 / 8 / 1~140(140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에 대한 주요 언론 및 각국 정부의 반응에 관한
외무부의 평가 내용임.
1. 주요 언론의 반응
전반적으로 순방 의의 및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특히 금번 순방이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한국의 경제발전상, 88 올림픽 개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을 소개하면서 금번 구주 순방의
다변화, 첨단기술 획득 등에 있다고 분석

일부
서구 언론은 한국의 국내 정치 및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야당에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지적

2. 순방 4개국 정부 반응
영국

- 금번 방문이 성공적이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함.
- 대처 영국 수상의 방한과 향후 실질관계 증진의 계기를 마련함.
독일

- 금번 방독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양국 간 경제, 과학, 기술협력의
증진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함.
- 한·독 양국이 분단국이라는 공통 사실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
- 독일은 한국이 현재 추진 중인 민주화 과정을 고무하며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프랑스

- 한·불 정상회담은 매우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정신에서 진행됨.
- 동 회담에서 주요 국제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과 토의가 이루어짐.
- 미테랑 대통령은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한·불 교역 증대를 희망함.
벨기에

-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됨.
- 경제·통상 분야 교류 증대를 위한 후속 조치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를 희망함.
- 금번 순방 시 언론과 여론의 우호적 반응은 향후 정부 차원의 양국 관계 발전 노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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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강화, 한국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보, 교역 증대, 경제 협력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24 기상메시지 및 감사서한

| 86-024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7 / 9 / 1~272(272p)

1. 전두환 대통령은 구주 순방 시(1986.4.5.~21.) 각 국가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떠나면서 방문 국가별로
국가원수 앞 기상 메시지를 전달함.
전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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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베 캐나다 총독
- 대처 영국 수상
- 콜 독일 수상
- 에글리 스위스 대통령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 보두엥 벨기에 국왕
- 레이건 미국 대통령
- 나카소네 일본 총리(우방국 영공 통과 메시지)
메시지 내용

- 방문 기간 중 환대에 사의 표명

2. 전두환 대통령은 구주 순방 종료 후 각국 주요 인사들에게 감사 서한을 전달함.
국가원수 및 수상급(8)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 독일: 폰 바이체커 대통령, 콜 수상
-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시라크 수상
- 벨기에: 보두엥 국왕, 마르텐스 수상
- EC: 들로르 집행위원장
주요 인사(10)

- 영국: 하우 외상, 코원 외빈영접 국장
- 독일: 쉬트라우스 기사당수, 슐렌부르크 외무성 의전장
- 프랑스: 꼬아냑 외무성 의전장
- 벨기에: 브루옹 브뤼셀 시장, 빌렝 외무성 의전장
- 밴쿠버: 베네트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수상
- 스위스: 비외 제네바 주정부 의전장
- 시애틀: 가드너 워싱턴 주지사
기타 인사(14)

- 한국전 참전용사 회장 등 4인
- 방문국 교민대표 10인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25 후속조치(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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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 / 10 / 1~244(244p)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1986.4.5.~21.)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임.
1.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소의 입장 변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경위

중국과 소련의 반응

- 중국은 북한의 통일정책인 연방제를 지지하며 대북한 영향력 지속을 위하여 북한이 강력히 반대하는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소련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
분단의 영구화를 초래하는 조치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평가(1986.7월 외무부 작성 순방 후속조치 보고서 요지)

- 중국이 대북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소련은 최근의 소·북 관계 밀착 추세를 반영,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및 우방국의 관심을 중·소에 제시함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의
대한반도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2. 독일 의사 자격 한국 내 인정 문제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 한·독 정상회담(1986.4.11.)에서 콜 독일 수상이 수년간 현안
문제인‘한국 유학생이 독일에서 취득한 의사 자격의 한국 내 인정 문제’
를 거론함.

-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 유학생의 귀국 시 한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서독은 한국 의사면허 인정) 독일 의사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망
콜 수상은 4.25. 다시 요청하였으며, 전두환 대통령은 5.22.‘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음’
을 독일 측에 알림.

1986.10월~1987.1월
기간 중 한국 측은 관계 법령 및 타국과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재독 유학생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독일 정부 및 재독 유학생에게 통보 및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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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대통령은 구주 순방 시 한국의 대공산권 관계 개선, 남·북한 교차승인,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대한 영·독·불 등 방문국 정부의 측면 지원 촉구
- 1986.6월 중국(구 중공) 호요방 총서기 방독 시 콜 독일 수상은 정상회담에서 한·중국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의 필요성 설명
- 1986.7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소 및 소련 셰바르드나제 외상의 방영 시 프랑스와 영국은 외상
회담에서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 문제를 거론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26 후속조치(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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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 / 11 / 1~216(216p)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1986.4.5.~21.)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임.
1. 벨기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미화사업
사업추진 경위

- 1986.4월 전두환 대통령은 벨기에 방문 시 한국전 참전용사비 방문 후 동 기념비의 미화사업을 지시함.
사업추진 현황(1986년 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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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기념비 뒤편 공지에 무궁화 26그루 식수 및 대통령 방문 기념 동판 설치
- 잔디밭 조성 등 주변 미화작업 실시
- 1987년 봄 추가 주변 미화작업 실시 예정

2. 중소기업 단체 조사
사업추진 경위

- 한국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을 계기로 유럽 국가들과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유럽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단체를 조사하기로 함.
조사 대상기관

-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또는 정부 산하의 중소기업 관련 조직으로서 제조업 전 업종을 관장하며 해외
경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사업 실적

- 1986.6~8월 기간 중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
국가의 중소기업 단체에 대한 자료 수집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27 후속조치(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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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 / 1 / 1~266(266p)

1986.5.9. 외무부가 보고한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 후속조치 추진 계획임.
1. 구주 순방 성과
전통 우방과의 우호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기틀 견고화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한국의 외교 영역 확대 및 다변화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확보
국가 발전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 확보
구주지역 교민의 사기 진작

2. 외교안보 분야 후속조치 추진 계획
순방국과 수교 제2세기의 우호협력 관계 심화 노력

- 순방국 정상의 방한 실현 추진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견고화를 위한 외교협력 강화

- 한반도 안보의 국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심화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교차수교 추진
북한의 대서구 침투 저지 노력 계속

- 순방국 정상들의 북한 불승인 정책 재확인
- 남북대화 및 국제적 여건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대북한 관계 자제 촉구 계속
대미수교국 관계 개선 측면 지원 획득

- 대중국(구 중공) 진출, 대동구권 관계개선, 대알제리 진출 등을 위한 지원 확보
구주외교 강화를 위한 외교 다변화의 지속적 추진

- 구주 정상 방한 계기 활용
- 주요 인사 교류 강화
- 기존 쌍무 협의체 활동 활성화
구주공동체(EC)와의 관계 강화
군사외교 활동 강화
올림픽 협력
문화·학술·체육 교류 증진
구주지역 교포사회 육성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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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 및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지지 확보
대북한 관계개선 자제 약속 획득

교역
및 경제, 과학, 기술협력의 획기적 증진 계기 마련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28 후속조치(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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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 / 2 / 1~286(286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에 대한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임.
1. 제54차 국정자문회의에 대한 외무부 결과보고(1986.5.14.)
정상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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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
-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 요청
- 대북한 관계개선 자제 요청
- 실질관계 증진 방안 협의
- 88 올림픽 지원 요청
종합 평가

- 전통 우방국과의 새 역사 개막
- 정상외교를 통한 외교 영역 확대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지원 확보
- 교역, 경제, 기술협력 강화 및 다변화 계기 마련
- 88 올림픽 지원 확보
- 한국의 정치 발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 획득

2. 경제 분야 구주 순방 후속조치 계획 보고(1986.5.9. 경제기획원 보고)
통상 증진

- 수출 증대
- 수입선의 구주 전환
- 순방 4개국에의 경제사절단 파견
- 기타 구주지역과의 경제협력 활동 강화
- 구주지역 진출 확대 분위기 조성
투자 및 기술 이전 촉진

- 대한 투자 및 기술 이전 촉진
- 중소기업 분야의 연수 확대
- 대구주 투자 및 제3국 진출 강화

과학기술 협력 강화

- 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첨단기술 연수 실시
- 공동연구 개발사업 확대
- 대구주 기술 협력 기반의 확충
구주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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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지역 언어 교육 확대
-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술 협력 확대
- 대구주 한국 경제 홍보 강화

| 86-0247 |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29 자료(I) - 정상/외상회담 및 정상/외상
프로필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8 / 3 / 1~211(211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 관련 자료임.
1. 순방 대상국 정상 및 수상 이력사항
영국

-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 대처 영국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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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폰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 콜 독일 수상
프랑스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벨기에

- 보두엥 벨기에 국왕
- 마르텐스 벨기에 수상

2. 정상회담 자료
정무 분야

- 국제 정세
- 동북아 정세
- 한반도 정세
- 정치 협력
경제 분야

- 국제 경제 문제
- 한국 경제정책 추진 방향
- 양자 협력
문화교류 분야

- 88 올림픽 협조
- 문화교류 증진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30 자료(II)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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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 / 4 / 1~264(264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과 관련, 주영대사관이 수집 또는 작성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자료임.
1. 영국 여왕 내외 및 수상 내외의 이력사항, 전기 책자, 자서전 및 기타 소개 자료
2. 기타 주요 인사의 이력사항

방문 예정 기관 또는 단체의 장
기타 방문행사 참석이 예상되는 주요 인사

주요
한국 교민 단체장

3. 최근 외국 국가원수의 영국 방문 행사 시 정상들의 각종 연설문
4.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각종 자료

30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외상 내외
주요 각료 및 행정부 인사

상·하원
의장 및 주요 정당 당수
의전 책임자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31 자료(III) - 독일/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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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 / 5 / 1~293(293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과 관련, 주독대사관 및 주프랑스대사관이 수집 또는
작성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자료임.
1. 주독대사관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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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통령 내외 및 수상 내외의 이력사항, 전기 책자, 자서전 및 기타 소개 자료
기타 주요 인사의 이력사항
최근 독일 대통령 및 수상의 연설문

1985년도
외국 정상의 독일 방문행사 일정표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각종 자료
독일 내 한국 교민 관련 자료

2. 주프랑스대사관 보고 자료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이력사항 및 기타 소개 자료
프랑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각종 자료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32 자료(IV) - 벨기에(1)

| 86-025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8 / 6 / 1~167(167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과 관련, 주벨기에대사관이 수집 또는 작성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자료임.
1. 벨기에 국왕 내외 및 수상의 이력사항 및 기타 소개 자료
2. 외국 국가원수의 벨기에 방문 행사 시 각종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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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 일정안 세부 설명서 및 연설 내용에 관한 의견서(1986.1.23. 작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벨기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각종 자료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 1986.4.5-21, 전33권,
V.33 자료(IV) - 벨기에(2)

| 86-025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18 / 7 / 1~116(116p)

전두환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1986.4.16.~18.)과 관련, 주벨기에대사관이 수집 또는 작성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자료임.
1. 벨기에 주요 인사의 이력사항 및 기타 소개 자료
2. 벨기에 방문 일정안 세부 설명서(1986.3.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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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벨·한 친선협회 관련 자료
4. 벨기에 내 한국 교민 관련 자료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 수행원, 답사단 및 선발대

| 86-025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8 / 8 / 1~277(278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1986.4.5.~21.) 수행원 및 선발대에 관한 내용임.
1. 수행원
공식 수행원

비공식 수행원

- 대통령 비서실,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인사 등 53명
수행 경호관 38명
수행 기자단 33명

수행
경제인 34명
외곽 취재 기자단 25명

2. 선발대
선발대 구성

- 외무부 의전장을 단장으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외무부 등 관계 부처 직원 20명으로 구성
선발대 일정

- 1986.2.9.~3.2. 벨기에, 제네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방문하여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행사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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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이원경 외무부장관
- 금진호 상공부장관
- 전학재 과학기술처장관
- 김영주 주영대사, 정순근 주독대사, 윤억섭 주프랑스대사, 신정섭 주벨기에대사 등 17명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 숙소(I)

| 86-025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8 / 9 / 1~202(202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1986.4.5.~21.) 숙소 선정, 배치 등에 관한 내용임.
1. 영국 방문(4.7.~10.)
대통령 일행

- 주영대사 관저
수행원, 기자단, 경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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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idge's 호텔, Britannia 호텔, Grosvenor House 호텔, Novotel 호텔

2. 독일 방문(4.10.~12.)
대통령 일행

- 독일 정부 영빈관
수행원, 기자단, 경제인 등

- Steigenberger 호텔, Konigshof 호텔, Le Gourment 호텔

3. 프랑스 방문(4.14.~16.)
대통령 일행

- 프랑스 정부 영빈관
수행원, 기자단, 경제인 등

- Hilton 호텔, Castiglione 호텔

4. 벨기에 방문(4.16.~18.)
대통령 일행

- 벨기에 왕실 영빈관
수행원, 기자단, 경제인 등

- Hyatt 호텔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3 숙소(II)

| 86-025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8 / 10 / 1~211(211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시(1986.4.5.~21.) 대통령, 수행원, 기자단, 경제인 등의 숙소 선정,
예약, 방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1. 영국 방문 시(4.7.~10.) 대통령 일행은 주영국대사 관저에, 수행원, 기자단, 경제인 등은 Claridge's
호텔, Britannia 호텔, Grosvenor House 호텔, Novotel 호텔 등에 체류함.

호텔, Konigshof 호텔, Le Gourment 호텔 등에 체류함.
3. 프랑스 방문 시(4.14.~16.) 대통령 일행은 프랑스 정부 영빈관에, 수행원, 기자단, 경제인 등은 Hilton
호텔과 Castiglione 호텔에 체류함.
4. 벨기에 방문 시(4.16.~18.) 대통령 일행은 벨기에 왕실 영빈관에, 수행원, 기자단, 경제인 등은 Hyatt
호텔에 체류함.
5. 경유지인 밴쿠버, 제네바, 시애틀에서는 밴쿠버의 Vancouver Hotel, 제네바의 Intercontinental Hotel,
시애틀의 Westin Hotel 등이 각각 숙소로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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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방문 시(4.10.~12.) 대통령 일행은 독일 정부 영빈관에, 수행원, 기자단, 경제인 등은 Steigenberger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4 의전용품(I)

| 86-025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8 / 11 / 1~151(151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1986.4.5.~21.) 관련, 재외공관에서 사용할 각종 의전용품에 관한
내용임.
1. 연회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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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및 봉투
메뉴표 , 좌석표 등
한식 반상기

2. 태극기
대형 국기
수기
차량기
탁상기
의장기

3. 대통령기
의장기
차량기

4. 악보 및 음악 테이프
애국가
한국 가곡, 민요

5. 기념품
기념우표
기념담배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5 의전용품(II)

| 86-025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9 / 1 / 1~210(210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행사(1986.4.5.~21.)를 위해 관련 재외공관이 주문하였거나 외무부가
해당 재외공관에 송부한 다음의 의전용품에 관한 구체적 내역이 수록되어 있음.
1. 연회 용품으로 초청장, 봉투, 메뉴표 , 좌석표, 크리스탈 잔, 한식 반상기 등
2. 태극기 종류로 대형 국기, 수기, 차량기, 탁상기, 의장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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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국가, 한국 가곡, 한국 민요 등의 악보 및 음악 테이프
5. 기념우표, 기념담배 등 기념품
6. 주재국 인사에 대한 선물용으로 자개 서류함, 시계, 카세트 라디오 등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대통령기로서 의장기 및 차량기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7 통신 및 경호협조(I)

| 86-025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9 / 3 / 1~235(235p)

1.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행사(1986.4.5.~21.)를 위해 순방국 및 경유국의 관계 기관과 다음의 통신
분야에서 협조함.
행사용 전용 국제회선 설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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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선 번호
- 회선 수
- 개통 및 철수 시간
- 신호 및 통신 방식
경호 통신용 주파수 협조
통신장비 반입

2.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행사 최종 점검을 위해 대통령 경호실 차장이 1986.3.22.~4.2. 순방국 및
경유국을 방문함.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8 통신 및 경호협조(II)

| 86-025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9 / 4 / 1~247(247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행사 시(1986.4.5.~21.) 관련 국가들과의 통신 및 경호 분야 협조
내용임.
1. 통신 분야
행사용 전용 국제회선 설치 및 운용

경호 통신용 주파수 협조
통신장비 반입

2. 경호 분야
경호 선발대 파견
경호 연락관 파견

총기
반입 및 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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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선 번호
- 회선 수
- 개통 및 철수 시간
- 신호 및 통신 방식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9 일정 및 자료: 밴쿠버(경유)

| 86-025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9 / 5 / 1~369(372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1986.4.5.~21.) 경유지인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일정과 관련된
자료임.
1. 4.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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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밴쿠버 도착
18:00 교민 리셉션
19:30 공관 직원과의 만찬

2. 4.6.(일)
15:00 Bennett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수상 접견
16:10 런던 향발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0 일정 및 자료: 영국(I)

| 86-026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9 / 6 / 1~232(232p)

전두환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일정(1986.4.7.~10.)에 관한 양국 간 협의사항과 관련한 자료임.
1. 1985.12.19. 개최된 주영대사관과 영국 외무성 간의 제1차 실무회의에서 영국 측은 무명용사비 헌화,
여왕 주최 오찬, 수상 주최 만찬, 정상 회담, 산업 시찰, 런던시장 주최 만찬 등 일정을 제의함.
2. 1985.12.30. 국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무명용사비 헌화, 첼시 병원 방문, 여왕 주최 오찬, 교민 리셉션,
주영대사관에 지시함.
3. 1986.1.16. 개최된 주영대사관과 영국 외무성 간의 제2차 실무회의에서 영국 측은 영국 방문 일정에
영국경제인연합회 주최 리셉션 및 산업 시찰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제의함.
4. 1986.2.3. 외무부가 다음과 같은 영국 방문 일정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영국 정부와
협의토록 주영대사관에 지시함.
4.7. 일정

- 10:00 런던 도착
- 15:00 공관장 현황보고
- 17:30 교민 리셉션
4.8. 일정

- 09:00 웨스트민스터 사원 무명용사비 헌화
- 13:00 여왕 내외 주최 오찬
- 19:50 수상 내외 주최 만찬
4.9. 일정

- 08:45 의장 행사
- 09:00 수상과의 정상회담
- 오후 British Aerospace 시찰
- 17:30 영국 경제인연합회 주최 리셉션
- 19:00 공관 직원과의 만찬
4.10. 일정

- 08:50 독일 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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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주최 만찬, 정상 회담 등을 포함한 일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영국 정부와 협의토록 외무부가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1 일정 및 자료: 영국(II)

| 86-026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19 / 7 / 1~308(308p)

전두환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일정(1986.4.7.~10.)에 관한 양국 간 협의 사항과 관련한 자료임.
1. 1986.2월말 의전선발대의 영국 방문 시 양측은 무명용사비 헌화, 수상 주최 만찬, 경제인연합회 주최
리셉션 등의 상세 일정과 영부인 별도 일정에 대해 합의함.
여왕 주최 오찬 참석 범위, 각료 접견, 개별 장관 간 면담, 교민 리셉션 장소 등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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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6.3월말 양측은 다음과 같이 전두환 대통령의 영국 방문 상세 일정에 관해 합의함.
4.7. 일정

- 10:00 런던 도착
- 15:00 공관장 현황보고
- 17:30 교민 리셉션
4.8. 일정

- 09:30 웨스트민스터 사원 무명용사비 헌화
- 13:00 여왕 내외 주최 오찬
- 19:50 수상 내외 주최 만찬
4.9. 일정

- 08:45 의장 행사
- 09:00 수상과의 정상회담
- 15:00 British Aerospace 시찰
- 18:15 영국 경제인연합회 주최 리셉션
- 19:00 공관 직원과의 만찬
4.10. 일정

- 08:50 독일 향발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2 일정 및 자료: 영국(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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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19 / 8 / 1~164(164p)

전두환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일정(1986.4.7.~10.)에 관한 상세 내용, 영부인 일정, 수행 각료 일정
관련 자료임.
1. 전두환 대통령 일정
4.7. 일정

4.8. 일정

- 09:00 웨스트민스터 사원 무명용사비 헌화
- 13:00 여왕 내외 주최 오찬
- 19:50 수상 내외 주최 만찬
4.9. 일정

- 08:45 의장 행사
- 09:00 수상과의 정상회담
- 15:00 British Aerospace 시찰
- 18:15 영국 경제인연합회 주최 리셉션
- 19:30 공관 직원과의 만찬
4.10. 일정

- 08:50 독일 향발

2. 영부인 일정
유아원 방문(4.8.)
햄프턴 코트 궁 방문(4.9.)
한국학교 교사 초청 다과회(4.9.)

3. 수행 각료의 주요 일정
외무부장관의 Howe 외상 방문(4.8.)
과기처장관의 Marconi 회사 방문(4.8.)

경제수석의
Burns 영국정부 수석경제고문 방문(4.8.)
부총리의 경제설명회 개최(4.8.)
상공부장관의 Clark 국무상 방문(4.9.)
부총리의 Channon 상공상 방문(4.9.)
과기처장관의 Pattie 상공성 국무상 방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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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런던 도착
- 15:00 공관장 현황보고
- 17:30 교민 리셉션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3 일정 및 자료: 독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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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19 / 9 / 1~320(320p)

전두환 대통령의 독일 방문 일정(1986.4.10.~12.)에 관한 양국 간 협의 사항과 관련한 자료임.
1. 1985.12.30. 국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대통령 주최 오찬, 수상 주최 만찬, 외상 접견, 정상 회담 등을
포함한 일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독일 정부와 협의토록 외무부가 주독대사관에 지시함.
2. 주독대사관은 대통령 주최 오찬, 수상 주최 만찬, 외상 접견, 정상 회담 등을 포함하는 독일 측 잠정
320

일정안을 1986.1.20.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가 1986.2.3. 다음의 독일 방문 일정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독일 정부와
협의토록 주독대사관에 지시함.
4.10. 일정

- 11:00 독일 도착
- 11:30 대통령궁 환영행사
- 11:45 독일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오찬
- 16:00 공관장 현황보고
- 20:00 독일 수상 내외 주최 만찬
4.11. 일정

- 09:00 겐셔 부수상 겸 외상 접견
- 10:00 Nordfriedhof 기념비 헌화
- 11:00 콜 수상과의 정상회담
- 15:00 정당 수뇌 또는 각료 접견
- 17:30 교민 리셉션
- 19:30 공관 직원과의 만찬
4.12. 일정

- 10:00 제네바 향발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4 일정 및 자료: 독일(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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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20 / 1 / 1~255(255p)

전두환 대통령의 독일 방문 일정(1986.4.7.~10.)에 관한 양국 간 협의 내용, 수행각료 개별 일정,
영부인 일정 등 관련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주독일대사는 주재국 수상실 Teltschik 외교담당 보좌관과 면담 시(1986.2.14.) 독일 측이 Kohl 수상과의
정상회담(1986.4.11.) 직후 동 수상 주최 오찬을 제의하였음을 1986.3.4. 외무부에 보고함.
2. 독일 외무성이 1986.3.6.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독일 방문 일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수상 주최 만찬
4.11. 일정: 08:45 Genscher 부수상 겸 외상 접견, 10:15 Nordfriedhof 기념비 헌화, 11:30 Kohl 수상과
정상회담, 15:20 Strauss 기사당수 접견
4.12. 일정: 10:00 독일 출발

3. 외무부는 1986.3.6. 독일 측이 제의한 Kohl 수상 주최 오찬(4.11)을 수락하였으며, 독일 측은 3.8. 동 오찬
일정을 확정하였음을 주독일대사관에 공식 통보해 옴.
4.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다음 요지의 대통령 독일 방문 세부일정이 1986.3월말 확정됨.
4.10. 일정

- 11:00  독일 도착
- 11:30  대통령궁 환영행사
- 11:45  Weizsaecker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오찬
- 16:00  공관장 현황보고
- 17:00  Windeln 내독관계상 접견
- 20:00  Kohl 수상 내외 주최 만찬
4.11. 일정

- 09:00 Genscher 부수상 겸 외상 접견
- 10:15 Nordfriedhof 기념비 헌화
- 11:30 Kohl 수상과의 정상회담 및 오찬
- 15:00 Strauss 기사당수 접견
- 17:00 교민 리셉션
- 19:00 공관 직원과의 만찬
4.12. 일정

- 09:00 제네바 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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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일정: 11:00 독일 도착, 11:30 대통령궁 의장대 사열, 11:45 양국 대통령 회담 및 오찬, 20:00 Kohl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5 일정 및 자료: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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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20 / 2 / 1~274(274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시(1986.4.5.~21.) 경유지인 제네바에서의 일정과 관련한 자료임.
1. 외무부는 1985.12.16.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 제네바를 경유할 예정임을 주스위스대사관과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하고, 이러한 경우 주재국의 의전 관례 등을 파악토록 지시함.
또한 외무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제네바 경유 시 잠정 일정으로 다음 내용을 1985.12.31. 주제네바
대표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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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토) 일정: 제네바 도착, 공관장 현황보고, 교민 리셉션, 구주지역 비방문국 공관장을 위한 만찬
- 4.14.(월) 일정: 제네바 출발

2. 주스위스대사관은 1986.1.19. 전두환 대통령의 비공식 방문을 스위스 연방정부에 공식 통보하고,
주제네바대표부는 1986.1월 이후 제네바 주정부와 대통령 방문 시 의전, 경호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3. 외무부는 1986.3.28. 다음과 같이 전두환 대통령의 비공식 방문 일정을 주스위스대사관에 통보하고 이를
스위스 정부에 알리도록 함.
4.12.(토) 일정

- 10:40 제네바 도착
- 15:00 교민 다과회
- 18:30 사마란치 IOC 위원장 접견
- 19:30 공관 직원과의 만찬
4.14.(월)

- 10:00 파리 향발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6 일정 및 자료: 프랑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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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 / 3 / 1~174(174p)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1986.4.14.~16.)에 관한 양국 간 협의 사항과 관련한 자료임.
1. 1985.12.30. 국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상회담, 대통령 주최 만찬, 개선문 무명용사비 헌화, 수상
접견, 수상 주최 오찬, 교민 리셉션 등을 포함한 일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프랑스 정부와 협의토록
외무부가 주프랑스대사관에 지시함.

대통령 주최 오찬 등을 포함한 프랑스 측 잠정 일정안을 1986.1.31.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가 1986.2.3. 다음의 프랑스 방문 일정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프랑스 정부와
협의토록 주프랑스대사관에 지시함.
4.14. 일정

- 11:00 파리 도착
- 14:00 공관장 현황보고
- 15:00 정상회담
- 17:00 프랑스 수상 내외 접견
- 20:00 프랑스 수상 내외 주최 만찬
4.15. 일정

- 10:00 개선문 무명용사비 헌화
- 11:00 파리 시청 방문
- 13:00 프랑스 대통령 주최 오찬
- 17:30 교민 리셉션
- 19:00 공관 직원과의 만찬
4.16. 일정

- 10:10 브뤼셀 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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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프랑스대사관은 정상회담, 수상 주최 만찬, 개선문 무명용사비 헌화, 파리 시청 방문, 수상 접견,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7 일정 및 자료: 프랑스(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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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 / 4 / 1~213(213p)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1986.4.14.~16.)에 관한 양국 간 협의 내용, 수행각료 개별
일정, 영부인 일정 등 관련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주프랑스대사는 1986.3.24. Coignac 주재국 의전장과 다음 의전 일정에 관하여 협의함.
시청 행사

- Chirac 수상이 파리시장 자격으로 행사를 치루는 문제는 조속 결정하여 한국 측에 통보
324

행사별 프랑스 측 수행 각료

- 프랑스 정부의 개각으로 7~10일이 걸려야 내각이 구성되므로 수행각료 명단 추후 결정, 한국 측에 통보 예정
프랑스 대통령 주최 오찬

- 원칙적으로 양국 대통령만 내외분이 참석하므로 대사 부인은 불참

2. 프랑스 외무성은 1986.3.27. 시청 행사 시 Chirac 수상이 시장 자격으로 한국 대통령 내외를 영접할
것임을 주프랑스대사관에 알려옴.
Chirac 수상이 4.14. 만찬과 4.15. 시청 행사를 주관함에 따라 수상 내외 접견 일정을 만찬 직전에 하는
것으로 검토

3.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다음 요지의 대통령 프랑스 방문 세부일정이 1986.4월초 확정됨.
4.14. 일정

- 11:00  파리 도착
- 14:00  공관장 현황보고
- 15:00  양국 정상회담
- 17:00  Chirac 프랑스 수상 내외 접견
- 20:00  Chirac 프랑스 수상 내외 주최 만찬
4.15. 일정

- 10:00  개선문 무명용사비 헌화
- 11:00  파리 시청 방문
- 13:00  Mitterrand 프랑스 대통령 주최 오찬
- 17:30  교민 리셉션
- 19:30  공관 직원과의 만찬  
4.16. 일정

- 10:10  브뤼셀 향발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8 일정 및 자료: 벨기에(일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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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 / 5 / 1~172(172p)

전두환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 일정(1986.4.16.~18.)에 관한 양국 간 협의 사항 및 관련 자료임.
1. 1985.12.30. 국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국왕 주최 오찬, 정상 회담, 국왕 주최 만찬,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브뤼셀 시청 방문, EC 집행위원장 면담 및 오찬 등을 포함한 일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벨기에
정부와 협의토록 외무부가 주벨기에대사관에 지시함.

1986.1.15.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가 1986.2.3. 다음의 벨기에 방문 일정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벨기에 정부와
협의토록 주벨기에대사관에 지시함.
4.16. 일정

- 11:00 브뤼셀 도착
- 12:45 벨기에 국왕 내외 예방 및 오찬
- 16:00 벨기에 수상과의 정상회담
- 20:15 벨기에 국왕 내외 주최 만찬
4.17. 일정

- 10:10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 10:30 브뤼셀 시청 방문
- 12:30 EC 집행위원장 면담 및 오찬
- 18:00 전두환 대통령 내외 주최 답례 리셉션
- 19:00 공관 직원과의 만찬
4.18. 일정

- 10:00 시애틀 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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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벨기에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 일정안을 작성하여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19 일정 및 자료: 벨기에(일정 II)

| 86-026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0 / 6 / 1~230(230p)

전두환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 일정(1986.4.16.~18.)에 관한 양국 간 협의 내용, 수행각료 개별일정,
영부인 일정 등 관련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86.3.21. 주재국 외무성과 다음 요지의 대통령 벨기에 방문 일정에 관해 협의함.
공항 환영행사(4.16.)관련 벨기에 측 영접인사, 환영교민 위치, 한국 대통령께 소개할 벨기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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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항 출발 시간, 영빈관 도착 시간
국왕 내외 주최 오찬(4.16.) 참석자
양국 정상회담(4.17.) 참석자
국왕 내외 주최 공식 만찬(4.16.) 참석자 및 시간 조정

브뤼셀
시청 및 참전기념비 방문 행사(4.17.) 세부 일정
전두환 대통령 내외 답례 리셉션 및 공관 직원과의 만찬(4.17.) 시간조정
브뤼셀 공항 출발행사(4.18.) 세부 일정

2. 주벨기에대사는 1986.4.1. 빌렝 벨기에 외무성 의전장과 대통령의 브뤼셀 시청 방문 시 세부일정,
출국인사 시 세부절차, 양국 외상회담 일정 등에 관해 협의함.
3.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다음 요지의 대통령 벨기에 방문 세부일정이 1986.4월초 확정됨.
4.16. 일정

- 11:00  브뤼셀 도착
- 12:45  Baudouin 벨기에 국왕 내외 예방 및 오찬
- 16:00  Martens 벨기에 수상과의 정상회담
- 20:10  Baudouin 벨기에 국왕 내외 주최 만찬
4.17. 일정

- 10:10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 10:30  브뤼셀 시청 방문
- 12:30  Delors EC 집행위원장 면담 및 오찬
- 18:00  전두환 대통령 내외 주최 답례 리셉션
- 19:45  공관 직원과의 만찬
4.18. 일정

- 10:10 시애틀 향발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0 일정 및 자료: 벨기에(자료 I)

| 86-027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0 / 7 / 1~131(131p)

전두환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1986.4.16.~18.) 관련 자료임.
1. 벨기에 왕국 안내서
개관
일반 사항
주요 관광지

왕실 계보도
브뤼셀 시 개황
교민 및 체류자 현황
구주 공동체

2. TV 방송 자료
외국 국가원수의 벨기에 공식방문 시 TV 뉴스 보도 자료

3. 맹아 및 농아학교(IRSA) 자료
영부인 방문 일정에 포함된 맹아 및 농아학교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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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화번호
시내 약도
기후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1 일정 및 자료: 벨기에(자료 II)

| 86-027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0 / 8 / 1~166(166p)

전두환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1986.4.16.~18.) 관련 자료임.
1. 세부 일정 설명서 및 관계 행사 도면(1986.1.23. 주벨기에대사관 작성)
일정 개요
행사장 위치

328

일정 세부 설명
주요 행사장 설명 및 도면
교민 현황
공관 인원 현황
업무 분장
답사팀 일정

2. 답례 리셉션 장소 관련 자료
리셉션 장소 후보지 Chateau Sainte Anne 관련 자료

3. 재작성된 세부 일정 설명서(1986.3.6. 주벨기에대사관 작성)
4. 벨기에 왕실 관련 자료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2 일정 및 자료: 시애틀

| 86-027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0 / 9 / 1~261(261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1986.4.5.~21.) 경유지인 시애틀 일정 관련 자료임.
1. 4.18.(금)
09:50 시애틀 도착
12:30 주지사 내외 주최 오찬
17:30 교민 리셉션
19:30 공관 직원과의 만찬

11:00 서울 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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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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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3 준비자료, 출입국 및 화물

| 86-027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0 / 10 / 1~124(124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1986.4.5.~21.) 방문국 및 경유국에서의 출입국 수속에 관한
자료임.
1. 특별기 탑승자 명단
2. 출입국 수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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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카드 제출 여부 및 사증 면제 여부
예방접종 필요 여부
기타 각국 출입국 관례상 참고사항

3. 구주 순방 행사 지원 인력의 출입국 현황
외무부 및 관계부처 직원의 출국 신고, 비자 발급 신청 등에 관한 자료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4 차량 및 지원인력

| 86-027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0 / 11 / 1~206(206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 시(1986.4.5.~21.) 차량 및 지원 인력에 관한 자료임.
1. 차량 관련 자료
방문국 제공 차량 종류, 대수 등
차량 임차 필요 여부 및 대수
모터케이드 기본 대형 및 앰뷸런스 포함 여부
차량기 종류와 게양 위치

- 각료급 공식 수행원(1인당 1대)
- 기타 공식 수행원(2인당 1대)
- 의전장은 방문국 의전장과 선도 차에 동승
- 비공식 수행원 및 기자단 등은 버스 이용

2. 외부 지원인력 자료
주영국대사관 등 방문국 주재 공관에 대한 지원 인력

- 외교직, 외신직, 타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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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차량 배치 원칙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5 자료(I)

| 86-027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0 / 12 / 1~164(164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 관련 재외공관에서 수집 또는 작성한 자료임.
1. 주영국대사관 자료
런던 지도 및 호텔 관련 자료
런던 히드로 공항, 외무성 광장, 윈저 성 등 행사장 관련 자료

영부인
일정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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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프랑스대사관 자료
영빈관, 공항, 개선문 등 행사장 및 행사절차 관련 자료
영부인 일정 관련 자료
교민 리셉션 장소 관련 자료

전두환 대통령 구주 순방[의전], 1986.4.5-21.
전26권, V.26 자료(II)

| 86-027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0 / 13 / 1~210(211p)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순방(1986.4.5.~21.) 관련 자료임.
1. 교민 행사 관련 자료
재외국민 및 재외국민 단체 현황
교민 리셉션 참석자 및 행사 절차

공항
환·영송

기자단 명단
풀 기자 운영

3. 행사용 비표 관련 자료
입장 카드, 명찰, 리본, 승차입장 카드 등 각종 비표 제작 및 배포

4. 순방 행사 시 접견자 명단
독일

- 콜 수상 주최 오찬 시 독일 측 참석자 명단
프랑스

- 미테랑 대통령 주최 오찬 및 시라크 수상 주최 만찬 시 프랑스 측 참석자 명단
벨기에

- 전두환 대통령 주최 답례 리셉션 시 벨기에 측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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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취재 기자단 관련 자료

ZAYED Bin Sultan Al-Nahayyan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2-85

| 86-0277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6-21 / 1 / 1~31(31p)

1. 외무부는 1982.1.6. 일본 언론(1.3.)에 의하면 Zayed bin Sultan Al-Nahay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이 82년 중 방일 초청 또는 검토 중인 인사로 보도된 것과 관련, 방한 가능성 검토를 위해 방일
가능성과 시기를 파악, 보고토록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 지시함.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1.13. 일본은 1981년에 방일 초청했으나 성사되지 못 했고 한국은
1980.12.31. 전두환 대통령(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방한한 Rashid 주재국 외상 면담 시
Zayed 대통령 방한 초청을 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 등을
334

보고

- Rashid 외상은 3.20. 주아랍에미리트대사 면담 시 동 대통령의 1982년 상반기 중 방일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

2. Rashid 외상은 1984.10.20. 최필립 주아랍에미리트대사 면담 시 연내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 예정이며
내부적으로 동 대통령의 방한도 1985년 봄으로 잡고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언급함.
3. 최필립 주아랍에미리트대사는 1984.10.22. Zayed 대통령에게 전두환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했으며,
동 대통령은 가까운 장래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아랍, 동북아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4. 외무부는 1986.1.6. 주아랍에미리트대사에게 국빈 영접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진전 사항을 보고토록 지시함.
박선호 주아랍에미리트대사는 1.27. Rashid 외상을 면담, 추진 상황을 문의했으며 동 외상은 현재
외유 중인 동 대통령으로부터 지시가 없었다면서 가까운 장래 동 대통령의 방한은 어렵겠으며
하반기 즈음 재론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Alfonsin, Raul Ricardo 아르헨티나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3-86

| 86-0278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21 / 2 / 1~40(40p)

1. 1983.9.29.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0.30. 주재국 총선 이전 Raul Ricardo Alfonsin 대통령 후보 등 면담
추진 기회에 Alfonsin 후보의 방한 초청을 제의하는 데 대한 지침을 건의함.
외무부는 10.19. 주재국의 민정 수립(1983.12.10.) 후 양국 간 유대 강화 등 고려, 방한 초청을 제의하되
구체 방한은 향후 양측이 상호 편리한 적절한 기회에 다시 의논하는 형식을 취할 것을 지시

2.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4.12.26. Alfonsin 대통령이 1985년 초 방일하는 데 일본과 아르헨티나 양측은
원칙적 합의를 보고 현재 추진 중이므로 차제에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할 것을 건의함.

전두환 대통령 명의 방한 초청장을 1.21.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송부

4. Sabato 아르헨티나 외무차관은 1985.6.14. 주아르헨티나대사 면담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
친서에 대한 Alfonsin 대통령의 회답 친서를 전달하면서 동 대통령이 9월 유럽 2개국, 11월 초 일본
방문 추진 등 예정된 일정 이외 복잡한 국내 정치 사정상 1985년 중 방한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5. 아르헨티나 사정으로 1985.11월 방일 계획이 1986.7월 중순으로 연기됨에 따라 Alfonsin 대통령의 조기
방한, 특히 방일 기회에 연계 방한 실현을 위해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6.5.26. 주재국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에 이어 6.2. 외무성 아주국장과 접촉, 진전 사항을 타진함.
동 국장은 방일 시의 연계 방한은 시간 촉박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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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는 1985.1.5.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방한 초청 의사를 우선 구두로 전달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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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dizi, Arturo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방한,
1986.4.13-16

| 86-027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국제기구과

MF번호

2016-21 / 3 / 1~130(130p)

1. 방한 경위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6.3.20. 주재국 Arturo Frondizi 전 대통령 요청으로 동인을 면담한바,
자신이 4월 초 동경 개최 전직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협의회에 참석 후 한국의 발전상 목격과
양국 간 협력증진 방안 등 협의를 위해 4.13.~16. 방한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체재비
한국 측 부담 방한 초청을 건의함.

- Frondizi 전 대통령은 1958~62년 대통령을 역임하고 1964.11월~1985.11월 통합개발당(MID) 당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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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3.25. 체재비 한국측 부담으로 초청키로 결정했음을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통보함.
4.2. 주아르헨티나대사는 4.1. Frondizi 전 대통령은 출국 전송을 위해 공항에 간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관계관에게 한국 방문에 이어 중국(구 중공)을 방문, 개방경제체제 이후의 새로운 모습을
시찰할 계획이며 북한 입국도 시도코자 한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2. 방한 결과
수행원(2명)

- Caneque 전 상원의원 및 Gimenez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 경제학 교수
방한 일정

- 대우중공업 시찰, 최규하 국정자문위 의장 예방, 올림픽 경기장 시찰(4.14.)
-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대리 주최 오찬, 경제 브리핑(경제기획원), 신현확
전 국무총리 주최 만찬(4.15.)

3. 방한 후, Frondizi 전 대통령은 1986.5.15.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후의에 감사를 표시하고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 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다만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폭넓은 민주화
추진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고 언급함.
동인은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면담 시 주체사상 관련 장황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고 김일성
개인숭배, 김정일 후계자 추대사업 등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중국(구 중공) 보다는
소련 측으로 크게 기울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

Sarney, Jose 브라질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6

| 86-028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21 / 4 / 1~39(39p)

1. 1986.2.20. 주브라질대사관은 2.19. 이재형 국회의장의 Sarney 주재국 대통령 예방 시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한 데 대해 동 대통령은 일정을 보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방한토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하면서 초청장 송부를 건의함.
3.12. 외무부는 1986.3.10. 전두환 대통령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브라질대사관에 송부
5.15. 주한 브라질대사관은 1986.4.25. Sarney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앞 답신을 외무부에 송부

- 동 답신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방한 시기가 결정될 수 있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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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국 방문도 함께 검토되기를 희망한 데 대해, Ricupero 대사는 인도, 중국으로
부터도 방문 초청이 전달되어 아시아 방문을 희망하나 금년 11월 제헌의회 선거 등으로 방문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고 하고 만약 아시아 방문 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경우 한국 방문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함.
3. 주브라질대사는 1986.10.21. 이임 인사차 Sarney 주재국 대통령 예방 계기에 동 대통령의 방한을
희망한 데 대해 Sarney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1974년 동경 IPU 총회 계기 방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고 일정을 보아 방한할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주브라질대사는 1986.7.22.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 Ricupero 대사를 면담, Sarney 대통령의 극동

Masire, Quett Ketumile Jonny 보츠와나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2-86

| 86-0281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6-21 / 5 / 1~54(54p)

1. 외무부는 한·보츠와나 관계 심화의 획기적 계기 마련을 위해 Masire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기로
1982.2.5. 대통령 재가를 통해 결정함.
보츠와나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아프리카 동남부 전선국가들 중 유일하게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

2. 외무부는 1982.2.8. 전두환 대통령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케냐대사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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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냐대사관 최대화 참사관은 독립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9.29.~10.2. 보츠와나를 방문, 외무성
의전장 등에게 동 대통령의 방한 조기 실현이 바람직함을 언급한 데 대해 보츠와나 측은 일본 등
인근국 방문 추진 시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3. 주케냐대사는 1986.2.10. 잠비아 주재 보츠와나대사가 Masire 대통령의 10월 1, 2주 사이 방한을
희망한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함.
보츠와나 측은 일본 및 뉴질랜드 연계 방문 추진

4. 외무부는 Masire 대통령 방한 접수에 관해 1986.3.22. 대통령 재가를 득하고 3.24. 방한 시기는
아시안게임 등 감안, 10월 중 3주가 적절함을 주케냐대사관에 통보함.
주케냐대사는 5.4.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보츠와나 출장 계기에 Chiepe 외상 등과 Masire 대통령
방한 문제를 협의했으며, 보츠와나 측은 동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잠정적으로 10.13.~16.로
정하겠다고 하고 방문 제의를 수락한 국가는 한국과 뉴질랜드이며 일본은 사절했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주케냐대사는 5.16. 보츠와나대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대통령의 방한을 무기 연기하게 되었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5. 1986.6.7. 스톡홀름에서 한국 기업인을 만난 Masire 대통령이 한국의 방한 초청이 유효한지 문의한 데
대해, 외무부는 10.13.~16. 방한을 추진토록 6.10. 주케냐대사관에 지시함.
주케냐대사는 6.17. 보츠와나 외상 및 대통령비서실장 앞 5.16. 공한을 통해 상기 한국 입장을
전달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주케냐대사는 7.14. 보츠와나 Mpuchane 외무차관은 동 대통령이 10월 방한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텔렉스로 알려 왔음을 보고

Banzer Suarez, Hugo 전 볼리비아 대통령 방한,
1986.10.19-23

| 86-028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21 / 6 / 1~131(131p)

1. 방한 경위
Hugo Banzer Suarez 전 볼리비아 대통령은 주볼리비아대사에게 1986.10월 중국(구 중공) 초청
으로 방중 후 일본 경유 방한을 희망

- 동인은 1971.8월~1978.7월 대통령을 역임하고 민족주의민주행동당(ADN) 당수로서 하원의원으로
활동 중
- 주볼리비아대사 건의에 따라 체재비 한국 측 부담으로 방한 초청

수행원

- 부인, Torrico 상원의원 및 ADN 고위 당원 2명
방한 일정

- 잠실종합운동장 방문, 외무부장관 면담, 삼성전자 시찰,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10.20.)
- 국회의장 예방,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판문점 시찰(10.21.)
- 현대자동차 등 울산지역 및 경주 시찰(10.22.~23.)

3. Banzer 전 대통령은 1986.10.20. 외무부장관 면담 시 한국 등 아시아지역 방문은 처음으로 금번 방한이
유익할 것으로 확신하며 한·볼리비아 양국이 모범적인 우방으로 결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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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Arias Sanches, Oscar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6

| 86-028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21 / 7 / 1~9(9p)

1.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6.3.24. Oscar Arias Sanches 주재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 이미 방한
희망을 표시하였고 집권 초 대한국 우호감 조성 긴요 등을 감안, 우선 취임 후 조기에 방한 초청장 또는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할 것을 건의함.
2. 1986.8.6. 주코스타리카대사는 8.5. Arias 대통령을 면담, 한국 정부가 농촌 지도용 포니 픽업 25대를
기증키로 결정했음을 알린 데 대해 동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후의에 사의를 표명하고 방한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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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했음을 보고함.
동 대통령이 아직 미국도 방문치 못한 사정에 비추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87년 이후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3. 외무부는 1986.8.12. 동 대통령의 아시아 지역 방문 가능 시기 전망에 비추어 방한 초청은 1987년도
사업으로 검토 예정임을 주코스타리카대사관에 통보함.

Carazo Odio, Rodrigo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1986.5.13-6.18

| 86-028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21 / 8 / 1~71(71p)

1. Rodrigo Carazo Odio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이 세계대학총장회가 주최하고 경희대학교가 주관하는
세계 평화의 해 행사 참석 및 경희대 평화복지 대학원 강의를 위해 1986.5.13.~6.18. 방한함.
5.14.~18. 세계 평화의 해 기념식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2. Carazo 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다음 인사를 면담함.
외무부장관, 수산청장, 외교안보연구원장, 노태우 민정당 대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341
한국의 코스타리카 국제평화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희망
한국과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대관계를 코스타리카 국제평화대학과도 수립할
것을 희망

학계
및 어업 관련 기관과의 접촉 주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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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인은 1986.5.23. 외무부장관 면담 시 다음과 같이 언급함.

Monge Alvarez, Luis A.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1986.9.19-23

| 86-028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21 / 9 / 1~171(171p)

1. Luis Monge Alvarez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이 1986.9.20.~23. 아시안게임 개막식 및 SITRA(서울국제
무역박람회) 86 참관을 위해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관, SITRA 86 참관
대통령 예방, 내무부장관 주최 오·만찬, 외무부장관 대리 주최 오찬
삼성전자 수원 공장, 대우자동차 시찰

342

2. Monge 전 대통령은 1986.9.23. 오재희 외무부장관 대리 주최 오찬 시 다음 내용을 거론함.
자국 내 한국 민간기업의 투자 진출 독려 요청
전두환 대통령 등 고위 인사 코스타리카 방문 희망
아시아 경기대회 참관 소감 피력
자국 내 민주통일 홍보기구에 대한 지원 희망

3. 본 문건에는 Monge 전 대통령 방한 관련 자료가 수록됨.
대통령의 Monge 전 대통령 접견 자료, 외무부장관 대리 오찬 말씀자료 및 오찬사 등

Kolingba, Andre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
1986.6.10-13. 전3권, V.1 사전교섭

| 86-0286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6-21 / 10 / 1~252(254p)

1. Kolingba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 경위는 다음과 같음.
중앙아 공보·체육장관은 1984.10월 방한 시 Kolingba 대통령에 대한 공식 방한 초청장을 발송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동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건의하여 1985.4.23.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6월 전두환 대통령 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 Kolingba 대통령의 두 차례 북한 방문(1982.11월 및 1983.7월)과 북한의 대규모 원조 공세에도 불구하고
중앙아프리카가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친한 자세를 견지해 온 점 등을 고려

한국 측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중앙아 측이 대안을 제시한 후, 상호 협의를 거쳐 문안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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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앙아 공동성명서(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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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ingba, Andre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
1986.6.10-13. 전3권, V.2 결과보고

| 86-0287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6-21 / 11 / 1~134(134p)

Kolingba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은 1986.6.10.~13. 한국을 공식 방문한바, 방한 결과와 관련
외무부가 6.16. 작성한 대통령 앞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주요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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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확대 각료회의, 공식 만찬, 공동성명 발표
국무총리 접견, 양국 외무장관 간 회담,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기자회견,
라디오 인터뷰
국립묘지 헌화, 경희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 농촌진흥청, 삼성전자 및 대우중공업 방문, 땅굴
시찰

2. 외상회담 결과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 방안 지지 의사 표명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

무상원조에
중앙아 측 요망 사항 반영

3. 공동성명 주요 내용
양국 관계 만족 및 확대 심화 희망
중앙아 경제 발전에 한국 기업 참여 여건 조성 및 천연자원의 공동개발과 상호 기술이전을 위한
합작 투자 장려
한국의 유엔 가입 및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 지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의 성공 기원
한국 대통령의 중앙아 공식 방문 초청

4. 종합 평가
정상외교를 통한 양국 간 기존 우호협력 관계 공고화
한국 기업의 중앙아 경제개발 사업 참여 및 인력 진출 여건 조성
남남협력 정신에 입각한 경제 협력과 통상 증진 합의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유엔 가입에 대한 지지 입장 확인 등 중부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확고한
한국 지지 기반 구축

Kolingba, Andre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
1986.6.10-13. 전3권, V.3 자료

| 86-0288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6-21 / 12 / 1~186(186p)

Kolingba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 관련 회담자료, 면담자료, 연설문 관련 자료임.
1. 회담 자료
외무부 관련 실국 작성 자료, 한·중앙아 정상회담 경제 분야 자료(경제기획원 작성), 콜링바
대통령 영부인 접견 자료, 콜링바 대통령 방한 참고 자료(외무부장관용), 한·중앙아 정상회담 자료
(청와대 정무1 작성)

콜링바 대통령의 공식 만찬 답사, 한·중앙아 공동 성명서 중앙아 측 대안, 콜링바 대통령의 명예
박사 수여식 연설문

3. 기타(소책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개관, 오찬 참석자 명단(경제 4단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콜링바 대통령 답사
(국문 번역, 경제 4단체 오찬 시)
공식 만찬 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콜링바 대통령 답사(국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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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설문(불어)

Kolingba, Andre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
[의전], 1986.6.10-13. 전2권, V.1 기본문서

| 86-028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1 / 13 / 1~169(169p)

Kolingba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의 1986.6월 방한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을
통해 중앙아 정부와 협의한 내용임.
1. 방한 기간, 방한 일정, 수행원 구성, 숙소 배치
2. 대통령 특별기 관련 사항, 수행원 항공 일정
346

대통령 가족은 특별기, 수행원은 민간 항공편 이용

3. 중앙아 측 자료
중앙아 대통령의 청와대 공식 만찬 답사(불어)
한·중앙아 공동성명서 초안에 대한 중앙아 측 대안(불어)

4. 기타 영접 준비 사항

| 86-0290 |

Kolingba, Andre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
[의전], 1986.6.10-13. 전2권, V.2 영접준비 및
자료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1 / 14 / 1~167(167p)

1985.6월 대통령 명의로 공식 초청한 바 있는 Kolingba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의 1986.6월
방한 관련 자료임.
1. 영접 관련 자료
주중앙아대사관이 보고한 콜링바 대통령 방한 자료(3건)
중앙아 대통령 가족 혈액 증명서(불어)
공식 수행원 명단(불어)

중앙아 대통령 방한 기념 담배, 기념우표 발매 관련 전매청, 체신부 등 관계 부처 앞 협조 요청 공문
명예박사 학위 수여 등 기타 영접 관련 관계 기관 앞 협조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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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접 준비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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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herrera, Blasco Mauel Padilla 에콰도르
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6

| 86-029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21 / 15 / 1~15(15p)

Penaherrera 에콰도르 부통령이 1986.12월 및 1987.12월 두 차례에 걸쳐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방한 초청이 실현되지 못함.
1. 주에콰도르대사는 1986.12월 주재국 Penaherrera 부통령이 1987.9월 방한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동인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외무부는 1987.7월로 예정된 에콰도르 대통령 방한 직후 부통령의 방한을 접수하는 것은 의전
348

관례상 무리라고 주에콰도르대사에게 통보함.

2. Penaherrera 에콰도르 부통령은 1987.12월 윤태현 전 주에콰도르대사 앞 서한에서 1988.2월 동인의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기회에 한국 정부가 방한 초청해 줄 것을 희망함.
외무부는 1988.2월 방한 초청은 한국의 정권 이양 시기와 중복되어 어려우며, 4월 이후 방한 의사가
있을 경우 항공 여비 자담 조건으로 비공식 초청 검토하겠다고 주에콰도르대사에게 통보함.

Karamanlis, Constantine 그리스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2-85

| 86-0292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21 / 16 / 1~13(13p)

1. 외무부는 주그리스대사의 건의에 따라 1982.11.19. Karamanlis 그리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Karamanlis 대통령 측에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함.
2. 주그리스대사는 1985.1.21. 대통령 보좌관 Sideris 대사를 방문하고 면담한바, 동인의 언급 요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Karamanlis 대통령의 한국 단독 방문은 어렵고 일본 방문 기회에 방한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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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음.
1985년도는 그리스 국내 선거로 인해 극동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봄.

Kabua, Amata 마샬아일란드 대통령 방한,
1982-86

| 86-0293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1 / 17 / 1~31(31p)

1. Kabua 마셜군도 대통령은 대우실업 초청으로 1982.6.16.~20. 비공식 방한 예정이었으나, 동 대통령
사정으로 방한을 취소함.
2. Kabua 대통령은 현대종합상사 초청으로 1986.11.7.~10. 비공식 방한, 한국 경비정 2척 구매 및 한국의
건설 진출 문제 등을 협의함.
350

외무부는 동 대통령 입·출국 시 귀빈실을 주선함.
Kabua 대통령 측은 동 방한을 low key base로 취급하여 줄 것을 희망함.

De la Madrid Hurtado, Miguel 멕시코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2-86

| 86-0294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21 / 18 / 1~112(112p)

1. 외무부는 1982년부터 De La Madrid 멕시코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986.12월까지 동 대통령의 방한이 실현되지 못함.

2. De La Madrid 멕시코 대통령의 방한 초청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1982.12.20. 국무총리 멕시코 방문 시 De La Madrid 대통령에게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

실현을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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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을 전달함.

1983.1월
De La Madrid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앞 답신에서 방한 초청을 수락함.
1983~86년 간 주멕시코대사는 주재국 외무장관, 외무부 아주국장, 국회의원 등을 면담, 동 방한

Birendra Bir Bikrm Shah 네팔 국왕 방한계획,
1983-86

| 86-0295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21 / 19 / 1~45(46p)

1. 외무부는 1983.11월부터 Birendra 네팔 국왕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986.2월까지 동 국왕의 방한이 실현되지 못함.

2. Birendra 네팔 국왕의 방한 초청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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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2월 Birendra 국왕 앞 전두환 대통령 명의 방한 초청 서한을 전달함.
1984.5월 Birendra 국왕은 전두환 대통령 앞 답신에서 양측에 편리한 시기에 방한을 희망함.

1985.7월
외무부장관은 네팔 방문 시 Birendra 국왕을 예방, 전두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함.
1985.8월 Birendra 국왕은 전두환 대통령 앞 답신에서 방한 초청을 수락함.
1984.2월~1986.2월 주네팔대사는 네팔 측과 Birendra 국왕 방한 시기 등에 관해 수시 협의함.

Sanchez Sanchez, Luis Alberto 페루 부통령 겸
상원의장 방한, 1986.3.24-28

| 86-029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21 / 20 / 1~340(340p)

1. 방한 경위
주페루대사관의 다음과 같은 건의에 따라 노신영 국무총리 초청으로 1986.3.24.~28. 공식 방한

- 1985.7.28. 친북 성향의 Alan Garcia 대통령 신정부 출범으로 대북한 수교 가능성 상존
- 동 수교 저지를 위해 친한 인사로서 동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Sanchez 부통령 겸 상원의장
방한 초청 건의

2. 방한 일정

명예박사 학위 수여(숭전대학교)

3. 공식 수행원
Romero 상공장관 및 부인, Ponce de Leon 상원의원 및 부인, Valencia 하원의원, 주치의

4. 본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방한 관련 자료가 수록됨.
행사 일정 자료 및 수행원 명단
국무총리의 페루 제1부통령 회담 자료
외무부장관의 페루 상공장관 면담 자료
국내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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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방(훈장 수훈) 및 오찬, 국무총리 예방 및 만찬, 국회의장 예방 및 오찬
경제 부총리 면담 및 경제 브리핑, 외무부장관 접견

FAHD Ibn Abdul Aziz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방한
초청계획, 1974-86

| 86-0297 |

생산연도

1974~1986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6-21 / 21 / 1~178(178p)

1. 정부는 Fahd Ibn Abdul Aziz 사우디 국왕의 방한 실현을 위해 1974년 이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1986.2월 현재 동 국왕의 방한이 실현되지 못함.
2. Fahd 사우디 국왕에 대한 방한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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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2월 김종필 국무총리 명의 초청장 발송(당시 부수상 겸 내무장관)
1977.5월 최규하 국무총리 사우디 방문 시 초청 의사 재표명(1975년 황태자 책봉)
1979.5월 Fahd 황태자의 일본 방문 기회에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사우디 측이 일본 방문을
무기 연기함에 따라 방한이 이루어지지 못함.
1981.8월 Fahd 황태자의 극동 방문 계획 등에 대비, 남덕우 국무총리 명의 초청장 발송

- 5월 Fahd 황태자는 남덕우 총리 앞 답신으로 방한 초청을 수락
1981.11월 동 황태자의 극동 방문 시 방한 실현을 위해 전두환 대통령 명의 Fahd 황태자 앞 방한
초청 메시지를 황태자실로 타전

- 사우디 측은 황태자의 분망한 일정 때문에 다음에 방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 표명
1985.3월 전두환 대통령 명의 Fahd 국왕 앞 방한 초청장 송부(1982.6월 국왕 즉위)

- 4월 동 국왕은 전두환 대통령 앞 답신에서 방한 초청 수락 의사 표명

Caldera, Rafael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1986

| 86-029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21 / 22 / 1~25(25p)

Caldera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제1야당 총재)이 1986.7월 한국 노동법 학회 주최로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되는‘Seminar on Problems of Industrial Accident in Developing Countries’에 참석을
희망하였으며, 정부는 주베네수엘라대사의 건의로 국회의장 명의로 동인을 방한 초청하였으나,
Caldera 전 대통령 측 사정으로 방한이 이루어 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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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1986.3.2-16.
전18권, V.1 원칙재가 및 기본계획

| 86-0299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2 / 1 / 1~258(258p)

1. 노신영 국무총리는 1986.3.2.~16. 인도 및 대양주 국가를 순방함.
순방 국가: 인도,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4개국
순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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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3.2.~5.
- 호주: 3.6.~10.
- 뉴질랜드: 3.10.~12.
- 피지: 3.12.~14.
순방국별 주요 일정

- 인도: 싱 대통령 예방 및 간디 수상 회담 등
- 호주: 스티븐 총독 예방 및 호크 수상 회담
- 뉴질랜드: 리브스 총독 예방 및 룽이 수상 회담
- 피지: 가닐라우 총독 예방 및 마라 수상 회담
공식 수행원(7명)

- 이상옥 외무부차관, 권병현 아주국장(인도 수행),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호주, 뉴질랜드, 피지
수행)

2. 상기 국무총리의 인도 방문 관련, 인도 측 요청으로 경제사절단을 다음과 같이 파견함.
사절단 구성

- 대우조선 윤영석 단장 등 총 10명
- 파견 기간: 3.2.~5.
- 전 단원(럭키금성 이헌조 사장 제외)은 국무총리를 수행하여 인도 도착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2 사전준비

| 86-0300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2 / 2 / 1~243(243p)

1. 국무총리의 인도 등 4개국 순방 준비를 위해 이태식 동남아과장은 사전 협의차 피지, 뉴질랜드, 호주를
1985.12.3.~11. 방문함.
2. 상기 국무총리 순방을 위해 권병현 아주국장이 1986.1.28.~2.1. 피지와 뉴질랜드를 방문함.
3. 외무부는 1986.1.31. 다음 요지의 국무총리 아시아·대양주 4개국 순방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함.
로서는 첫 번째 인도 공식 방문임.

호주,
뉴질랜드 및 피지 방문은 남태평양에서의 오랜 우방국인 이들 국가와의 기존 유대 관계를
일층 공고히 함으로써 태평양 연안국 간 지역 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임.

금번
순방에는 이상옥 외무부차관, 하순봉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함.

4. 상기 순방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외무부 아주국장 주재 회의: 2.14. 13개 부처 참석
외무부 장관 주재 회의: 2.20. 상공부 장관 등 참석

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 회의: 2.19. 상공부, 농수산부 등 참석
상공부 제2차관보 주재 회의: 2.18. 해운항만청, 포철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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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영 총리의 4개국 순방은 이들 국가 수상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 국무총리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3 국별교섭 - 인도(I)

| 86-0301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2 / 3 / 1~255(255p)

1. 1985.9.6. 인도 정부는 정부의 국무총리 1985.11월 중 방문 제의에 대해 간디 수상의 대외 일정 및 국내
정치 정세의 복잡화로 인해 접수가 불가능하며 대안으로 1986.1.6.~8. 또는 3.3.~5.을 제시함.
2. 주인도대사는 1985.11.11. 인도의 상기 제안에 대해 방문 기간을 3.3.~5.로 결정하였음을 주재국 외무성
차관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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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인도대사관은 1985.12월 국무총리의 인도 방문 시 수상과의 회담 의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함.
정치 분야: 국제 무대에서의 인도의 협조 요청, 간디 수상의 방한 실현
경제 분야: 무역 불균형 시정 대응 방안, 합작사업 확대방안, 기술협력 확대 방안, 벌크 화물
적취분담 문제 타결 및 해운협정 체결, 제3국 공동 건설 진출, 금융기관 상호 설치 합의, 연불신용
공여를 통한 대인도 수출 확대

문화축제
행사 상호 교환 개최 등

4. 주한 인도대사는 1985.12.23. 외교부차관을 면담, 인도 측 관심사항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
1986.3월 총리의 인도 방문 시 유력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인도 구매 사절단 파견 희망
인도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제거 요망

양파,
마늘, 채소, 과일류 등의 수입제한 완화를 요망

5. 국무총리의 인도 방문 시 동국 수상 주최 만찬에서의 총리 만찬 답사 요지
인디라 간디 수상의 서거에 대한 조의 표명, 라지브 간디 수상의 영도력 찬양, 양국 관계의 새로운
차원의 획기적 관계 발전 희망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인도의 노력 평가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언급 등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4 국별교섭 - 인도(II)

| 86-0302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2 / 4 / 1~253(253p)

1. 국무총리 인도 방문과 관련, 1986.2.14. Bhandari 외무차관은 주인도대사를 외무성에 초치, 양국 간
경협 관련, 다음의 사항을 제기함.
해운협정 회담(1986.2.10.~11. 서울 개최)의 결과에 대해 실망

- 1988년까지 벌크 화물을 분담하지 않으며 1989년 이후에나 고려 가능하다는 한국 측 입장은 기존
태도에서 후퇴
인도산 철광석 구매

대통령의 유럽 방문

- 1983.10월 중단된 대통령의 방인 실현을 강력 희망해 왔음에도 불구, 대통령이 유럽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대해 유감

2. 상기 인도 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회의가 수 차례 개최되었으며,
1986.2.20. 외무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업체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양국 간 현안 사항을 일괄
타결한다는 입장을 정립함.
한국 측 조치

- 포철용 인도산 철광석 구매 계약 갱신: 1986.4.1부터 5년간 기존 물량 연간 250만 톤 구입(포철 총 수요의
23%)
인도 측이 하기 조치사항을 합의할 경우 광양제철용 인도산 철광석 추가구매 약속: 제1기용 1987년부터
5년간 연 90만 톤, 제2기 완성 시 추가로 연 90만 톤(광양제철의 총 수요 23%)

인도
측 조치 필요 사항

- 한국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정부 승인: 30척 4.4억 달러 상당
- 인도 측이 요구한 부정기 화물 적취권에 대해서는 한국의 해운 합리화가 정착되는 1989년 이후 호의적으로
고려하되 1986.4.1.부터 수시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도 선박을 우선 사용함.
- 인도의 파라딥 항을 포함한 전적출 항구의 확장을 인도 측이 책임지고 시행(1.3억 달러 상당 파라딥 공사는
가급적 현대가 수주토록 유도)

3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인도 측의 구매 증대 요구에 대해 오히려 기존 구매량 계약 갱신도 미루면서 인도 항만시설 개선 및
대한국 선박 수입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

| 86-0303 |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5 국별교섭 - 인도, 호주, 뉴질랜드,
휘지(Ⅲ)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2 / 5 / 1~327(327p)

1. 국무총리의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회장 주최 오찬(3.3.) 시 연설문 요지
한·인도 양국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갖고 있으며 불교는 한국 문화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음.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임.
88 올림픽 행사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친선과 우정이 어린 가운데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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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도와주기 바람.

21세기를
앞두고 양국이 무역 및 경제 분야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바람.

2. 국무총리의 호주 방문 시 호크 수상 주최 오찬에서의 답사 요지
호주와 한국 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는 100년 전 호주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을 때부터 시작
되었으며 1950년 공산 침략에 저항하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의 젊은이들이 희생적으로 투쟁함.

최근
호크 수상과 스티븐 총독의 방한은 양국 간 유대를 재확인하고 심화함.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구축하는 데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21세기에 호주와 대한민국
은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남북한에 관한 현재의 상황에 관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호주가 지지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함.

3. 국무총리의 호주 방문 시 랜 뉴사우스웨일스주 수상 주최 조찬(3.10.) 시 답사 요지
한국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두 번째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시드니에 30개 이상의 한국
업체가 진출해 있다는 사실로 뒷받침될 수 있음.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6 국별교섭 - 인도(Ⅳ)

| 86-0304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2 / 6 / 1~270(270p)

1. 국무총리의 인도 방문과 관련, 외무부는 양국 간 경제 협력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여 1986.2.15. 주인도대사에게 하달함.
Paradip 항만 확장사업 지원

- 현대의 상기 공사 수주 합의가 선결 문제이며 공사 시행 후 철광석 수출 가격 조건이 개선됨으로써
철광석 추가 구매는 공사 후 고려 가능하다는 입장
양국 은행 상호 설치 합의

연불신용 공여

- 연불신용 공여는 상업적 베이스에 의하므로 정부 간 약정 체결은 곤란
문화축제 상호교환 개최

- Festival of India의 한국 개최 및 인도의 한국 문화 소개 행사 개최 추진 협의
민간 레벨 기술협력

- 삼성전자: 5~10명 2개월 연수, 럭키금성: 1명 1개월 연수, 포철: 인도 측 요청 시 검토
교역 확대 여건 조성 공동 노력

- 수출입은행과 ECGC 간 업무 제휴, KOTRA와 STC 간 업무 제휴, STC 서울지사 개설, 86년 인도 주간 행사
서울 개최 지원

2. 국무총리의 인도 방문 공식 일정
3.2.(일) 델리 공항 도착, 숙소 도착(대통령궁 내 영빈관)
3.3.(월) 마하트마 간디 묘소 참배, 인도 수상과의 공식 회담, 한·인도 경제인 오찬 연설, 싱 대통령
예방, 바가트 외상 접견, 간디 수상 주최 만찬

3.4.(화)
가레칸 수상실 외교수석비서관 초청 골프, 벤카타라만 부통령 예방, 싱 대통령 주최 오찬,
기자회견, 주인도대사 내외 주최 리셉션

3.5.(수)
델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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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은행이 현재 없으며 향후 인도와의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인도
금융시장에서 업무 수익성이 기대될 때 진출 고려 가능
- STATE OF INDIA 서울 지점 설치는 호혜주의 및 한국의 금융시장 여건상 현재로서는 불허 방침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7 국별교섭 - 호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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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 / 7 / 1~438(438p)

1. 노신영 국무총리는 당초 1985.11.25.~27. 호주 방문을 추진했으나 10월 하순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
총회 참석 연설을 위한 방미 및 불가피한 국내 정치일정 등 사정으로 동 계획을 연기하고 호주 측과의
수차례 협의 결과, 1986.3.6.~10. 호주를 방문키로 했는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시드니 도착, 캔버라 향발(호주 공군기 이용), 공식 환영행사(국회의사당 광장), 호주 수상 주최
공식 오찬 및 수상회담, 주호주대사 주최 리셉션, 주호주대사 주최 비공식 만찬(3.6.), 호주 상·
하원 의장 예방, 전쟁기념관 및 한국실 방문, 호·한 친선협회 주최 오찬, 캔버라 타임즈와의
362

단독 인터뷰, 호주 총독 내외 예방 및 동 총독 주최 만찬(3.7.)

시드니
도착, 호주 야당 당수 접견, 시드니 항구 등 시찰, 주시드니총영사 주최 비공식 만찬
(3.8.), 주시드니총영사 주최 교민 리셉션(3.9.), NSW주 수상 주최 조찬, AKBCC 주최 모닝 티
및 연설, 뉴질랜드 향발(3.10.)

2. 외무부는 1986.1.13. 수상회담 시 다음 요지의 한국 측 토의 희망사항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측 희망사항을 파악, 보고토록 지시함.
동북아 지역 정세

- 한국 측이 동북아 정세 일반,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대화 현황 등에 관해 설명
남태평양 지역정세

- 호주 측이 ANZUS 체제 현황 및 장래, 남태평양 비핵지대 문제 등에 관해 설명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 정무, 경제 관계 및 기타 협력증진 방안 등에 관해 양측 희망사항을 자유롭게 거론

3. 주호주대사관은 1986.1.13. 주재국 수상실 관계관과 상기 수상회담 의제에 관해 협의했으며, 호주 측은
양국 관계 증진 방안 중 문화교류 확대, 호주 내 한국어 강좌 개설 및 양국 간 학생 교류 등 문제를 포
함시킬 것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1.28. 문화교류 관련 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석사 또는 박사과정 호주 유
학생 2명 접수, 호·한 재단 설립 시 자료 제공 등의 협조가 가능함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4. 외무부는 1986.1.24. 이상옥 외무부차관, 하순봉 국무총리비서실장, 정연춘 국무총리공보비서관,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공식 수행원 명단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함.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8 국별교섭 - 호주(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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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 / 8 / 1~363(363p)

1. 국무총리의 호주 방문에 따른 언론, 교민 리셉션, 차량 및 숙소, 경호, 전쟁기념관 기증품 관련 주호
주대사관의 보고 및 외무부의 지시 전문, 각종 자료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언론 및 전쟁기념관
기증품 관련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언론 관련 사항

호주 전쟁기념관 한국 전시실 기증품 관련 사항

- 외무부는 1986.1.14. 주호주대사가 동 기념관 당국은 한국 전시실을 마련하고 기념품 기증을 희망하고
있음을 감안, 참전복장 등을 기증할 것을 건의한 것과 관련, 국방부에 협조 요청
- 국방부는 2.27. 소화기, 공용화기, 피복, 한국전 참전 호주군 활동상 등 36종 63점의 기증품을 외무부에
송부

2. 본 문건에 수록된 주요 자료 목록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6.1월 주시드니총영사관 작성 뉴사우스 웨일스주 개황
양국 우호협력 증진 방안(1985.12.17. 주호주대사관 보고)
의제별 회담자료(1986.1.20. 주호주대사관 보고)
외무부 작성 총리부인 면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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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호주대사관은 1986.2.10. 캔버라 타임즈와의 인터뷰 담당기자는 Foreign Affairs Editor인 Bill
Goodall임을 보고
- 외무부는 2.12. 한국일보 등 국내 언론 6명의 기자단 명단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 주호주대사관은 2.14. 동 인터뷰 예상 질문은 호주·북한 관계, 호주·한국 관계, 남북한 관계, 한국
국내 정치 정세 등임을 보고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9 국별교섭 - 뉴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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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 / 1 / 1~333(333p)

1. 노신영 국무총리는 당초 1985.11.20.~23. 뉴질랜드 방문을 추진했으나 국내 사정으로 동 계획을 연기하고
1986.3.10.~12. 뉴질랜드를 방문한바, 양측 간에 합의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웰링턴 도착, 뉴질랜드 수상 내외 주최 만찬(3.10.)
총독 내외 예방, 환영식(국회의사당), 수상회담, 야당 당수 방문, 뉴질랜드 수상과 공동 기자회견,
뉴질랜드 수상 주최 State Luncheon, 과학기술센터 시찰, 교민 리셉션, 주뉴질랜드대사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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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3.11.)

웰링턴
출발, 오클랜드 도착, 피지 향발(3.12.)

2. 외무부는 1986.1.13. 수상회담 시 다음 요지의 한국 측 토의 희망사항을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측 희망사항을 파악, 보고토록 지시함.
동북아 지역 정세

- 한국 측이 동북아 정세 일반,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대화 현황 등에 관해 설명
남태평양 지역정세

- 뉴질랜드 측이 ANZUS 체제 현황 및 장래, 남태평양 비핵지대 문제 등에 관해 설명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 정무, 경제 관계 및 기타 협력증진 방안 등에 관해 양측 희망사항을 자유롭게 거론

3.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86.1.17. 주재국 측이 상기 토의사항에 이의 없으나 ANZUS 문제는 동 회원국 간
토의될 사항으로 남태평양 비핵지대 설정 관련 주재국의 대외정책, 특히 반핵정책에 대해 한국 측에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방식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86.1.29. 양국 수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 치즈 합작투자 문제와
뉴질랜드산 우육 수입증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함.
외무부는 1986.2.13. 치즈 합작투자 문제는 양국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몇 가지 쟁점에 이미
양해에 도달했으므로 뉴질랜드 측이 합작투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호의적으로 검토될
것이나 우육 수입 문제는 국내 우육 가격 안정이 회복되고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경우에만 외국산
수입을 검토할 것임을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통보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0 국별교섭 - 휘지(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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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 / 2 / 1~347(348p)

1. 노신영 국무총리는 당초 1985.11.20.~23. 피지 방문을 추진했으나 국내 사정으로 동 계획을 연기하고
피지 측과의 수차례 협의 결과, 1986.3.12.~14. 피지를 방문키로 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수바 도착, 환영식, 피지 수상 주최 만찬(3.12.)
총독 예방, 수상 회담, Vo-Ko 공장(제관 및 고등어 통조림을 생산하는 한·피지 합작회사) 준공
테이프 커팅, 정부조선소 시찰, 교민 초청 뷔페 만찬(3.13.)
수바 출발, 난디 도착, 호놀룰루 향발(3.14.)

외무부 경제국장과의 면담 시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에 관심을 표명한 데 대해 경제국장은 1986년도에
한국 측이 3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공여키로 했으며 품목에 대해서는 현지 한국 공관으로부터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함.
경제국장은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피지로부터 선박, 어업분야의 기술연수생 5명을 초청하고 한국
양송이 전문가 1명을 피지에 파견할 예정이며, 피지로부터의 원당 구입은 가격 및 품질 등 경쟁력을
검토, 민간 업체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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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총리 피지 방문 관련 업무 협의차 1986.2.4.~7. 방한한 Gibson 주한 피지대사(동경 상주)는 2.5. 박련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1 국별교섭 - 휘지(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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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 / 3 / 1~202(202p)

1. 외무부는 1985.12.28. 내부 결재를 통해 국무총리의 피지 방문 관련 주피지대사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다음 요지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무상원조

- 남태평양 지역에서 피지의 지도적 역할 등 고려, 국무총리 방문 시 30만 달러 공여 약속
- 품목 추후 협의
공관 인력 지원
366

- 1986년 춘계 발령시 피지 부임 직원을 1개월 조기 부임 조치

2. 외무부는 1986.1.24. 국무총리 공식 수행원으로 이상옥 외무부차관, 하순봉 국무총리비서실장, 정연춘
국무총리공보비서관,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6명의 명단을 주피지대사관에 통보함.
2.12. 한국일보 등 국내 언론 6명의 기자단 명단 통보

3. 본 문건에는 국무총리의 피지 방문에 따른 숙소, 차량, 경호 등 관련 주피지대사관의 보고 전문 및
외무부의 지시 전문, 1986.1.23. 주피지대사관 작성 국무총리 방문자료(교민 현황, 합작투자, 어업협력,
목재 수입, 한국 업체 진출 가능성 등), 외무부 작성 총리부인 면담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2 국별교섭 - 기타

| 86-0310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3 / 4 / 1~156(156p)

1.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6.3.2.~16. 인도 및 대양주 순방에 따른 경유지(홍콩, 태국, 호놀룰루) 일정은
다음과 같음.
홍콩

- (3.2. 1차 경유) 도착, 홍콩 주재 한국 특파원 접견, 오찬, 인도 향발
- (3.5. 2차 경유) 도착, 석식, 시드니 향발
태국

- 도착, 주태국대사 주최 만찬, 인도 향발(3.2.)
- 도착, 하와이 주지사 주최 오찬, 교민 리셉션, 주호놀룰루총영사 주최 만찬(3.14.)
- 서울 향발(3.15.)

2. 외무부는 1985.9.11. 노신영 국무총리가 당초 1985.11.17.~19. 파푸아뉴기니 방문을 추진했으나
10월 하순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총회 참석 연설을 위한 방미, 국내 정치일정 및 김성배 건설부장관의
9월 파푸아뉴기니 독립기념행사 참석(특사 자격)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 파푸아뉴기니 방문은 추후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추진키로 하였음을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85.8.19. 국무총리의 11월 아주 5개국 순방 추진 관련 인도 방문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11.28.~30. 주재국 방문 가능성을 타진, 보고토록 주브루나이대사관에 지시함.
주브루나이대사는 8.22. 주재국 측 사정을 비공식 타진한 결과, 현재로서는 11월 오만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 가능성 등 주재국 국왕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무총리의 주재국 방문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는 실정임을 보고

4. 본 문서철에는 1985.8.16. Michael Somare 파푸아뉴기니 수상의 노신영 국무총리 앞 파푸아뉴기니
방문초청 서한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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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3 결과보고

| 86-0311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3 / 5 / 1~283(283p)

1.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6.3.2.~16. 인도 및 대양주 순방 결과에 관한 1986.3월 국무총리실 작성 방문
결과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인도

368

- (자일 싱 대통령) 한국 대통령의 문안 전달 및 조속 방한 요망
- (벤카타라만 부통령) 네루대학 및 델리대학에 기증하는 한국 관계 도서 전달
- (라지브 간디 수상) 양국 간 경제 현안 일괄타결 원칙(한국의 인도산 철광석 도입 확대, 인도의 대한국
발주 선박 승인, 파라딥 항만 확장공사 대한국 발주) 합의
호주

- (스티븐 총독) 1985.8월 방한 시 한국 대통령의 후의에 감사 표명
- (맥클란드 상원의장)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협조 당부
- (호크 수상) 한국 상품에 대한 과도한 수입규제 시정 약속, 항공협정 체결 촉구, 호주산 농축산물 수출
희망에 대한 한국 국내 사정 설명 등 양국 통상확대 및 무역역조 시정방안 협의, 1988년 평화적 정권 이양
및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중요성 강조 등 한국 국내 정세 설명
뉴질랜드

- (리브스 총독) 한국 대통령의 문안 전달 및 방한 초청
- (롱이 수상) 남북한 유엔 가입 지지 요청, 어업협력 확대 촉구 및 뉴질랜드산 낙농제품 수출 희망에 대한
국내 사정 설명 등 통상확대 및 무역역조 시정방안 협의
피지

- (가닐라우 총독) 한국 대통령의 문안 전달
- (마라 수상) 대북한 관계 불확대 정책 견지 요청 및 방한 초청, 참치 생산 및 조선 합작 가능성 검토,
전화시설 복구지원 등 경제·통상 확대방안 협의
종합 평가

- 정상외교 기반 확대에 기여
- 한국의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 지지 확보
- 비동맹 주도국인 인도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강화,
국내 정세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각국의 대한국 중시 정책 재확인
- 1986.5월 서울 개최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적극 참가 등 태평양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노력 합의
- 재외국민 격려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4 언론보도

| 86-0312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3 / 6 / 1~268(268p)

1.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6.3.2.~16. 인도 및 대양주 순방 관련 국내언론 기사
노총리 3.2. 출국(1.31. 중앙일보)
Prime Minister Lho calls for Canberra’
s support for ’
88 Games(3.8. The Korea Herald)
경협 확대 및 북한 외교에 쐐기(3.16. 조선일보) 등

2. 동 순방 관련 방문국 언론 기사
호주

피지

- South Korea’
s premier in for 3-day visit(3.11. Fiji Sun)
- Vo-Ko gets go-ahead to can fish(3.14. Fiji Sun) 등
인도

- Well-timed visit by an old friend(3.2. Hindu)
- S.Korea asked to increase import(3.4. Times of India)
- India, S.Korea for stronger ties(3.4. Indian Express)
- South Korea set to ensure success of Asian Games(3.5. Hind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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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버라 타임즈의 새우와 고래 제하 사설(3.1. 주호주대사관 보고)
- South Korea seeks landing rights(8.3. Canberra Times)
- Concern for South Korean Rights(3.7. Canberra Times)
- Call for a better balance in trade(3.11. Canberra Times) 등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5 감사서한

| 86-0313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3 / 7 / 1~150(150p)

1. 노신영 국무총리의 1986.3.2.~16. 인도 및 대양주 순방 후 국무총리 명의의 해당국 주요 인사 앞 감사
서한 발송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인도

- Rajiv Gandhi 수상 등 14명
호주

- Robert James Lee Hawke 수상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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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David Russell Lange 수상 등 10명
피지

- Ratu Sir Kamisese K. T. Mara 수상 등 10명
호놀룰루

- George A. Ariyoshi 하와이 주지사 등 5명

2. 본 문건에는 이상옥 외무부차관 명의의 A. P. Venkateswaran 인도 외무성 동아차관 포함 방문국별
외무차관 앞 감사 서한 등도 수록되어 있음.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6 후속조치

| 86-0314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3 / 8 / 1~203(204p)

1. 외무부는 1986.3.24. 내부 건의를 통해 노신영 국무총리의 인도 및 대양주 순방 후속조치 사업계획을
수립함.
인도

호주

- 한국 측이 요청한 한국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한국 기술인력의 호주 이민 진출 문제는 1986.5월 양국
통상장관회담 시 구체 협의
- 호주 측이 제안한 1986.9월 제네바 뉴라운드 회의 시 공동대처 방안은 5월 양국 통상장관회담 시 협의
- 호주 측이 희망한 한국의 계속적인 정치발전 문제는 호주 정부 및 언론에 대한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로
국내 정세 이해 증진 도모
뉴질랜드

- 한국 측이 희망한 롱이 수상 방한 문제는 동 수상의 금년 하반기 방일 시 방한 초청 추진
- 한국 측이 제기한 무역역조 시정, 어업진출 확대 문제는 1986.5월 양국 통상장관회담 시 구체 협의 추진
- 뉴질랜드 측이 요청한 치즈 합작사업 조속 승인 문제는 뉴질랜드 측이 세부적인 투자계획서 제출 시
호의적 검토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피지

- 한국 측이 희망한 마라 수상 방한 문제는 금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 추진
- 피지 측이 요청한 다부니 섬의 낙후된 전화·통신시설 개량 복구사업 문제는 피지 측 구체 협력 분야
파악 후 지원 방안 검토하되 원칙적으로 대피지 무상원조 3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지원
- 피지 측이 요청한 조선소 시설 확장사업 참여 문제 등은 관계부처에 검토 요청

2. 한·인도 주요 경제 현안 일괄타결 문제 관련 1986.5.28.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상공부, 경제기획원, 해운항만청, 포항제철 관계관 등 참석) 협의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철광석 구매 및 파라딥 항만 확장공사 문제

- 포항제철은 인도 항만시설 현대화 없이는 철광석의 현 수입수준 유지가 곤란하며 1987년 이후 호주와의
계약 갱신 시 총 물량 중 2% 내외의 물량 전환은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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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이 제안한 주요 경제 현안(인도산 철광석 구매 증대, 대한국 발주 선박 정부승인, 파라딥 항만
확장공사 대한국 업체 발주)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인도 측 검토결과 접수 후 협의
- 인도 측이 희망한 한국·인도 직항노선 개설 재교섭 검토
- 한국 측이 제안한 인도 문화축제 행사의 88 서울올림픽 계기 서울 개최 문제를 1986년 하반기 한·인도
문화공동위 시 추진
- 인도 측이 희망한 제2회 국제불교대회 서울 개최 문제는 조계종 및 국제문화협회와 재협의, 유치 검토

해운협정

- 해운항만청은 인도와의 해운회담 시 호의적 고려를 언급했지만 해운 경기가 좋아져야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동 대책회의에서는 외무부에서 한국 측 입장을 작성, 주인도대사관의 검토를 거쳐 인도 정부에
제시하고 인도 측 입장을 서면으로 받기로 결정

3. 본 문건에는 한·인도 주요 경제현안 일괄타결 방안 관련 주인도대사관의 주재국 외무성 관계관
372

접촉 결과 등에 관한 보고, 외무부의 지시문서 및 검토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7 자료(I)

| 86-0315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3 / 9 / 1~439(439p)

본 문건에는 1986.3.2.~16. 노신영 국무총리의 인도 및 대양주 순방 관련 각종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동 자료의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1. 1985.12월 외무부 동남아과 작성 동남아과장 대양주 출장 자료
2. 1986.1월 외무부 통상정책과 작성 국무총리 대양주 순방 자료
373

4. 뉴라운드 협상에 관한 1986.2월 외무부 경제기구과 작성 자료
5. 1986.2월 상공부 작성 국무총리 순방국 통상 현안사항 보고 자료
6. 1986.2.14. 외무부 작성 국무총리 순방 관련 관계부처 회의 자료
7. 1986.2.19. 외무부 작성 관계부처 회의 자료(호주, 뉴질랜드, 피지)
8. 1986.3월 외무부 작성 국무총리 아주·대양주 4개국 순방 자료(공통)
9. 1986.3.2. 주태국대사관 작성 태국 현황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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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소련 관계 등에 관한 1986.1.30. 외무부 구주국 작성 자료 등 외무부 부서별 소관사항 관련 자료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V.18 자료(II)

| 86-0316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3 / 10 / 1~118(118p)

1. 외무부는 1986.1.8. 국무총리의 인도 및 대양주 순방 성과를 높이고자 주인도대사 및 주호주대사의
건의를 기초로 작성된, 다음 요지 사업별 해당국과의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회보를 관계부처
(재무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문화공보부, 과학기술처, 교통부 등)에 요청함.
인도

374

- 교역 확대 여건 조성 공동노력, Paradip 항만개발 사업 추진 합의, 인도산 철광석 수입 증대, 벌크화물
적취문제 타결 및 해운협정 체결, 투자보장협정 체결, 과학기술협력협정 시행계획 합의, 은행 상호설치
합의, 제3국 공동건설 진출, 민간 레벨 경제협력 추진, 연불신용 공여, 문화축제 행사 상호 교환 개최
합의, 한국학 도서 기증 등
호주

- 무역 불균형 시정, 자원개발사업 참여, 항공협정 체결 추진, 호주 200주년 기념행사 참가, 학술·문화
교류 증진, 스포츠 교류 강화 등

2. 외무부는 1986.1.18. 동 순방 관련 뉴질랜드 및 피지와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회보를
관계 부처(농수산부, 수산청, 해운항만청, 산림청 등)에 요청함.

Adams, Tom 바베이도스 수상 방한초청계획,
1983-85

| 86-0317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23 / 11 / 1~38(38p)

1. 방한 초청
주자메이카대사는 1983.5.9. 바베이도스 출장 시 동국 외무성에 의하면 Adams 수상은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조속 추진 건의
외무부는 5.11. 동 수상 방한은 동국 경제사절단의 방한 계획에 비추어 1984년에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주자메이카대사에게 통보
외무부는 1984.6.5. 동 수상이 1984.10.22.~25. 방한을 희망함에 따라 동 수상을 1984년 중
편리한 시기에 방한토록 초청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명의 초청장이 이미 전달되어 있는 점을

제의한 10월 넷째주 중 방한을 수락한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

2. 방한 취소 경위
Babb 바베이도스 외무차관은 1984.7.31. 주바베이도스대사에게 최근 국내 정치 정세(보궐선거 야당
승리 등)로 동 수상의 10월 방한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

Adams
수상은 9.12. 주바베이도스대사 면담 시 방한 연기에 유감을 표명하고 1985년 가을, 서울
개최 예정인 IMF 총회 계기 방한을 고려해 보았으나 국내 사정상 참석치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5~6월경 방한을 고려해 보겠다고 언급
외무부는 1985.2.4. 동 수상의 1985.5.28.~31. 방한 초청을 대통령에게 서면 건의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5.2.28. 주재국은 Jackman 외무차관 명의 서한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동 수상의 방한(5.28.~31.)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
 수상은 1985.3.11. 심장마비로 급서하여 방한이 취소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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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동 수상이 희망하는 시기에 초청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건의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4.6.14. 주재국 외무성이 동 대사관 앞 구상서(6.8.)를 통해 한국 측이

Mulroney, Martin B. 캐나다 수상 방한, 1986.5.12-15.
전8권, V.1 사전교섭

| 86-0318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4 / 1 / 1~231(231p)

1986.5월 Martin B. Mulroney 캐나다 수상 방한 관련 방한 기간, 일정 등에 관한 양국 간 사전
협의에 관한 내용임.
1. 기간 확정
양국 정부는 Mulroney 수상의 방한 기간을 1986.5.12.~15.로 확정함.

- 1986.5.4.~6. 동경에서 개최되는 서방 7개국 정상 참석 후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
376

2. 방한 발표
캐나다 시간 1986.2.5., 한국 시간 1986.2.6. 동시 발표

3. 사전 협의단 방한
캐나다 외무부 Richardson 통상차관과 Montgomery 동아국장 등 일행이 1986.3.21.~26. 방한,
Mulroney 수상의 방한에 앞서 한국 측과 경제·정치 문제 전반에 걸쳐 사전 협의함.
Montgomery 캐나다 외무부 동아국장은 상기와는 별도로 1986.3.27. 외무부 미주국장을 면담.
한·캐나다 정상회담 및 총리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의제 등에 관해 협의함.

4. 캐나다 수상 방한 기간 중 야당 인사 면담 추진
캐나다 측은 Mulroney 수상 방한 기간 중 이민우 신민당 총재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이민우 총재
방미 일정 등으로 불가능하여 다른 야당 인사와의 면담을 추진함.
외무부는 캐나다 측에서 야당 인사를 접촉하는 경우에는 여당 인사도 접촉하여 균형을 취하도록
요청함.

Mulroney, Martin B. 캐나다 수상 방한, 1986.5.12-15.
전8권, V.2 경제관계 현안 사전협의 I

| 86-0319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4 / 2 / 1~120(120p)

1. 캐나다 외무부 Richardson 통상차관 및 Montgomery 동아국장 일행(11명)이 Mulroney 수상의 방한에
따른 사전 업무 협의차 1986.3.21.~26. 방한함.
2. Richardson 통상차관 일행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관계 부처 차관(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수산부, 동력자원부),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한·캐나다 민간 경협위위원장 등 면담
한·캐나다 관계 부처 간 실무회의 2회

캐나다 측 제기 사항

- 무역 역조 시정 및 한국 자동차 수출 자제 요청
- 캐나다 프로젝트 및 품목 구입 증대 요청
한국 측 제기 사항

- 섬유협정 재교섭, 항공 협력, 어업 협력, 과학기술 협력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한·캐나다 관계 부처 간 실무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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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roney, Martin B.캐나다 수상 방한, 1986.5.12-15.
전8권, V.4 의전 I

| 86-0320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4 / 4 / 1~150(150p)

Mulroney 캐나다 수상 방한 관련 의전 관련 자료 및 문서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캐나다 브라이언 멀루니 수상 내외분 공식 방한 영접 계획안
2. 멀루니 수상 프로필
378

3. 대통령 주최 만찬 참석자
4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보낸 의전 관련 공한
수행원 명단, 오·만찬 참석자 명단, 특별기 관련 사항, 주한 캐나다대사 주최 리셉션 초청자 명단
등 수록

Mulroney, Martin B. 캐나다 수상 방한, 1986.5.12-15.
전8권, V.5 의전 II

| 86-0321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4 / 5 / 1~212(212p)

1986.5월 Mulroney 캐나다 수상 방한 관련, 선발대 방한, 관계 부처 협조 요청 공문, 연설문
등 의전 관련 내용임.
1. 캐나다 선발대 방한
캐나다 최초 선발대가 방문 일정, 의전, 경호, 보급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1986.2.23.~26. 방한함.

- 최초 선발대는 숙소 후보 호텔, 국립묘지, 프레스센터, 국무총리실, 청와대 영빈관 등 행사장들을 답사함.
캐나다 2차 선발대가 1986.4.9.~11. 방한하여 한국 측과 공식 일정안을 확정하고, 취재 편의 제공

- 미결 사항인 수상 부인 별도 일정, 야당 당수 접견, 휠체어 세계 일주 여행자 상면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함.

2. 관계 부처 협조 요청
외무부는 주파수 사용, 특별기 이착륙 허가, 통신시설 설치, 취재 협조, 경호, 의료 지원, 행사
지원 등 제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관계 부처에 발송함.

3. 연설문
국무총리 주최 오찬 축배사,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 시 대통령 만찬사(소책자) 및 멀루니 수상의
만찬사(소책자),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주최 오찬 시 멀루니 수상 오찬사 등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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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보 관계 사항을 협의함.

Mulroney, Martin B.캐나다 수상 방한, 1986.5.12-15.
전8권, V.6 결과보고

| 86-0322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4 / 6 / 1~139(139p)

1. Mulroney 캐나다 수상이 1986.5.12.~15. 공식 방한한바, 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요 일정

-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 국무총리 예방 및 오찬
-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기조연설, 한·캐나다 경제인 공동 간담회
- 판문점 시찰, 기자회견
정상회담 시 협의된 주요 내용
380

- 한·캐나다 관계 심화 재확인, 대통령 서구 순방 결과 및 동경 서방7개국 정상회담 결과 논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동 인식, 한국 국내 정치 문제 관련 논의
Mulroney 수상의 기자회견 내용

- 방한 성과에 만족 표명,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음을 설명, 양국 간 교역의 확대 및 균형
요망

2. 방한 결과 자료
Mulroney 수상 방한 결과 보고, 국무총리 면담 요지, 주캐나다대사의 주재국 외무부 차관 면담
요록, 캐나다 외무부의 방한 결과 평가 등의 자료가 수록됨.

3. 기자회견 자료
캐나다 수상 기자회견 행사 기본 계획, 외무부차관의 캐나다 CBC-TV 회견 자료, 캐나다 수상이
기자회견 시 행한 Introductory Statement 등의 자료가 수록됨.

4. 언론 보도
Mulroney 캐나다 수상의 방한에 관한 한국 언론과 캐나다 언론의 보도 내용이 수록됨.

Mulroney, Martin B. 캐나다 수상 방한, 1986.5.12-15.
전8권, V.7 자료 I

| 86-0323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4 / 7 / 1~182(182p)

Mulroney 캐나다 수상 방한 관련 회담 및 면담 자료임.
1. 정상회담 자료
인사말씀(양국 관계 전반), 대통령 서구 순방 결과 설명, 국제경제 동향 및 국제정치 정세 개관
(동경 서방7개국 정상회담 결과 논의), 한반도 정세 설명,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소의 역할,
아시아 정세 현황, 태평양 협력, 최근 국내 정치 설명, 쌍무관계 협의 사항(한국 측 관심 사항)

3. 국무총리의 캐나다 수상 면담 참고자료
인적 사항, 방한 개요, 말씀 요지, 참고 사항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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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수상 부인 접견 시 영부인 말씀자료

나까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일본 수상 방한,
1986.9.20-21. 전3권, V.1 기본 문서

| 86-032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4 / 9 / 1~376(377p)

1.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1986.9.20.~21. 방한한바, 방한 경위는 다음과 같음.
1986.8.16.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주일대사에게 나카소네 수상이 86 아시아 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차 방한 의사가 있음을 전달함.
8.18. 스노베 특사가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카소네 수상의 방한 의향을 전달함.

- 전 대통령은 나카소네 수상의 생각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방한한다면 1박2일 정도의 일정으로 방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
382

8.23. 일본 측의 희망에 따라 대통령 명의 나카소네 수상 앞 친서를 통해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함.
8.26. 한·일 양국 정부는 나카소네 수상의 방한을 동시에 발표함.

2. 외무부는 1986.9.9. 대통령에게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영접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방한 일정 및 행사

- 9.20. 오전에 도착하여 국립묘지 헌화 후 대통령 예방, 오후에 아시아 경기대회 개막식 참석, 고궁 및
국립박물관 방문, 저녁에 대통령 주최 만찬 참석
- 9.21. 오전에 약 1시간 가량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3시에 이한
정상 회담

-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일본 측과 합의
홍보 계획

- 과도한 홍보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부각하는 것이 필요

3. 외무부는 정부 부처별 세부 업무 분담 사항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 공문으로 구체적 협조 요청 사항을
통보함.
4. 외무부는 나카소네 수상 방한 주요 행사 참석 범위 안을 마련함.
대통령 예방, 대통령 주최 만찬, 정상회담

5. 본 문건에는 다음의 영접 계획(안)이 수록됨.
개회식 귀빈 영접 계획(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일본 나카소네 수상 방한 영접 계획(총무처),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대신 각하 방한 영접 계획안(외무부)

나까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일본 수상 방한,
1986.9.20-21. 전3권, V.2 결과보고 및 언론보도

| 86-032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4 / 10 / 1~360(360p)

나카소네 일본 수상 방한 결과에 관한 외무부 작성 보고서 및 언론 보도 내용임.
1. 방한 결과 보고(1986.9월)
주요 활동

- 대통령 예방, 정상회담, 기자회견
방한 의의 및 평가

후속 조치

- 한반도 정세 인식 일치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간 협력 강화
- 재일 한국인의 지위 및 처우 개선 노력 경주
- 무역역조 시정 노력 강화 방향으로 추진

2. 1986.9.21. 나카소네 수상 기자회견 기록
아시안게임 개최 축하
전 문부상 발언 유감 표명
한반도 평화통일 및 평화유지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 의사 표명
지문날인 관련법 개정 조치 설명

3. 한·일 정상회담 경제 관계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로
1986.9.26. 개최됨.
부품개발 협력단 방한, Made in Korea Fair 개최, 수출촉진단 방일, 수입촉진단 방한, 경협차관
이행 문제, 간사이 공항 건설 참여, 대일 무역역조 시정, 한·일 경제통상장관 회담 개최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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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신시대 우호협력 관계의 공고화
-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 고양
-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인식 일치
- 양국 간 현안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 진전 확보

Rizal, Nagendra Prasad 네팔 전 수상 방한,
1983.12.12-18

| 86-0326 |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24 / 12 / 1~56(56p)

1. 방한 경위
Rizal 네팔 전 수상은 일본 방문 후 귀로에 한국을 방문하여 새마을 운동을 시찰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주네팔
대사의 건의로 외무부가 방한 초청함.

2. 방한 결과

384

1983.12.12.~18. 방한
방한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장관 대리 주최 오찬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새마을 시범부락 시찰
- 수원 삼성전자 공장, 동아견직 공장 시찰

Bista, Kirti Nidhi 네팔 전 수상 방한, 1986.4.25-29

| 86-032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25 / 1 / 1~97(97p)

1. 방한 경위
주네팔대사는 1986.2.11. Bista 전 수상이 최근 1986.4.7.~10. 동경에서 개최되는 Inter Action Council
(발트하임 전 유엔사무총장, 후쿠다 전 일본 수상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세계 전직 수상들의 회합으로 세계 평화,
안보, 경제개발 문제 등 협의) 연례총회 참석 계기 4~5일간 방한을 희망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수상이
1961년 이후 5회에 걸쳐 수상을 역임한 영향력이 큰 인사임을 감안, 방한 초청 건의
외무부는 3.7. 내부 건의를 통해 동인을 외무부 빈객으로 방한 초청키로 결정

Bista 전 네팔 수상(부인 동반)은 4.25.~29.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국무총리, 외무장관 예방, 신현확 전 총리(동경 개최 상기 연례총회 참석)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4.26.)
- 경주, 포항, 울산 시찰 및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4.27.~28.)

3. Bista 전 수상은 1986.4.26. 이원경 외무부장관과의 면담 시 한국과의 영사관계 수립 당시 수상이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므로 네팔의
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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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Algabid, Hamid 니제르 수상 방한 초청계획,
1983-85

| 86-0328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25 / 2 / 1 ~104(107p)

1. 방한 초청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83.9.16. 대니제르 외교활동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니제르 외무차관 및
내무차관을 포함, 장관 1명이 인솔하는 친선사절단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
니제르 외무성은 12.7. 구상서를 통해 친선사절단 방한 제의에 동의함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84.3.13. 니제르 출장 시 Oumarou 외상에게 친선사절단을 동 외상이
386

인솔하여 줄 것을 요망한 데 대해 동 외상은 방한 희망 의사를 표명했음을 보고

- 외무부는 4.20.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 송부
- 코트디브아르 주재 니제르대사관은 5.10. 구상서를 통해 동 초청을 수락하는 Oumarou 외상의 외무부장
관 앞 서한(1984.5.8.)을 송부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 이창호 참사관의 니제르 출장(5.21.~23.) 시 면담한 Algabid 수상은
1984.7월 하반기 중 방한 의사를 표명하고, Hama 외무성 정무국장은 동 수상의 방한 추진은
Kountche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외상 방한을 수상 방한으로 격상, 제의한 것은 한·
니제르 관계 강화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언급

외무부는
1984.6.1. 진의종 국무총리 명의의 동 수상 방한 초청장(1984.5.28.)을 송부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은
6.22. 니제르 외무성이 구상서를 통해 동 수상 방한 초청을 수락하고
1984.10월 중순 방한코자 하나 방한 가능 시기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음을 보고

2. 방한 연기 경위
니제르 외무성 Hama 정무국장은 1984.9.3. 최봉름 주코트디브아르대사에게 한국 측이 제시한 기간
중 방한 검토를 위해 일본 정부를 접촉했으나 나카소네 수상의 일정상 방일 접수가 불가능하여
한국 정부가 좋다면 11월 또는 1985.2월 중 한국만 방문하는 방안을 상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

- 외무부는 9.14. 동 시기는 확정된 외빈 방한 일정상 어려우므로 12월 초 방한 가능 여부 타진토록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지시
동 수상은 1985.6.27. 유종현 주니제르대사 면담 시 한국과 일본의 연계 방문을 고려했으나 85년에는
방한이 어려울 것이며 86년 중 고려해 보겠다고 언급

주니제르대사관은
1985.9.10. 주재국 외무성 정무국장이 Algabid 수상의 10월 하순 방한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해 왔음을 보고

- 외무부는 9.13. 국무총리 일정 및 예산사정 등에 비추어 연내 방한 실현은 불가능하며 당초 수상 측
희망대로 1986년도 사업으로 검토코자 함을 주니제르대사관에 통보

Lee Kuan Yew 싱가포르 수상 방한, 1986.6.25-28.
전3권, V.1 기본문서

| 86-032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5 / 3 / 1~283(284p)

1. 싱가포르 정부는 1986.1월 주일 싱가포르대사관의 외교공한을 통해 Lee Kuan Yew 수상의 6.25.~30.
방한 희망을 정부에 제의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수락함.
이후 5.29. 싱측은 방한 기간을 단축, 6.25.~28.로 수정 제의함.

2. Lee Kuan Yew 수상은 예정대로 1986.6.25.~28. 방한 후, 대만(구 자유중국), 필리핀을 순방하고 귀국
한바, 동인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주최 만찬

경제기획원장관
접견(숙소), 삼성전자 시찰, 경제 4단체장 공동주최 오찬,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면담

기자회견(숙소),
서울 종합운동장 시찰, 환송식(국무총리 내외 환송, 김포공항 옥내), 이한

3. 싱가포르 The Straits Times지는 1986.6.25. Lee Kuan Yew 수상의 방한 기사를 제1면에 3단 기사로
게재함.
양국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인 동시에 선진국과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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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도착 및 환영식, 숙소(신라호텔) 도착
국무총리 예방, 전두환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정상회담, 국무총리 내외 주최 오찬, 대통령 내외

Lee Kuan Yew 싱가포르 수상 방한, 1986.6.25-28.
전3권, V.2 의전

| 86-033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5 / 4 / 1~262(264p)

1986.6월 Lee Kuan Yew 싱가포르 수상 방한 관련 의전 준비사항에 관한 내용임.
1. 수행원
각료급 수행원 3명(법무장관, 문교장관, 상공담당 국무상)
기타 수행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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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2명
기자단 10명

2. 영접 준비 사항
숙소: 신라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
환영 장식

- 국기 게양: 게양기(정부종합청사, 시청 청사, 공항 청사, 숙소, 행사장), 담장기(정부종합청사, 광화문
양측), 가로기(시청~청와대 간, 공항 구내, 숙소 주변)
- 현판: 공항 청사, 광화문 전면, 숙소
기념품 제작

- 기록 영화: 국립영화제작소
- 기념 앨범: 문화공보부

3. 1986.6.26.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 만찬에의 참석범위 중 외교단 참석자
외교단장 대리: 미국대사
싱 수상 순방국 대사: 대만(구 자유중국) 대사, 필리핀대사 대리
아세안 및 영연방 대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영국, 뉴질랜드, 인도, 호주, 캐나다

Lee Kuan Yew 싱가포르 수상 방한, 1986.6.25-28.
전3권, V.3 자료

| 86-033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5 / 5 / 1~347(347p)

1986.6월 Lee Kuan Yew 싱가포르 수상 방한 관련 자료임.
1. 국빈 만찬(6.26.) 시 양국 정상의 만찬사 요지
한국

- 싱가포르 도심에 공사 중인 라플즈 시티 호텔은 급신장하는 양국 협력 관계의 현장을 확인하게 함.
- 양국이 같은 선발 개도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할 태평양 시대의 전개에 보다 적극적인
선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믿음.
-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함.
-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의 추구는 지속적인 대미 출초국가들을 겨냥한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가장 절실한 대응책임.

2. 한·싱가포르 정상회담(6.26.) 의제 관련 자료
국제 경제 동향 및 국제 정치 정세 개관
지역 정세 협의

-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구 중공)과 소련의 역할, 동남아 정세, 제3차 아세안
정상회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확대
싱가포르 측 거론 예상 사항에 대한 한국 측 입장

태평양
협력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게임 개최 협조 요청
86

대통령
구주 순방 성과 설명
최근의 국내 정치 정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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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Thatcher, Margaret 영국 수상 방한, 1986.5.2-4.
전2권, V.1 기본문서

| 86-0332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5 / 6 / 1~352(353p)

1. Margaret Thatcher 영국 수상이 1986.5.2.~4. 방한한바, 공식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5.2.(금)

- 김포공항 도착(특별기 편), 환영식, 숙소 향발(주한 영국대사 관저)
5.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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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헌화, 국무총리 예방, 대통령 예방 및 정상회담, 기자회견, 재한 영국 상공회의소 간부 접견,
국무총리 주최 오찬, 판문점 및 영국군 참전기념비 시찰,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 주한 영국대사 주최
리셉션
5.4.(일)

- 포항제철 및 포철 기술연구소 시찰, 유엔묘지 참배, 이한(동경 향발)

2. 수행원(50명)
공식 수행원(4명): 주한대사, 수상 비서실장, 공보수석 비서관, 비서관
비공식 수행원(8명), 기타 수행원(8명)
경호(3명)
기자단(27명)

3. 방한 결과(1986.5월 외무부 작성 대통령 앞 보고서 요지)
대처 수상의 방한 의의

- 한·영 간 실질 협력 관계의 대폭 강화 등 새로운 차원의 관계 발전이 기대됨.
- 대처 수상이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직전 방한한다는 점에서 서구 지도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국무총리 면담 시 협의 내용

- 한반도 안보정세
- 대통령 방영 후속조치
- 양국 간 경제협력
- 뉴라운드 등 국제경제 현안
종합 평가

- 동반자적 우호관계 심화 및 국제사회 상호협력 강화 기반 형성
- 한반도 문제 관련 대처 수상의 지원 확보
- 서방7개국 정상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발언권 신장에 기여

Thatcher, Margaret 영국 수상 방한, 1986.5.2-4.
전2권, V.2 자료

| 86-0333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서구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5 / 7 / 1~158(158p)

1. 영국 수상 방한 관련 국내 언론 보도
2. 영국 수상 방한 관련 자료
외무부 작성 방한 사실 발표 참고 자료
청와대 대변인 발표문

정상회담 참고 자료(전두환 대통령 발언 의제)
한국의 주요 정책 설명

- 한국의 유엔 가입, 남북한 교차 수교, 88 서울 올림픽
쌍무 관계 협의

- 외교적 협조 요청사항: 북한의 국제해사기구(IMO) 가입 저지 관련 협조 요청, 홍콩 장래 문제 관련 협조
요청, 미수교국 관계 개선 협조
- 무역 및 경제 협력 관계의 증진, 문화교류 증진
- 동경 서방 7개국 정상회담 관련 협조(한반도 문제, 국제 테러리즘 방지, 경제 분야)
영국 개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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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대통령의 4월 영국 방문에 이어 대처 수상의 방한은 영국 수상으로서는 최초의 방한으로서
한·영 양국 관계의 전통적인 우의와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1985.10월 대통령 명의 방한 초청장 발송(1986.5월 동경 서방7개국 정상회의 참석 전후에 방한토록
초청)
- 1985.12월 대처 수상, 방한 초청 수락 서한 송부

Lini, Walter H. 바누아투 수상 방한 초청계획,
1982-86

| 86-0334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5 / 8 / 1~102(102p)

1. 방한 초청
외무부는 1982.2.24. Walter H. Lini 바누아투 수상에 대한 유창순 국무총리 명의 방한 초청장(2.18.)을 주피지
대사관에 송부

- 1981.10월 바누아투는 북한과 수교
동 수상은 4.15. 유창순 국무총리 앞 서한을 통해 방한 초청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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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연기 경위
주피지대사는 1983.4.27. 바누아투 외무성이 Lini 수상의 7월 방한 희망 및 해상 경비선 1척
무상제공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

- 외무부는 5.4. 외빈 접수 일정상 동 기간 방한 접수가 어려우며 동 경비정 제공은 현 단계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음을 주피지대사관에 통보
주피지대사관은 1984.2.29. 바누아투 외무성은 동 수상의 4.23.~28. 방한 의사를 통보해 왔음을
보고

- 외무부는 3.5. 외빈 영접 일정상 동 기간 접수가 어려우며 1984.6.7.~16. 또는 7월 하순~8월 중 방한
교섭토록 주피지대사관에 지시
- 주피지대사관은 3.30. 바누아투 외무성은 한국 측 제안 일자에 방한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
주피지대사관은 1985.1.17. 바누아투는 남태평양 도서국가 중 유일한 비동맹 회원국으로 북한의
관계 확대 활동이 높은 지역임을 보고하면서 동 수상 방한 교섭 재개 여부에 대한 본부 지침
하달 건의

- 외무부는 1.22. 외빈 접수 일정상 가급적 8~9월 중 방한 추진토록 지시
바누아투 외무성은 1985.5.23. 동 수상이 1985.9월 중 방한키로 결정했음을 주피지대사관에 통보

- 외무부는 6.10. 9월 정기국회 개원 및 외빈 방한접수 일정 등으로 1986년 초 방한 추진토록 상부 재가를
득하였음을 주피지대사관에 통보하고 한국 측 사정을 바누아투 측에 정중하게 설명하고 86년 초 방한토록
양해를 구하도록 지시

KENGO Wa Dondo 자이르 수상 방한,1986.6.16-20.
전4권, V.1 사전교섭 I(1984-85년도)

| 86-0335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5 / 9 / 1~309(309p)

1. 외무부는 1985.3월 자이르 정부와 협의하여 Kengo 자이르(콩고민주공화국) 수상의 방한 일자를
5.23.~27.로 확정하고, 동 수상의 영접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하였으나, 자이르 측이 5.7. 자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외유 등으로 인해 Kengo 수상의 방한을 연기한다고 통보함.
2. 외무부는 1985.5.13. 주자이르대사에게 Kengo 수상의 방한 일정을 재조정할 경우, 국내 관련 일정 및
준비 등을 감안,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촉박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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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GO Wa Dondo 자이르 수상 방한, 1986.6.16-20.
전4권, V.2 사전교섭 II(1986년도)

| 86-0336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5 / 10 / 1~192(194p)

1. 외무부는 1986.4월 자이르(콩고민주공화국) 측 제의에 따라 Kengo 수상의 6.16.~20. 방한을 수락함.
외무부는 자이르 측 제의를 수락하기 전, 주자이르대사에게 Kengo 수상이 최근 방한 확정 후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한 바 있으므로 방한 시기에 변동이 없음이 확실시된 후에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보

2. Kengo 수상의 방한 준비와 관련하여 주자이르대사가 주재국 측과 협의하여 보고한 방문 준비 자료
394

및 영접 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방문 준비 자료

- 회담 시 희망 의제, 공동 발표 문안, Mobutu 대통령 친서 내용, 공식 만찬 시 Kengo 수상 답사, 경제
4단체장 만찬 시 Kengo 수상 연설문
- 수행원 명단, 입·출국 항공편, 숙소 등 관련 사항
영접 계획안

- 수상 약력, 수행원 명단, 영접 준비사항, 공식 체한 일정안, 국무총리 회담, 국무총리 내외 주최 만찬

KENGO Wa Dondo 자이르 수상 방한, 1986.6.16-20.
전4권, V.3 활동사항

| 86-0337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5 / 11 / 1~214(215p)

Kengo 자이르(콩고민주공화국) 수상이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1986.6.16.~20. 공식 방한한바, 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주요 일정
대통령 예방 및 훈장 수훈, 국무총리 회담 및 공식 만찬, 경제부총리 면담
경제 4단체장 만찬, 포항제철, 새마을 시범부락 및 올림픽 경기장 시찰, 경주 관광
395
자이르 측은 한국 민간기업의 자이르 경제개발 참여 희망, 한반도 문제와 관련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 계속 지지 재확인
한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이르 정부의 이해와 지지에 사의 표명, 경제 발전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지원 용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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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리 회담 결과

KENGO Wa Dondo 자이르 수상 방한, 1986.6.16-20.
전4권, V.4 자료

| 86-0338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6 / 1 / 1~192(192p)

Kengo 자이르(콩고민주공화국) 수상의 1986.6.16.~20. 방한 관련 외무부 및 관련 부처 작성
자료임.
1. 외무부 관련 실국 작성 자료
2. 국무총리 말씀 자료, Kengo 수상 부인 접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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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engo 자이르 수상 접견 자료(청와대, 정무1), 자이르 공화국 수상 부인 영부인 접견 자료
4. 자이르 수상의 부총리 예방 관련 자료(경제기획원)

이원경 외무장관 호주 방문계획, 1984-85

| 86-0339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6 / 2 / 1~26(26p)

1. 주한 호주대사는 1985.3.5.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면담, 호주 외무장관의 자국 방문 초청 서한을 전달함.
2. 상기와 관련, 외무부는 1985.4.3. 주호주대사를 통해 주재국 외무장관에게 방문 초청을 수락하는
이원경 장관의 서한을 전달하고 호주 방문 시기 등에 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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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경 외무장관 필리핀 방문, 1986.5.19-21.
전2권, V.1 기본문서

| 86-034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6 / 3 / 1~272(272p)

1.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아키노 신정부와 관계 강화를 위하여 1986.5.19.~21.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을 공식 방문한바,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요 일정

- 아키노 대통령 예방, 라우렐 부통령 겸 외무장관 면담, 콘셉션 상공장관 면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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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신정부와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지속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
- 필리핀 신정부 지도자들의 대한국 우호 관계 증진 희망을 확인
- 필리핀은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지원과 협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적극적 수용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관측
향후 대책

- 아키노 대통령 및 라우렐 부통령 방한 추진
- 필리핀 정부와 협의, 경제 협력 방안 검토

2. 외무부는 1986.5월 상기 방문 결과를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에게 각각 설명함.
주미대사는 5.14.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로부터 슐츠 국무장관의 필리핀 방문 결과
(1986.5.8.~10.)를 청취한 바 있음.

3. 동 방문과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 및 필리핀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이 수록됨.

이원경 외무장관 필리핀 방문, 1986.5.19-21.
전2권, V.2 자료

| 86-034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6 / 4 / 1~189(189p)

이원경 외무부장관(대통령 특사)의 필리핀 방문 관련 자료임.
1. 외무부 작성 자료
아키노 대통령 예방 자료
한·필리핀 외무장관 회담 자료
필리핀 외무장관 주최 만찬 시 답사

3. 슐츠 미 국무장관 필리핀 방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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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사 방문 관련 자료(주필리핀대사관 작성)

이원경 전 외무장관 필리핀 방문, 1986.11.21-24

| 86-034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6 / 5 / 1~18(18p)

1. 이원경 전 외무부장관은 필리핀 라우렐 부통령 겸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1986.11.21.~24. 필리핀을
방문함.
1986.10월 라우렐 부통령 방한 시 이원경 장관을 구두 초청
라우렐 부통령은 10.28. 이원경 전 장관에‘ASEAN Invitational Golf Tournament’행사 참가 겸
필리핀 방문을 위해 방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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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우렐 부통령 겸 외무장관은 1986.10월 노신영 국무총리에게도‘ASEAN Invitational Golf Tournament’
행사에 초청하는 서한을 송부한바, 국무총리는 국내 일정상 참가하지 못함.

이상옥 외무차관 카타르 방문, 1986.7.4-6

| 86-034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26 / 6 / 1~116(116p)

1. 이상옥 외무부차관은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반한 책동 저지를 위한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1986.7.4.~6. 카타르를 방문, Ahmed 외무담당 국무상을 면담함.
동 국무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카타르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전제하고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한국 입장 지지 발언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함.

2. 카타르 현지 언론은 이상옥 차관의 방문 관련 사항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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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경 외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1986.7.30-8.17.
전3권, V.1 사전준비

| 86-034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26 / 10 / 1~362(362p)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아프리카 5개국 방문 계획 및 각 방문 대상국과의 일정 관련 협의 내용임.
1. 방문 대상국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나이지리아, 코트디브아르, 라이베리아, 세네갈

2. 방문 목적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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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정세 설명, 주요 핵심 비동맹 우방국과의 우호관계 강화,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의
(1986.8.25.~9.2.) 대비, 제41차 유엔 총회 대책 협의,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성원
요청, 각종 협정 서명

3. 방문 일정
출장 기간

- 1986.7.30.~8.17.
국별 일정 및 면담 예정 인사

- 자이르(8.3.~5.): 대통령, 수상, 외무장관
- 나이지리아(8.5.~8.): 대통령, 외무장관, 국가기획성 장관
- 코트디브아르(8.8.~10.): 대통령, 외무장관
- 라이베리아(8.10.~12.): 대통령, 외무장관
- 세네갈(8.12.~14.): 대통령, 외무장관 대리

이원경 외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1986.7.30-8.17.
전3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86-034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26 / 11 / 1~266(266p)

1.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6.8.3.~14.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한바, 1986.8월 외무부가 작성한 대통령
앞 순방 결과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요 일정

- 콩 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8.3.~5.), 나이지리아(8.5.~8.), 코트디브아르(8.8.~10.), 라이베리아
(8.10.~12.) 및 세네갈(8.12.~14.)을 각각 방문, 방문국 대통령들을 예방하고 동 국가의 외무장관들과
회담을 가짐.
주요 성과

국별 사항

- 콩고민주공화국 만둥구 외상 방한 초청 수락, 한·콩고민주공화국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 나이지리아 바방기다 대통령 방한 초청 수락, 주한 상주공관 설치 약속
- 한·코트디브아르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무역협정 서명
- 라이베리아의 확고한 한국 지지 입장 재확인
- 세네갈과의 농업 분야 협력 증진 합의
종합 관찰

- 방문국의 대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우위 확보
- 비동맹·유엔 및 88 올림픽 관련 지원 확보
- 실질 협력 관계 증진

2. 본 문건에는 상기 방문 관련 다음 자료가 포함됨.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자이르 외무장관 간에 서명된 한·콩고민주공화국 공동성명(원본)
방문국 현지 언론 기사

-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코트디브아르, 세네갈
만찬사

-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장관 만찬사 및 이원경 장관 답사,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만찬사 및 이원경 장관 답사
외무부장관 방문결과 보고(주라이베리아대사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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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친서 전달, 한반도 최근 정세 설명 및 한국의 평화 통일 노력에 대한 지지 획득, 88 올림픽 준비
상황 설명 및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확보,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약속, 경제 협력 강화
- 한·콩고민주공화국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한·코트디브아르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무역협정 서명

이원경 외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1986.7.30-8.17.
전3권, V.3 자료

| 86-034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27 / 1 / 1~268(268p)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아프리카 5개국 방문 관련 자료임.
1. 외무부장관 코트디브아르 방문 자료(책자)
2. 방문국 주재 대사관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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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무부 관련 실국 작성 자료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1 기본계획 및 국별교섭 I

| 86-034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27 / 2 / 1~187(187p)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서남아 4개국 방문 기본 계획과 이에 따른 파키스탄과의 교섭 내용임.
1. 기본 계획
방문 대상국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방문 목적

- 정상외교 성과 제고, 방문 대상국과의 실질 관계 심화, 짐바브웨 비동맹 정상회의(1986.8월) 대비
- 파키스탄: 6.14.~17.
- 방글라데시: 6.17.~19.
- 스리랑카: 6.19.~21.
- 몰디브: 6.21.~23.
방문 계획 발표: 1986.6.7.

2. 국별 교섭(파키스탄)
파키스탄 측과 협의, 확정한 주요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음.

- 6.14. 신드 주지사 예방, 콰이디잠 묘소 참배
- 6.15. 외무장관 회담, 수상 예방, 대통령 예방 및 만찬
- 6.16. 난민촌 방문, 북서 변경 주지사 예방, 대사 주최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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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방문 일정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2 국별교섭 II

| 86-034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27 / 3 / 1~243(246p)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서남아 4개국 방문과 관련하여 국가별(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교섭 내용임.
1.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측과 협의, 확정한 주요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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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외무장관 예방, 제1차 합동위 회의(외무장관 회담) 개최, 외무장관 주최 만찬
- 6.18. 대통령 예방, 공업장관 예방 및 투자보장 협정 서명
방글라데시 측은 합동위 개최 후 합의의사록 서명을 희망하였으나, 한국 측의 제의에 따라 Joint
Press Release를 발표하기로 함.

2. 스리랑카
스리랑카 측과 협의, 확정한 주요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음.

- 6.20. 외무장관 회담, 대통령 예방, 외무장관 주최 만찬
외무부는 1986.6.4. 주스리랑카대사 앞 전문으로 타밀 사태가 고조일로에 있는 시점에 외무부장관의
방문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문의하면서 방문 연기 가능성을 시사함.

- 주스리랑카대사는 예정대로 방문할 것을 간곡히 건의

3. 몰디브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6.4.23.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회의 참석차 방한한 Zaki 몰디브
외무수석차관을 면담하고 외무부장관 방문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한바, 몰디브 측이 작성한 다음
일정안에 잠정 합의함.

- 외무장관 회담, 외무장관 주최 만찬
- 대통령 예방, 국회의장 예방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86-034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27 / 4 / 1~212(212p)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서남아 4개국 방문 결과 및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서남아 4개국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요 일정

- 파키스탄(1986.6.14.~17.), 방글라데시(6.17.~19.), 스리랑카(6.19.~22.), 몰디브(6.22.~23.) 등 서남아
4개국을 공식 방문
- 방문국 대통령, 수상을 예방하고 각국 외무장관과 회담
- 한반도 정세 설명 및 한국의 평화 통일 노력에 대한 지지 확보
- 방문국은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 노력 평가 및 지원 약속
- 방문국은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약속
-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과의 협력 도모
- 경제 협력 강화
종합 관찰

- 방문국의 대남·북한 관계에 있어 우위 확보
- 비동맹·유엔 및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관련 지원 확보
- 방문국과의 경제·기술협력 및 상품 수입 증대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통하여 외교 목표 달성 및
실리 추구

2. 외무부는 1986.7월 방문국 주재 공관을 통해 상기 4개국 방문 시 예방 및 면담 인사에 대한 감사 서한을
송부함.
3.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서남아 4개국 방문 후속조치를 취함.
주한 EC국가 대사 8명에게 방문 성과 브리핑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한 인도대사에게 스리랑카 방문 중 논의된 타밀 문제 관련 사항 설명
관계 부처 등에 서남아 4개국 방문 시 협의된 사항 중 각 부처 소관 사항을 통보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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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4 연설문 및 언론보도

| 86-035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27 / 5 / 1~175(175p)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서남아 4개국 방문 관련 연설문, 언론보도 내용, 기자회견 자료임.
1. 연설문
파키스탄

- 파키스탄 외무장관 주최 만찬 답사, 난민촌 방문 시 외무부장관 격려사
방글라데시
408

- 한·방글라데시 합동위 회의 시 양국 외무장관의 개회사,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주최 만찬 답사
스리랑카

- 스리랑카 외무장관 주최 만찬 답사

2. 언론 보도
서남아 4개국 방문 시 국내 및 방문국 현지 언론 보도

3. 기자회견 자료
방문국별 기자회견 자료(영문)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5 자료 I

| 86-035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27 / 6 / 1~323(323p)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스리랑카, 몰디브 방문 시 예방 및 면담 자료, 외무장관 회담 자료임.
1. 스리랑카
대통령 예방 자료, 외무장관 회담 자료
스리랑카 방문 자료(주스리랑카대사관 작성)

2. 몰디브

40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외무부장관 몰디브 공식 방문 자료
몰디브 방문 자료(주스리랑카대사관 작성)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6 자료 II(파키스탄)

| 86-035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27 / 7 / 1~248(248p)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시 예방 및 면담 자료, 외무장관 회담 자료임.
1. 외무장관 회담 자료, 대통령 및 총리 예방 자료
2. 한·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영문자료
410

3. 파키스탄 방문 자료(주파키스탄대사관 작성)

이원경 외무장관 서남아 순방, 1986.6.14-23.
전7권, V.7 자료 III

| 86-035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27 / 8 / 1~248(248p)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서남아 4개국 방문 자료임.
1. 서남아 4개국 방문 공통 자료
2.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공식방문 자료, 대통령 예방 자료
방글라데시 방문 자료(주방글라데시대사관 작성)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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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z, Leopold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방한계획,
1986

| 86-0354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27 / 9 / 1~17(17p)

1. 외무부는 1986.2.20.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해 Gratz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 서한을
전달함.
2. Gratz 외무장관은 1986.6월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이원경 외무부장관 앞 회신에서
자신의 외무장관직 사임으로 방한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보함.
412

Tsering, Dawa 부탄 외무장관 방한, 1986.9.18-24.
전2권, V.1 기본문서

| 86-035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7 / 10 / 1~190(190p)

Dawa Tsering 부탄 외상이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1986.9.18.~24. 공식 방한함.
1. Tsering 외상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용인 민속촌 관광, 아시안게임 대표단 환영 리셉션
국립묘지 헌화,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국무총리 주최 리셉션
86 아시안게임 경기 참관

2. 외상 회담 개최(1986.9.22.) 주요 결과
국제 무대에서 부탄의 한국 입장 지지 약속 확보
부탄과의 수교 기반 조성

- 수교 원칙에 동의, 향후 2년간 실질관계 증진 과정을 거쳐 수교 용의 표명
- 9.23. 주한 부탄 명예총영사 임명 예정(이명박 현대건설 사장)
한국은 부탄에게 50만 달러 경제지원 약속

3. 외무부는 Tsering 외상의 방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비동맹 등 국제 무대에서 한국 입장 계속 지지 확보
수교 기반 조성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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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시찰, 외상 회담, 외무부장관 대리 주최 만찬
현대 인천제철소 시찰,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예방, 부탄 명예총영사관 개관 리셉션

Tsering, Dawa 부탄 외무장관 방한, 1986.9.18-24.
전2권, V.2 자료

| 86-035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실

MF번호

2016-27 / 11 / 1~248(248p)

1986.9월 Dawa Tsering 부탄 외무장관 방한 관련 자료임.
1.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쯔링 외상 면담 자료(외무부 작성)
양국 간 협력 관계 평가 및 조속한 수교 희망

- 부탄은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점진적 추진을 바라며 수교 전 주한 부탄 명예총영사 임명을 희망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414

- 부탄은 유엔, 비동맹 등에서 한국 입장 지지 발언
부탄의 최초 아시안게임 참가에 관한 언급

- 좋은 성과 염원
주한 부탄 명예총영사 임명

- 쯔링 외상이 방한 기간 중 이명박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에게 임명장 수여
경제 협력

- 부탄의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중 매년 10만 달러의 무상원조 제공 결정

2. 대통령, 국무총리의 쯔링 외상 접견 자료(외무부 작성)
조속한 수교 희망, 국제 무대에서 계속적인 지원 요망,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당부
한국의 대부탄 수교 추진 방침

- 한국은 인도·부탄 간의 특수 관계를 고려, 대부탄 수교에 소극적이었으나 1985.11월 북한의 대부탄
수교 제의를 감안, 수교 추진을 결정함.
- 부탄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이고 북한과의 수교 의사가 없으므로 북한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함.
- 양국 간 실질 관계 강화를 통해 단독 수교 기반을 조성함.

Mohamed BOLKIAH 브루나이 외무장관 방한,
1986.7.2-4. 전2권, V.1 기본문서

| 86-035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8 / 1 / 1~299(299p)

Mohamed Bolkiah 부루나이 외무장관의 1986.7.2.~4. 공식 방한 관련 기본 문서, 결과 보고,
서한 등에 관한 내용임.
1. 기본 문서
외무부는 주브루나이대사관을 통해 Bolkiah 주재국 외무장관 방한 일정, 외무장관 회담 의제 및
의전 관련 사항을 협의함.
외무부는 1986.6.23. Bolkiah 브루나이 외무장관 방한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함.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 회담 및 공식 만찬
외무장관 회담

- 브루나이 측은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및 남·북한 유엔 가입 지지 재확인, 아세안의 캄보디아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 제5차 브루나이 경제개발 계획에 한국 업체 참여 요청
본 보고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됨.

- 외무장관 회담 면담 요록, 한·브루나이 외무장관 회담 자료, 한·브루나이 외무장관 회담 결과 보고

3. 서한
Bolkiah 브루나이 외무장관은 1986.7월 이원경 외무부장관 앞으로 감사 서한을 보냄.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결과 보고

415

Mohamed BOLKIAH 브루나이 외무장관 방한,
1986.7.2-4. 전2권, V.2 자료

| 86-035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8 / 2 / 1~281(281p)

Bolkiah 브루나이 외무장관 방한 관련 자료임.
1. 한·브루나이 외무장관 회담 자료
2. 외무부 관련 실국 작성 자료
416

3. 관계 부처 작성 자료

Bedregal Guitierrez, Guillermo Luis 볼리비아
외무장관 방한, 1986.11.22-26

| 86-035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의전과

MF번호

2016-28 / 3 / 1~336(336p)

1. 방한 경위
Guillermo Luis Bedregal Guitierrez 볼리비아 외무장관은 1986.11.17.~22. 일본 공식 방문 기회에 방한을 희망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

2. 방한 일정

판문점 및 땅굴 시찰, 삼성전자 및 대우중공업 시찰, 종합운동장 시찰, 국립박물관 등 관람

3. 한·볼리비아 외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변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 증진 방안, 볼리비아 대통령 방한 문제,
한국의 대볼리비아 이민 진출 확대, 볼리비아의 대북한 관계 증진 자제, 볼리비아의 마약 불법 거래 방지 회의
의장국 입후보에 대한 지원 문제

4. 본 문건에는 Bedregal 외무장관 방한 시 면담요록 및 면담자료가 수록됨.
면담요록

- 대통령의 Bedregal 외무장관 접견록, 한·볼리비아 외무장관 회담 요록
면담자료

- 한·볼리비아 외무장관 회담 자료, 대통령 예방 자료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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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1.22.~26. 방한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 회담, 경제기술협정 서명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 만찬, 부총리 주최 오찬

Valdez Anes, Jorge 볼리비아 외무차관 방한,
1986.9.14-17

| 86-036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28 / 4 / 1~89(89p)

1. Jorge Valdez Anes 볼리비아 외무차관이 1986.9.14.~17. 공식 방한함.
2. Valdez 차관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장관 및 차관 면담,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삼성전자, 판문점 시찰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외무부 미주국장 주최 만찬
418

3. Valdez 차관의 외무부장관(9.16.) 및 차관(9.15.) 면담 시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함.
북한과의 관계는 동결 상태임.
볼리비아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함.

카메룬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4-86

| 86-0361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6-28 / 5 / 1~65(65p)

1. 외무부는 1984.3월 주카메룬대사관을 통해 Mbog 카메룬 외무장관에게 방한 초청장을 전달한 데
이어, 8월 Eteki 신임 외무장관에게 방한 초청장을 다시 전달함.
2. Eteki 외무장관은 1986.9월 초순 유엔 총회 참석 기회에 방한을 희망한 바 있으나, 방한이 실현되지
않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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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ah, Moumin Bahdon 지부티 외무장관 방한,
1986.3.27-31

| 86-036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6-28 / 6 / 1~164(164p)

1. 방한 경위
지부티 측이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Farah 장관의 중국(구 중공), 일본 방문 기회에 방한을 제의
한바, 외무부는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방한을 수락함.

2. 방한 일정

420

1986.3.27.~31. 비공식 방한
외무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예방
대한상의 회장, 수출입은행장 면담 및 대우, 삼환 등 업계 대표 면담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5-86

| 86-0363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28 / 7 / 1~122(123p)

1. 외무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희망에 따라 Vega Imbert 외무장관의 1985.6.19.~22. 방한을 접수키로 하고,
방한 일정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였으나 도미니카 측은 1985.6.3. 대통령의 지시로 동 외무장관의
방한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해 옴.
도미니카 측은 대신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의 방한을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6.10월 도미니카공화국 신정부(1986.8월 출범) 수립과 함께 취임한 Cabral 외무장관에게
방한 초청 서한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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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Vidal Espaillat, Luis Felipe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차관 방한, 1986.1.12-15

| 86-036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28 / 8 / 1~125(125p)

1. 방한 경위
Luis Felipe Vidal Espaillat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차관은 1986.1월 극동 국가 방문 기회에 방한을 희망

2. 방한 일정
1986.1.12.~15. 방한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삼성전자 시찰 등
422

3. 한·도미니카 외무차관 회담 시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측

- 한반도 정세 및 남북 관계 설명, 주한 상주대사 조속 임명 요청, 현지 진출 한국 업체에 대한 도미니카
정부의 지원 요청
도미니카 측

- 한국의 무상원조, 기술협력 및 합작투자에 대한 사의 표명,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계속 지지 표명,
문화·스포츠 교류 증대 희망

Bariani, Didier 프랑스 외무담당 국무장관 방한,
1986.6.7-10

| 86-036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28 / 9 / 1~70(70p)

1. 방한 경위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 특사 자격으로 방한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986.6.9.~10. 개최된 한·불 경제협력 세미나에
수석대표로 참석

2. 방한 일정

외무 및 내무 위원장 예방,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 헌화 및 올림픽 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3. Bariani 국무상의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시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전두환 대통령의 방불은 정치, 외교, 경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임(미테랑 대통령 및 시라크 수상의 친서 전달).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 대한 거부권 불행사, 아시아 평화를 위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전 대통령의 소련에 대한 요청 사항이 소측에 잘 전달되도록 미테랑 대통령에게 확인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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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6.7.~10. 방한
방한 기간 중 한·불 경제협력 세미나 참석, 대통령, 외무부장관, 통일원장관, 서울시장, 국회

과테말라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1983-86

| 86-0366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28 / 10 / 1~172(172p)

1. 외무부는 과테말라 외무성과 협의, Andrade 외무장관의 방한 기간을 1985.5.29.~31.로 확정하고, 동
외무장관의 방한 접수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였으나, 과테말라 측이 1985.5.13. 자국 국내 사정을
이유로 Andrade 장관의 방한 연기를 통보함.
2. 외무부는 1986.6월 주과테말라대사를 통해 주재국 신정부(1986.1월 출범)의 Mario 외무장관에게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424

Mochtar, Kusumaatmadja 인도네시아 외상
방한, 1986.6.3-5

| 86-036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8 / 11 / 1~454(454p)

1. 방한 경위
1985.12월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1986.6.3.~5. 방한함.

2. 방한 결과
수행원

- Soedarbo 외무성 아·태국장,  Joeda 경제협력국장, Munawar 비서관
주요 방한 일정

3. 한·인도네시아 외상회담 결과
지역 정세 협의

- 한국 측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정세와 남북대화 추진 노력 등 설명
- 인도네시아 측은 미·월남 관계개선을 통한 캄보디아 사태의 새로운 해결방안 및 87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의 당면과제 등 설명
유엔 및 국제기구 협력

-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의 남북한 유엔 가입 방안에 대해 유의, 검토 약속
양국 정무 관계

- 양국 외무성 간 고위정책협의 연례화 합의
양국 경제 관계

- 한국 측은 대인도네시아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인도네시아 측 연계 수입 의무 완화 요청
- 양측은 관련 상사 간 협의를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도입가격 문제의 원만한 해결 희망
- 인도네시아 측은 항공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조기 체결 적극 검토 약속
태평양 협력

-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HRD) 계획 사업별 참여 환영 및 구체적 사업 제시 요망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 양측은 양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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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예방, 외상 회담, 국무총리 주최 오찬, 대통령 예방, 올림픽경기장 시찰,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6.4.)

Corti, Bruno 이탈리아 외무차관 방한,
1986.3.9-12

| 86-036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28 / 12 / 1~148(148p)

1. 방한 경위
Corti 외무차관은 1985.12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이탈리아 경제합동위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협의를 위해 1986.3.9.~12. 방한함.

2. 방한 결과
수행원
426

- Pennarola 외무성 경제국 아주과장, Pacificio 차관비서관, Ferri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무관(동경 상주)
- 동 차관의 한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주 순방계획의 일환으로 경제사절단(기업인 16명) 대동
주요 방한 일정

- 올림픽경기장 시찰,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만찬(3.10.),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체신부 차관 면담,
한·이탈리아 민간경협위위원장 주최 오찬, 국방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주한 이탈리아
대사 주최 만찬(3.11.), 외무부장관, 교통부장관 예방, 정주영 전경련 회장 주최 오찬, 한전 사장 예방
(3.12.)
제2차관보와의 면담 결과

- 이탈리아 측은 1985.12월 제2차 합동위 시 한국 측이 제의한 한국 기능공 고용 문제와 관련 GI 등 이탈리아
건설회사 등이 한국 업체와 접촉 중이라고 설명
- 또한, 서울에 이탈리아 무관 상주 결정 및 이탈리아 문화원 개설 검토 중임을 설명하고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 희망
- 한국 측은 프랑스, 독일, 스위스 기업의 대한국 진출은 상당한 수준이나 이탈리아는 경제 규모에 비해
대한국 진출이 미미하므로 대한국 투자 확대를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지원을 요망하고 양국 간 항로 개설을
위해 양국 정부가 각 항공사에 적극적인 설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

Blamo, John Bernard 라이베리아 외교장관
방한, 1986.11.12-15. 전2권, V.1 기본문서

| 86-036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8 / 13 / 1~199(201p)

1. 방한 경위
Blamo 외교장관은 1986.8월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라이베리아 방문 시 방한 초청에 따라 1986.11.12.~15.
공식 방한함(부부동반).

2. 방한 결과
수행원

- Bull 외무성 아시아·아프리카 차관보, Wreh 의전차장
- 국립묘지 헌화, 외상 회담,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대우 방문, 최광수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
(11.13.), 대통령 내외 예방, 판문점 시찰, 국무총리 예방, 주한 라이베리아대사 주최 리셉션(11.14.),
삼성전자 시찰, 한·라이베리아 친선협회장 주최 오찬(11.15.)

3. 양국 외상회담 결과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정세

- 한국 측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저의, 한반도 최근 정세, 한국의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정책
등 설명
- 라이베리아 측은 북한의 댐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지적 및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지지
아프리카 정세

- 라이베리아 측은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분쟁, 차드 내전, 수단 내분, 남아공 문제 등 아프리카 지역
분쟁의 역사적 배경(과거 식민주의) 및 본질적 원인(경제사회개발 낙후) 설명
- 한국 측은 아프리카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원,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철폐 및 나미비아 조속
독립 지지 입장 표명
양국 관계

- 라이베리아 측은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녹색혁명 운동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경협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합동위 설치 제의
- 또한, 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 제의는 방해 저의라는 입장 표명
- 한국 측은 남남협력 정신에 입각, 민간 차원의 경협 증대를 위한 공동노력 다짐 및 올림픽문제 관련 한국
입장 지지에 사의 표명
- 양측은 한·라이베리아 합동 경제위원회 설립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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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한 일정

Blamo, John Bernard 라이베리아 외교장관 방한,
1986.11.12-15. 전2권, V.2 자료

| 86-037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9 / 1 / 1~143(143p)

1. 본 문건에는 Blamo 라이베리아 외상의 1986.11월 방한 계기 작성된 양국 외상회담 자료 및 Talking
Points, 양국 외무장관 만찬사(11.13.), 외상회담 요록(11.13.), 국무총리 면담요지(11.14.) 등이 수록되어
있음.
2. 동 외상회담 한국 측 자료의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428

인적 사항
체한 일정 및 수행원 명단

면담
자료

- 인사 말씀
- 정세 평가(국제 정세 일반, 아프리카 정세,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 정세)
- 양국 관계(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조, 통상 및 경협 증대,
88 올림픽 적극 참여, 녹색혁명에 한국 참여, 유·무상 원조 등)
- 맺는 말씀
라이베리아 개황

ABDUL KADIR bin Haji Sheikh Fadzir 말레이시아
외무부 부장관 방한, 1984-86

| 86-0371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9 / 2 / 1~142(142p)

1. 방한 개요
1984.10.17.~20. 비공식 방한
방한 목적

- 동 부장관 선거구 내 개발사업 관련 한국 새마을사업 및 양어장 시찰 등
주요 방한 일정

- 외무부차관,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86.10.17.), 수산청 방문, 모범 새마을 부락 시찰,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10.18.), 양어장 시찰(10.19.)
- Kadir 부장관은 10.17. 외무부장관 예방 시 마하티르 수상은 종래의 서구 편중 정책을 지양하고 한국과
일본을 모방하는 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수상이 최근 일본의 대말레이시아 기술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표명한 바 있다고 하고, 말레이시아 기업인들 중에 상당수가 동일한 불만을 한국 측에도
표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양국 정부가 노력해 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개진
- 외무부장관은 1983~86년 약 400명의 말레이시아 연수생 방한 교육 실적, 페낭가교를 건설 중인 현대
건설의 현지인 교육 등에 관해 설명

2. 동 부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도중 경유차 1985.11.13.~14., 1986.10.20.~22. 각각 비공식 방한함.
방한 중 1985.11.14.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참석, 1986.10.21. 외무부장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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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사항

Ahmed Ould MINNIH 모리타니 외무협력장관
방한초청계획, 1982-86

| 86-0372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6-29 / 3 / 1~34(34p)

1. 주모리타니대사대리는 1982.1.14. 방한 초청되었던 전임 외상 경질로 신임 Minnih 외상에 대한 외무부
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 송부를 건의함.
외무부는 1.18. 노신영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장 송부

2. 동 외상은 1984.1.25. 주모리타니대사 면담 시 방한 시기로 6~7월경이 적당할 것으로 보나 상세는
추후 재협의할 것을 희망함.
430

동 외상은 6.21. 김성식 주모리타니대사 면담 시 1984년 유엔 총회 참석 시기 전후 방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3. 모리타니 외무성 Haye 아중동국장은 1986.3.5. 이두복 주모리타니대사 면담 시 외무장관 명의
초청장 재발송을 요청함.
외무부는 3.27.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장 송부

4. Haye 국장은 1986.8.31. 이두복 대사에게 한국 외무부장관 교체에도 불구 Minnih 외상에 대한 방한
초청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유엔 총회 참석 전 9월 하순~10월 초순 방한 일정 구상 단계에 있다고
언급함.
외무부는 9.3. 방한을 환영하나 외무부장관의 유엔 방문 일정으로 10.10. 이후 방한이 바람직하며,
동 외상 사정으로 외무부장관 부재중 방한할 경우 외무부차관이 장관대리로서 영접 방침임을
주모리타니대사관에 통보

5. Minnih 외상은 1986.9.28. 이두복 대사에게 한국 측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명하고, 11월 모리타니에서
개최되는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정상회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1987년 중 방한 실현 방침임을
설명함.

Ibrahim Hussain ZAKI 몰디브 외무차관 방한,
1986

| 86-037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29 / 4 / 1~50(50p)

1. Zaki 몰디브 외무차관의 1986.3.22.~25. 방한 관련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방한 목적

- 몰디브 진출 희망 수산 업체 접촉, 86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단 지원 문제 등 협의
방한 일정

- 도착(3.22.), 수산 업계 대표 면담 및 오찬(3.23.),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서울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수산청 차장 면담, 주스리랑카대사 주최 비공식 만찬(3.24.), 이한(3.25.)
Zaki 외무차관은 수산청 차장 면담 시 한국 수산 업체에 대한 75해리 이내 조업 가능 요청에 대해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고려 여부 문의

2. 동 차관(몰디브 NOC 재무관 겸임)은 1986.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ANOC(국가올림픽연합회) 회의 참
석차 4.21.~25. 재방한함.
동 차관은 4.23. 이상옥 외무부차관을 예방,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몰디브 방문 문제,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 및 양국 관계 등에 관해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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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역 조업은 몰디브인에게도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
동 차관은 서울 아시안게임 조직위 사무차장 면담 시 86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소국 및

Nkomba, Ronald Norman Levi 말라위 외무차관
방한, 1986.11.16-21

| 86-037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29 / 5 / 1~242(242p)

1. Nkomba 말라위 외무차관이 1986.11.16.~21. 공식 방한함.
동 차관은 말라위 외교 실무 최고 책임자(외무장관은 대통령이 겸임)

2. Nkomba 외무차관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장관 및 차관 예방, 산업 시찰(울산 및 구미), 경주 관광,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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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kade, Iwan 네덜란드 외무차관 방한초청계획,
1984-86

| 86-0375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29 / 6 / 1~24(25p)

Iwan Verkade 네덜란드 외무차관은 1984.7월 외무부차관 명의로 방한 초청된 이후, 수차에
걸쳐 방한 희망을 표명하였으나, 네덜란드 외무부 내 사정으로 방한을 연기하여 오던 중
1986.6월 정년 퇴임함에 따라 방한이 실현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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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ek, Haitham bin 오만 외무성 정무차관 방한,
1986.9.19-23

| 86-037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근동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6-29 / 7 / 1~221(223p)

1. 방한 경위
외무부는 1985.5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대책의 일환인 핵심 비동맹 우방국 확보를 위해
오만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을 방한 초청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함.
주오만대사는 1986.1월 Haitham bin Tarek 신임 외무부 정무차관을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동 차관은 Qaboos 국왕의 사촌이며 왕실의 일원으로 오만 외무부 내 비중 있는 인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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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일정
Tarek 차관은 외무부차관 초청으로 1986.9.19.~23. 공식 방한함.
방한 기간 중 외무부장관 및 차관 예방,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관, 산업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3. 외무부는 1986.10월 방한 결과 보고를 통해 방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오만 측의 카부스 국왕 방한 실현 약속 등 정상외교 기반 조성
비동맹 등 국제 무대에서 오만 측의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확보

오만
측의 86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축하 및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참여 및 지지 약속

Maulana Kausar NIAZI 파키스탄 상원의원 방한,
1986.12.1-6

| 86-037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29 / 8 / 1~53(53p)

1. 방한 경위
동 의원(한·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 회원, 상원 외교위 아시아분과위 소속 다선의원)의 방한
희망 표명 및 주파키스탄대사의 건의에 따라 방한 초청

- 동 의원은 1972~77년 공보방송장관, 종교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방한 중 종교계 인사 면담 등을 희망하고
방한 후 파키스탄 최대 일간지인‘장’지에 방한기를 연재하고 그 내용을 영문 책자로 출판할 의향 표명

2. 방한 결과

- 국회의장 예방, 판문점 및 제3땅굴 시찰, 한·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만찬(12.2.)
- 외무부차관 예방, 순복음교회 및 조계사 방문, 주한 파키스탄대사 주최 만찬(12.3.)
- 국립박물관, 대우중공업, 올림픽경기장 시찰(12.4.)
- 삼성전자 수원공장, 용인민속촌 시찰 및 이슬람교 합동예배 참석(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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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2.1.~6. 방한
방한 일정

필리핀 외무장.차관 방한 초청계획, 1982-85

| 86-0378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9 / 9 / 1~45(45p)

1. Tolentino 필리핀 외상에 대한 방한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주필리핀대사는 1984.7.30. 한·필리핀 기존 우호협력 관계 강화 등을 위해 Tolentino 외상이 유엔 총회
참석하는 길에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

- 외무부는 8.1. 유엔 총회 개막 전후 기간 중 외빈 접수 일정상 방한 초청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외무부장관의 유엔 체재 시 동 외상과 면담 추진 고려 중임을 주필리핀대사관에 통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985.3.4. 동 외상이 예산차관보(70세)의 정년을 연장시켜준 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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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외교연구원 연설에서 공개한 이유 등으로 동 외상을 해임 조치
Tolentino 전 외상(필리핀 국회 외무위원장)은 1985.5.15.~18.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윌리엄스버그
회의 참석차 5.14. 방한할 예정으로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과의 만찬 등 일정을 주선했으나 필리핀 국회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한 취소

2. Castro 필리핀 외무차관에 대한 방한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주필리핀대사는 1982.4.5. Castro 차관(1960년 주한 필리핀대리대사 역임)에 대한 방한 초청 건의

- 외무부는 4.14. 방한 초청 의사를 동 차관에게 전달토록 주필리핀대사관에 지시
외무부장관은 1984.12.11. 필리핀 방문 시 동 차관에게 수교훈장을 수여하고 방한을 구두 초청

- 1985.1.5. 이상옥 외무부차관 명의 동 차관 앞 방한 초청장 송부
동 차관은 1985.3.1. Tolentino 외상이 5월 방한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가을쯤 방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Laurel, Salvador H.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
방한, 1986.10.7-13. 전3권, V.1 기본문서

| 86-037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9 / 10 / 1~238(238p)

1. 방한 경위
1986.2월 아키노 신정부 출범 이후 5.19.~21.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한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동 외상을 방한 초청한 데 대해, 동 외상은 10월 방한 희망 의사 표명

2. 방한 결과
1986.10.7.~13. 방한
공식 수행원

3. 한·필리핀 외상회담(1986.10.10.) 결과
지역 정세 협의

- 한국 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와 남북대화 추진 노력, 대중·소 관계 현황 및 대아세안 중시정책 등 설명
- 필리핀 측은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지지, 한반도 정세와 필리핀 정세 간의 유사성 강조, 소련·북한
군사협력 관계 강화에 우려 표명 등
남북한 유엔 가입

- 필리핀 측은 한국의 남북한 유엔 가입 노력 계속 지지 의사 표명
- 필리핀 측은 대북한 불수교 정책 계속 입장 견지
양국 정무 관계

- 양측은 공동위 설치에 합의(구체사항 추후 실무협의)
- 필리핀 측은 88 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약속
양국 경제 관계

- 대한국 무역 역조 시정 방안으로 한국 측은 필리핀 측이 제시한 109개 수입 확대 관심품목에 대해
1986.12.15.까지 검토를 약속하고, 코코넛 오일 관세율 인하 요청에 대해 추후 관세 재조정 시 검토를
약속
- 필리핀 측은 한국 측의 건설업체 안전작업 조치 강구 요청에 대해 필요 조치 약속
- 양측은 필리핀산 바나나와 한국산 과일 및 비료 간의 구상무역 검토 합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서 교환을 통해 1984.2월 체결된 동 협정 발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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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ption 상공장관, Perez 교통체신장관, Cueno 정무장관 등 8명
- Conception 상공장관은 10.5.~13. 방한, 한국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 협력, 통상 증진 방안 등 협의
(10.6.)

Laurel, Salvador H.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
방한, 1986.10.7-13. 전3권, V.2 의전

| 86-038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9 / 11 / 1~314(314p)

1. Salvador Laurel 필리핀 부통령 겸 외상의 1986.10.7.~13. 공식 방한 시 수행원 및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수행원

- (공식 수행원) Conception 상공장관, Cuenco 정무장관, Perez 교통체신장관, Padilla 주한 필리핀대사,
Severino 외무성 아태차관보, Dayan 군총사령부 군수담당 부참모장 등 총 8명
- (비공식 수행원) Banayo 부통령 특별고문 등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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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한 일정

- 주한 필리핀대사 주최 만찬(10.7.)
- 국립묘지 헌화, 대통령 예방(서훈 및 오찬),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서 교환 및 외상회담,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10.8.), 필리핀 참전기념비 헌화, 판문점 및 제3땅굴 시찰(10.9.)
- 국무총리 예방,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필리핀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주최 오찬,
대우자동차 및 삼성전자 시찰(10.10.)
- 비공식 일정(10.11.~12.)

2. 본 문건에는 동 외상 방한 일정 준비를 위한 외무부의 국방부, 치안본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문서, 세부 방한일정 자료(국·영문) 등도 수록되어 있음.

Laurel, Salvador H.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
방한, 1986.10.7-13. 전3권, V.3 자료

| 86-038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9 / 12 / 1~428(430p)

1. 본 문건에는 Salvador Laurel 필리핀 부통령 겸 외상의 1986.10.7.~13. 방한 관련 다음 자료가 수록됨.
양국 외상회담(10.8.)에서 필리핀 측 제기 예상 사항(철강재 장기공급 요청, 코코넛 오일 관세율
인하, 기술연수생 초청 확대 등) 관련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문서
남북대화 진전 현황 등 외상회담 예상 의제 관련 외무부 내 관계 부서 간 협의 문서
외무부 주관 관계부처 대책회의(10.2.) 자료, 대통령 주최 오찬(10.8.) 및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10.8.) 시 동 외상의 연설문, 외상회담(10.8.) 자료 및 Talking Points, 보도 자료 등

인사 말씀

- 1974년 Romulo 외상 방한 이후 첫 외상 방한 환영, 필리핀 신정부의 국가 재건 노력 치하 및 가능한
범위 내 실질협력 확대 용의 표명
국제 정치 정세 및 국제 경제 동향

- 10.11. 미·소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긴장완화 노력 계속 예상되나 군축 및 주요 국제분쟁 해결 전망
불투명
- 1986.9월 GATT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개시를 위한 선언 채택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완화 기대되나
서비스 등 신분야에서의 개도국 간 공동보조 필요
지역 정세

- 소련은 1985.3월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전략적 지위 강화 도모, 소·북한 간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불균형 초래, 1986년 초 한미 군사훈련을 구실로 북한의 남북대화
일방 중단 및 현실성 없는 3자 군사회담 제의로 대화 재개 전망 불투명
-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무력 점령 계속으로 동남아지역 평화 및 안정 위협
양국 관계

- (한국 측 관심사항)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한국 입장 지지, 대북한 정책 견지, 88 서울 올림픽 개최 지원,
경제·통상 분야 협력 등
- (필리핀 측 관심사항) 무역 불균형(85년 기준 9천만 달러 한국 출초) 시정, Steel Slab 장기 계약, 바나나
구상무역, 코코넛 오일 관세율 인하, 자동차 및 통신장비 수출 특별금융 지원, 과학기술 협력 확대,
광물자원 공동개발 추진 등
(태평양 협력) 태평양 협력은 한국의 중장기적 외교 목표로 아세안,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
노력 계속 추진, 소련의 태평양 경제협력 참여 희망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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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외상회담 자료 주요 목록 및 요지는 다음과 같음.

Cabrera Jovane, Jose Maria 파나마 외무차관
방한계획, 1983-86

| 86-0382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2016-29 / 13 / 1~36(36p)

1. 주파나마대사는 1983.12.9. Jose Maria Cabrera Jovane 파나마 외무차관이 12.7. 동 대사와의 면담 시
자신의 1984.3월 방일 기회에 한국도 방문코자 하는 희망을 표명한 것과 관련, 장기적 견지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외무부차관 명의 방한 초청장 송부를 건의함.
외무부는 1984.1.5. 노재원 외무부차관 명의 방한(부부 동반) 초청장 송부
동 차관은 1985.1.14. 김대용 주파나마대사 면담 시 5월경 방한 희망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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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5.1.18. 동 차관의 5.28.~31. 방한 추진을 주파나마대사관에 통보하고 이상옥 외무부차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재송부함.
동 차관은 2.8. 방한 초청을 수락
동 차관은 4.16. 김대용 대사에게 6.17.~22. 기간 중 3박4일 방한 계획임을 언급

3. Cabrera 차관은 1985.5.9. 김대용 대사에게 6월 방한이 불가능하며 9월 초로 방한 시기를 조정할 것을
희망함.
외무부는 5.24. 9월 초 방한에 이의 없음을 주파나마대사관에 통보

4. 주파나마대사는 1986.10.6. 최근 Cabrera 외무차관이 동 대사에게 제반 사정상 1986년 중 방한은
어려우나 1987년 봄 방한토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Lopez Guevara, Carlos A. 전 파나마 외무장관
방한, 1986.7.2-5

| 86-038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29 / 14 / 1~29(29p)

1. 주파나마대사는 1986.5.15. 한·파나마 친선협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Lopez Guevara 전 외상
(변호사, 국제법 권위자)이 7월 사적 목적으로 방한하며 한국 해운회사와의 접촉 주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인 체한 기간 중 편의 제공, 외무부 간부 면담 및 만찬 개최 등을 건의함.
2. Lopez Guevara 전 외상은 1986.7.2.~5.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도착(7.2.),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대한선주 방문 및 오찬, 미주국장 주최 만찬(7.3.), 한진해운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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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오찬(7.4.), 이한(7.5.)

Dihm, William 파푸아뉴기니 외무차관 방한,
1986.4.22-24

| 86-038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29 / 15 / 1~99(99p)

1. 방한 경위
1985.11.29. 우문기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동일 주재국 개각에서 외무차관으로 승진한 Dihm
부차관에 대한 외무부차관 명의 축전 발송 및 방한 초청을 건의함.

- 외무부는 1986.1.20. 이상옥 차관 명의 방한 초청장 송부
Dihm 차관은 1986.4.10. 우문기 대사에게 자신이 동남아 국가를 경유, 한국, 일본, 중국(구 중공) 등을
방문하며 재무성 Aopi 부차관도 동행, 방한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동인에 대한 초청장 송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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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망함.

- 외무부는 4.11. 주파푸아뉴기니대사 명의 Aopi 부차관 앞 방한 초청장 송부 승인

2. 방한 결과
1986.4.22.~24. 방한
방한 일정

- 외무부차관 면담, 주한 명예영사 내정자(한라자원 사장) 주최 오찬, 판문점 및 땅굴 시찰,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4.23.)
- 올림픽경기장 시찰(4.24.)
외무부차관 면담(4.23.) 요지

- 한국 측은 남북한 관계 현황, 서울에서 개최 중인 ANOC(국가올림픽연합회) 총회 현황 등 설명
- 파푸아뉴기니 측은 신정부의 경제정책, 인도네시아와의 국경 지역에서의 분규 등을 설명하고 한국의
1986년 중 10만 달러 무상 원조에 사의 표명
- 한국 측은 정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양국 민간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므로 한국 민간업계가 파푸아뉴기니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정부로서도 적극 권장할 방침임을 설명
- 파푸아뉴기니 측은 개발 경험과 능력을 갖춘 한국 업체들이 파푸아뉴기니에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투자사절단 파견 희망
- 파푸아뉴기니 측은 남태평양지역 정세 관련 뉴칼레도니아 독립 문제가 동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것인 만큼 한국 측의 뉴칼레도니아 독립 지지 요망

Vagi, Legu L.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 방한,
1986.10.13-17

| 86-038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6-29 / 16 / 1~437(439p)

Legu Vagi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이 1986.10.13.~17. 방한함.
1. 주요 일정
10.14.(화)

10.15.(수)

- 대통령 예방
- 삼성전자 시찰

2. 양국 외무장관 회담 주요 결과
한반도 및 남태평양 정세 협의
양국 간 실질협력 관계 협의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협조 약속
파푸아뉴기니 측 주한 명예영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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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헌화
-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장관 회담
- 판문점 및 땅굴 시찰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Pires de miranda, Pedro J. 포르투갈 외무장관
방한계획, 1986

| 86-038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30 / 1 / 1~34(34p)

1.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주포르투갈대사의 건의에 따라 1986.1.24. Pires de Miranda 포르투갈 외무장관을
방한 초청함.
2. Pires de Miranda 장관은 1986.3.6. 서한에서 방한 초청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자신의 공식 방한을
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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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s,Augustin 시에라리온 외무담당 국무
장관 방한, 1986.3.7-11

| 86-038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0 / 2 / 1~238(238p)

Augustin Stevens 시에라리온 외무담당 국무상이 1986.3.7.~11. 방한함.
1. 주요 일정
3.8.

- 수산청장 면담
- 땅굴 시찰
- 정무장관 주최 만찬
- 울산 현대조선소 및 포항제철 시찰
- 주한 시에라리온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3.10.

- 대통령 예방
- 외무부장관 예방
- 정무장관 면담
- 올림픽경기장 시찰
- 국회의장 대리 예방
- 국회운영위원장 예방
- 민정당 총무 주최 만찬
3.11.

- 삼성전자 및 새마을 시범부락 시찰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2. 주요 인사 면담 시 협의 내용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방안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협조
유엔, 비동맹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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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Tjon Kie Sim, Erik L. 수리남 외무장관 방한초청
계획, 1986

| 86-038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30 / 3 / 1~96(96p)

1. Tjon Kie Sim 수리남 외무장관이 1986.2.5.~6. 공식 방한 예정이었으나 수리남 측이 1.27. 방한을 일방
적으로 취소함.
동 장관은 양국 외무장관회담 의제에 양국 은행 간 전대차관 문제 포함을 주장하였으나 한국 측은
전대차관 문제는 외무장관 간 협의 대상이 아니며 양국 은행 간 협의할 사항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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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jon Kie Sim 장관은 1986.2.27. 수리남 외무장관직에서 사임함.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6.5.7-8.
전4권, V.1 사전준비

| 86-038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의전과

MF번호

2016-30 / 4 / 1~299(299p)

1. George Shultz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위한 준비가 외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간 협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방한 기간

- 1986.5.7.~8.
주요 일정

- 5.7.: 한·미 외무장관 회담, 미국 실업인을 위한 리셉션, 외무부장관 주최 환영 만찬
- 5.8.: 국무총리 예방, 부총리 예방, 경복궁 관람, 대통령 예방 및 오찬
- 동북아 정세
- 한·미 안보 협력
- 남북대화
- 국내 정치 관련 문제
- VOA 중계 문제
-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 미국의 대리비아 제재 문제
- 필리핀 문제
- 한국·이스라엘 관계
- 동경 선진7개국 정상회담
- 한·미 경제관계 전반
- 한·미 경제관계 개별 현안

2. 외무부는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 주선을 위하여 체신부, 문화공보부, 국방부, 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도 사전 협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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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장관 회담 예상 의제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6.5.7-8.
전4권, V.2 기본문서

| 86-039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의전과

MF번호

2016-30 / 5 / 1~273(278p)

George Shultz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방한 일정
방한 기간: 1986.5.7.~8.
주요 일정: 외무장관 회담,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국무총리 예방, 부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448

2. 주요 협의 내용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 추이 분석 및 인식 공유

- 북한의 군사력 증강,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련·북한 관계 긴밀화 추세 등은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요인
- 88 올림픽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점증
한·미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 강조

-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확인 및 한·미 연합 방위능력 평가
남북대화 및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다짐

- 미국 측, 남북대화에 대한 한국 측 노력 평가 및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보, 외교적 지원 다짐
한국 측의 확고한 정치발전 의지 설명 및 미국 측의 한국 정부 노력에 대한 평가

- 한국 측, 평화적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 천명 및 지속적 민주화 추진 의지 피력
- 미국 측, 한국 정부의 평화적 정권 교체 의지 평가

3. 방한 결과 평가
한·미 안보 협력의 중요성 강조
한반도 평화 정착,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안정과 질서 속의 점진적 정치 발전 등 한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 표명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6.5.7-8.
전4권, V.3 외무장관 회담자료

| 86-039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의전과

MF번호

2016-30 / 6 / 1~381(381p)

1986.5.7. 개최된 한·미 외무장관회담 자료임.
1. 정무 관계 자료
대통령 구주 순방 결과
동북아 정세
한·미 안보 협력
남·북 대화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미국의
대리비아 제재 문제

필리핀
문제
한·이스라엘 관계

2. 경제 관계 자료
동경 서방7개국 정상회담
한·미 경제 관계 전반
한·미 경제 문제 개별 현안

- 항공 문제
- 301조 협의
- 시장개방 요청
- 섬유
- 전략물자 및 기술의 대공산권 유출 규제 협력
- 원전 입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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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관련 문제
VOA 방송 중계 문제

Shultz, George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86.5.7-8.
전4권, V.4 자료 및 언론보도

| 86-039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의전과

MF번호

2016-30 / 7 / 1~137(139p)

George Shultz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1986.5.7.~8.)과 관련된 연설문, 면담 자료, 언론 보도임.
1. 연설문 및 면담자료
미국 국무장관을 위한 만찬 시 외무부장관 만찬사
대통령의 미국 국무장관 접견 자료
국무총리의 미국 국무장관 접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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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슐츠 장관 방한에 대한 미 언론 반응 보고(1986.5월 외무부 작성)
뉴욕 타임스(5.9.)

- 슐츠 장관은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폭력을 유발하는 일부 야당 측을
비난
워싱턴 포스트(5.9.)

- 슐츠 장관은 한국은 현재 안정적인 민주화 달성을 위해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
LA 타임스(5.8.)

- 슐츠 장관은 한국에서의 민주 발전을 전폭적 지지
시카고 트리뷴(5.9.)

- 슐츠 장관은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로 향하고 있으며 대야당 태도를 신중히 하고 있는 점을 적극 평가
뉴욕 타임스 사설(5.9.)

- 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임기 종료 전 개헌을 수락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으나 약속 이행에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의 압력이 관건
볼티모어 선 사설(5.9.)
LA 타임스 사설(5.9.)

3. 여타 미국 및 한국 언론 보도

Iglesias, Enrique V.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986.5.30-6.2

| 86-039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30 / 8 / 1~50(50p)

Enrique V. Iglesias 우루과이 외무장관이 1986.5.30.~6.2. 서울 세계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함.
1. 주요 일정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5.30.)
제1차 회의,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제2차 회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최 만찬(5.31.)
제3차 회의, 무역협회 회장 주최 오찬, 최종 회의(6.1.)

보호무역조치의 동결 및 철폐
긴급수입제한
농산물 교역
서비스, 투자, 고도기술상품 교역 등 새로운 문제 취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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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통상장관 회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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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특사(보건사회부장관) 수단 및 말라위
방문, 1986.8.5-8

| 86-039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30 / 9 / 1~36(36p)

이해원 보건사회부장관이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대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86.8.5.~8.
수단 및 말라위를 방문함.
1. 수단 방문
방문 기간

- 198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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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시 주요 활동

- Mirgani 국가원수 예방 및 대통령 친서 전달(8.5.)
- Sadig 수상, Salah 수상실 관방장관, Elhindi 외상 및 Khalil 국회의장 면담(8.6.)
방문 목적

- 양국 우호 관계 증진
- 하라레 제8차 비동맹정상회의(1986.8.26.~9.7.) 대비 교섭

2. 말라위 방문
방문 기간

- 1986.8.6.~8.
방문 시 주요 활동

- Banda 대통령 예방 및 친서 전달(8.8.)
방문 목적

- 양국 우호 관계 증진
- 하라레 제8차 비동맹정상회의(8.26.~9.7.) 대비 교섭

이자헌 특사(체신부장관) 중미 순방, 1986.8.6-18

| 86-039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30 / 10 / 1~258(258p)

이자헌 체신부장관이 대통령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대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86.8.6.~18.
중미 5개국을 순방함.
1. 순방 목적
하라레 제8차 비동맹정상회의(1986.8.26.~9.7.) 대비 교섭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8.16.)에 경축 특사로 참석
카리브 제국과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 유지 강화

자메이카(8.6.~9.)
바베이도스(8.9.~11.)
트리니다드토바고(8.11.~13.)
도미니카공화국(8.15.~18.)

3. 방문국별 주요 활동 내용
자메이카

- Shearer 수상대리 예방, Glasspole 총독 예방, Harding 외무담당 무임소장관 주최 만찬 참석, 한·자
경협합동위원회 위원단 접촉
바베이도스

- Cameron Tudor 외무장관 예방, Hugh Springer 총독 예방, Sandiford 수상대리 예방 및 오찬
트리니다드토바고

- Mahabir 외무장관 예방, Chambers 수상 예방, Mahabir 외무장관 주최 만찬 참석
도미니카공화국

- 정·부통령 취임 선서식 참석, Balaguer 대통령 취임 축하 및 리셉션 참석, Troncoso 부통령 예방,
Cabral 외무장관 예방

4. 방문 결과 평가
특사 파견으로 순방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제고
유엔 및 비동맹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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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국 및 방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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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제 특사(부총리) 남미 순방, 1986.7.26-8.12.
전2권, V.1 기본문서

| 86-039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0 / 11 / 1~375(376p)

김만제 부총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86.7.26.~8.12. 남미지역 4개국을 순방함.
1. 방문 개요
파견 목적

454

- 제8차 비동맹정상회의(1986년 8월)에서의 북한의 반한 책동 견제를 위한 비동맹국가의 지지 확보
- 제3세계 국가와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 강화
-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1986.8.7.) 참석
특사단 구성

- 김만제 부총리 외 5인
파견국

-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방문 일정

- 페루(7.27.~30.)
- 볼리비아(7.30.~8.1.)
- 에콰도르(8.2.~5.)
- 콜롬비아(8.5.~8.)
방문 성과

- 제8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확보
- 제3세계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 88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지 확보

2. 방문국별 주요 면담 인사
볼리비아

- 빠스 대통령
- 가렐 부통령, 베드레갈 외상, 산체스 데 로사다 기획조정성 장관
페루

- 가르시아 대통령
- 산체스 제1부통령, 레온 데 비베로 하원의장, 와그너 외상
에콰도르

- 꼬르데로 대통령
- 뻬냐 에레라 부통령, 떼란 외상
콜롬비아

- 베땅꾸르 대통령, 바르꼬 신임 대통령

김만제 특사(부총리) 남미 순방, 1986.7.26-8.12.
전2권, V.2 자료

| 86-039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0 / 12 / 1~236(236p)

김만제 대통령 특사의 남미지역 4개국 순방 자료임.
1. 특사 훈령(방문 4개국 공통)
대통령 친서 및 방한 초청 의사 전달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에 만족 표명 및 실질 협력 증진 희망 표명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설명 및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제8차 비동맹정상회의 대비 교섭
88 서울올림픽 개최 의의 설명 및 적극 참가 요청

2. 각국별 주요 현안 문제
볼리비아

- 북한의 대볼리비아 수교 책동 저지
- 주요 인사 방한 초청
- 대볼리비아 무상 원조
페루

- 페루·북한 수교 저지
- 주요 인사 방한 초청 및 한국 의원사절단 페루 방문
- 대페루 실질 협력 증진
- 제2차 한·페루 자원협력위 개최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
에콰도르

- 주요 인사 방한 초청
- 한·에콰도르 경협 혼성위 구성 추진
- 해운 2중과세 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검토
- 대에콰도르 무상 원조
콜롬비아

- 신정부와의 유대 강화
- 관·민 경제사절단 파견 및 제2차 한·콜 민간 경협위 개최
- 대콜롬비아 무상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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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북한의 반한 책동 견제를 위한 비동맹 국가의 지지 확보

정관용 특사(총무처장관) 서부아프리카 순방,
1986.6.27-7.15. 전2권, V.1 기본문서

| 86-039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6-31 / 1 / 1~250(250p)

정관용 총무처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86.6.30.~7.9. 서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 가봉
및 니제르를 방문함.
1. 방문국별 주요 면담 인사
모리타니(6.30.~7.2.)
456

- Babaly 내무상(국가원수 대행)
- Minnih 외상, Oumar 관방·노동·청년·체육상, Samba 예산담당 국무상
가봉(7.3.~5.)

- Bongo 대통령
- Bongo 외상, Rene 대통령실 관방장관
니제르(7.7.~9.)

- Kountche 대통령
- Maiga 내무상(외상대리), Oumarou 국가개발평의회 의장, Beidari 총무노동상, Barkoye 수자원 개발상

2. 주요 방문 성과
각국 공통 사항

- 대통령 친서 전달
-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제고
- 제8차 비동맹정상회의(1986.8월) 대비 지지 확보
- 북한의 88 서울올림픽 방해 책동 저지 협력 확보
- 한국 교민 격려
국별 방문 성과

- 모리타니: 우호 및 실질협력 관계 증진 추진 협의, 한국 선원 활동에 대한 지원 확보
- 가봉: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확인, 국제 무대에서의 가봉의 한국 지지 입장 견지 확인
- 니제르: 니제르의 대한반도 정책 불변 입장 및 한국과의 협력 증진 희망 확인

정관용 특사(총무처장관) 서부아프리카 순방,
1986.6.27-7.15. 전2권, V.2 자료

| 86-039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6-31 / 2 / 1~154(154p)

정관용 대통령 특사(총무처장관)의 서부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자료임.
1. 특사 파견 일정 및 목적(1986.6.30.~7.9.)
파견 목적

- 제8차 비동맹정상회의(1986.8월)에서의 북한의 반한 책동 견제를 위한 비동맹 국가의 지지 확보
- 제3세계 국가와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 강화
- 북한의 88 서울올림픽 방해 책동 저지
- 모리타니(6.30.~7.2.)
- 가봉(7.3.~5.)
- 니제르(7.7.~9.)

2. 특사 훈령(방문 3개국 공통)
대통령 친서 전달
남북대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북한의 반한 책동 견제 협조 요청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 희망
88 서울올림픽 개최 설명 및 성원 요청

3. 각국별 주요 현안 문제
모리타니

- 무역협정 체결 교섭
- 주요 인사 방한 초청
- 대모리타니 무상 원조
가봉

- 주요 인사 방한 초청 및 신임 주한 가봉대사 부임
- Kango 농장 개발 사업
- 철광 개발 및 철도 건설 참여 문제
니제르

- 주요 인사 방한 초청
- 대니제르 무상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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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일정

Bujon de I'estang, Francois 프랑스 정부 특사
(수상외교고문) 방한, 1986.5.7-8

| 86-040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31 / 3 / 1~59(59p)

1. 프랑스 정부는 1986.5.4.~6.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2차 서방7개국 정상회담 결과를 정부에 설명하기
위하여 Bujon de L'estang 수상 외교고문을 프랑스 정부 특사로 1986.5.7.~8. 한국에 파견함.
동 특사는 시라크 프랑스 수상의 친서를 휴대하고 방한하였으며 한국 체류 중 다음과 같은 일정을
가짐.

- 외무부차관에게 서방 7개국 정상회담 결과 설명 및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참석(5.7.)
- 외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예방,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면담(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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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jon de L'estang 특사는 1986.5.7. 외무부차관에게 서방 7개국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함.
경제 분야

- 최근 국제 경제 여건 개선에 힘입어 국제통화 및 금융문제, 제3세계 외채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으며,
재정·금융 정책의 상호 조정 및 협조, 경제지표 상호 감시 등에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신국제무역협상(New Round)에서 서방 제국은 지적 소유권 보호,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자유화에 역점을
두기로 함.
정치 분야

- 국제 테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리비아를 특별히 지칭한 것은 미국·프랑스 간의
건설적인 대화의 산물로서 참가국의 단합을 과시함.
- 소련 원전 사고에 관한 선언문은 향후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 교환을 의무화하는 국제협약 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의장(나카소네 일본 수상) 총괄 선언에서 남·북한 대화 및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지지와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 것도 특기할 사항임.
기타 사항

- 프랑스는 대리비아 군사 제재를 위한 미군기의 프랑스 영공 통과를 거부하여 미국의 오해를 받고 있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는 일소되었으며 테러 대책 논의 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음.

레소토 정부사절단 방한, 1986.3.12-15

| 86-040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1 / 4 / 1~169(169p)

1. 방한 경위 및 목적
Letsie 레소토 군사위원회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레소토 정부 사절단 5명이 1986.3.12.~15.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함.
1986.2.20. 한·레소토 외교관계 재개 이후 양국 관계 증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

2. 방한 일정

3. 주요 인사 면담 시 협의 사항
레소토 측 요청 사항

- 주레소토 한국 상주공관 개설
- 경기장, 병원, 회의장 등 건설 지원(1,500만 달러 상당)
- 한국 사절단 레소토 파견
한국 측 제시 입장

- 당분간 상주공관 설치 대신 주케냐대사관에서 겸임
- 대규모 사업지원은 어려우며 1986년도에 약 2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기자재 지원 용의
- 카드 섹션 전문가 1명 파견 검토
- 정파의 1명 계속 잔류
- 1986.7월 중 한국 사절단 파견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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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방(단장과 재무장관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경제기획원장관(국무총리 대리), 외무부장관, 외무부 제1차관보, 관광공사 사장 예방
대우중공업, 판문점, 올림픽경기장 시찰, 새마을운동본부 방문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오스트리아
방문, 1986.5.26-29

| 86-040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31 / 5 / 1~102(102p)

1.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2명(고재청 의원, 김효영 의원)이 1986.5.26.~29. 오스트리아를
방문함.
2. 상기 사절단의 오스트리아 주요 인사와의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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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한·오 양국 간 우호 관계에 만족을 표명하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조속 해결되기를
희망
외무장관 면담

- 외무장관은 한국 방문에 큰 관심이 있으며 1987년에 방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언급
국회 제2부의장 면담

- 양측은 여성의 지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
친한 의원과의 간담회

- 사절단의 문의에 대해 오스트리아 측은 자국 대통령의 지위 및 내각과의 관계, 대통령 탄핵제도,
내각·각료 불신임 제도에 관한 헌법 규정 및 운영실태,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에 관해 설명

한국전 참전 의원단 미국 및 캐나다 방문,
1986.5.23-6.6

| 86-040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1 / 6 / 1~71(71p)

한국전 참전의원 친목회 대표단이 1986.5.23.~6.6. 미국 및 캐나다를 방문함.
1. 대표단 구성
단장

- 이범준 의원 (민주정의당)
대표

2. 방문 목적
한국전 참전국 방문을 통한 상호 우의 증진

3. 주요 일정
캐나다 방문(5.23.~27.)

- 주캐나다대사관 방문
- 수상 및 상·하원 의장 예방
- 상·하원 군사위원장 예방
- 한국전 참전의원 Jack Shields 예방 및 감사패 증정
- 국회의사당 평화의 탑 방문
- 한국전 참전용사회 방문 및 오찬
미국 방문(5.27.~30.)

- 주미대사관 방문
- 상원 임시의장 예방
-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건립 법안 제출 의원(James Floria) 방문 및 감사패 증정
- 상·하원 군사위원장 예방
-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 참전의원 초청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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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충 의원(신한민주당)
- 서정하 의원(민주정의당)
- 정시봉 의원(한국국민당)

의원친선사절단 코트디브와르 방문, 1986.7.6-10

| 86-040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1 / 8 / 1~50(50p)

1. 최영철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의원친선사절단 6명이 1986.7.6.~10. 코트디브아르를 방문함.
2. 상기 의원친선사절단의 코트디브아르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의장 예방 및 국회의장 주최 오찬
외무장관, 아비장 시장, 경제사회평의회 의장, 국무장관 예방
한·코트디브아르 친선의원단 간담회, 산업 시찰, 아비장 항만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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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단장 주최 만찬

3. 코트디브아르 방문 결과에 대한 동 의원친선사절단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양국 의회·정당 간의 교류 기반 조성
양국 우호관계 강화 및 코트디브아르의 대한국 관심도 증대
평화통일, 남북대화, 유엔 동시가입 등 한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 획득

의원친선사절단 케냐 방문, 1986.5.14-15

| 86-040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1 / 9 / 1~53(53p)

1. 김영선 의원을 단장으로 한 한·케냐 의원친선사절단 3명이 1986.5.14.~16. 케냐를 방문함.
사절단원: 단장 및 진치범, 김태룡 의원
방문 목적

- 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과 상호 이해 증진 및 우호 협력 강화
- 양국 간 의원친선협회 조기 결정 추진
- 한국의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 기반 확충
-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홍보 등

국회의장 예방 및 국회의장 주최 오찬, KANU 당 방문
외무장관 예방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의 케냐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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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필리핀 방문, 1984-86

| 86-0406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31 / 10 / 1~51(51p)

1. 김영선 국회 국방위원장, 전경환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총장 등 11명이 필리핀 국회 국방위원장 등의
초청으로 1984.2월 필리핀 방문 예정이었으나, 주필리핀대사의 건의에 따라 동 방문을 연기함.
주필리핀대사는 다음의 사유로 상기 방문이 어렵다고 보고함.
아퀴노 암살사건 이후 계속되던 반정부 시위·집회가 일시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1984.1월 하순에
재연되어 정국이 어수선한 상태임.

필리핀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여러 나라에 경제원조를 요청하고 있는바, 마르코스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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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들이 한국 고위인사 접견 시 한국에 기요청한 1~2억 불 상당의 상품차관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음.
상기 방문을 추진하는 인사들이 과거 물의를 일으킨 남북실업과 관계 있는 사람들임.

2. 박찬종 신민당 의원, 구자호 민추협 부대변인 등이 1986.4.21.~28. 필리핀을 방문, Aquino 대통령을
면담함(4.25.).
이민우 신민당 총재, 김영삼 고문, 김대중 민추협 공동의장 등 3자 공동명의로 된 필리핀 민주
회복 축하 서한을 Aquino 대통령에게 전달함.

김대중에
대한 Aquino 대통령의 메시지 및 동 대통령 명의 필리핀 방문 초청을 요청함.

3. 이민우 신민당 총재와 김영삼 신민당 고문은 1986.9월 및 11월 각각 필리핀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다음
사유로 동 방문이 성사되지 못함.
이민우 총재 방문 추진

- 주한 필리핀대사관이 이민우 총재가 1986.9월 말경 필리핀 방문을 희망함을 보고한 데 대해 필리핀
외무부는 이민우 총재가 방문하더라도 Aquino 대통령 일정상 면담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한 대사에게
1986.9월 통보
김영삼 신민당 고문 방문 추진

- 최기선(김영삼 신민당 고문 비서)이 1986.10.14. 주한 필리핀대사관을 방문, 김영삼 고문의 필리핀
방문계획을 통보하고 주요 인사 면담 주선을 요청
- Laurel 부통령 겸 외무장관은 Aquino 대통령에게 김영삼 고문 면담은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고 한국
국내 정치에 이용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시점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고
1986.10.26. 주필리핀대사에게 언급

한·영국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영국 방문,
1986.5.15-19

| 86-040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31 / 11 / 1~19(19p)

1. 한·영국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2명(이종찬, 이용희 의원)이 1986.5.14.~19. 영국을 방문한바, 동 사절단의
주요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음.
하원의장, 노동당 원내총무, 외무성 국무상 예방
영국 IPU 대표 주최 오찬, 영국 의원들과 토론회 개최

2. 영국 의원들과의 토론회에서 한국 측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대통령의 영국 방문과 대처 수상의 한국 방문은 한·영 관계 증진에 새로운 기원을 수립
한국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현재 한국 정부와 민정당은 민주화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론으로 논쟁하고 있다고 설명
한국에서 여당은 혼란 없이 점진적인 민주 개혁을 바라고 있고 야당은 신속한 추진을 바라고 있는바,
여기에 급진적 세력이 혁명적으로 일거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 고민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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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데 의견 일치

국회의원 미국 방문, 1985-86

| 86-040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1 / 12 / 1~204(204p)

1. 송원영 신민당 의원이 Solarz 미 하원의원의 초청으로 1985.6.18.~20. 미국을 방문하여 Solarz 의원,
Sigur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Wolfowitz 국무부 차관보 등을 면담하고 한국 특파원과 오찬을 가짐.
2. 김상구 민정당 의원이 Kennedy 미 상원의원의 초청으로 1985.11.13.~19. 미국을 방문하여 Kennedy
의원, Hart 상원의원, Pepper 하원의원, Hyde 하원의원, Solarz 하원의원, Sigur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Svahn 대통령 정책개발 보좌관 등과 면담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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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용채 국민당 의원(원내총무)이 1986.2월 미국을 방문하여 Isom 국무부 한국과장, White 하원 외무
위원회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가짐.
4. 이재형 국회의장이 1986.3.5.~10. 미국을 방문하여 O’
Neil 하원의장, Dole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Laxalt 상원의원, Michel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 의회 지도자들과 면담을 갖고 Whitehead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함.
5. 김식 국회 농수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수산위원회 의원단이 1986.4.11.~24. 미국 및 캐나다를
방문함.
방문단 구성

- 김식 위원장(단장), 김현욱, 조홍래, 김봉호, 이상민, 최용안 의원
중점 시찰 사항

- 미국: 농축산물 유통실태 파악, 교포의 식품점 경영실태 파악, 곡물시장 시찰
- 캐나다: 농수산물 수출입 협력관계기관 방문, 농장 및 목장 시찰

6. 김동영 신민당 원내총무 등 신민당 의원단이 미 민주당 부설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세미나
(1986.4.14.~18.) 참석차 미국을 방문함.
동 세미나에는 김동영, 정재문, 홍사덕, 장기욱, 안동선, 이철, 서석재 의원 등이 참석함.
신민당 의원단은 세미나 일정 외에 4.16. Kennedy 상원의원 및 Hart 상원의원을 예방하고, 김동영
원내총무는 4.18. Schifter 국무부 인권차관보를 면담함.

7. 양창식 국회 교통체신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통체신위원회 의원단이 1986.4.27.~5.6. 미국 및
캐나다를 방문하여 Montreal 소재 Bomberdier 철도제작소를 시찰함.
8. 이철승 의원이 1986.7.15.~19.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Sigur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Kelly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Gregg 부통령 안보보좌관, Solarz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Armitage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등과
면담하고 Heritage 재단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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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신민당 총재 미국 방문, 1986.5.13-16

| 86-040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1 / 13 / 1~85(85p)

1.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1986.5.13.~16.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행정부 및 의회 인사 등과 접촉함.
일행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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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 총재
- 이중재 부총재
- 이기택 부총재
- 김수한 부총재
- 김동규 의원 (비서실장)
- 홍사덕 의원(대변인)
- 정재문 의원
주요 일정

- (5.13.) 대사관저 만찬
- (5.14.) O’
Neil 하원의장, Kennedy 상원의원, McConnell 상원의원, Cranston 상원의원, Schifter 인권차관보
등 면담, 한국 특파원 오찬
- (5.15.) Schultz 국무장관, Kelly 백악관 보좌관, Lugar 상원의장 등 면담, George Washington 대학 연설,
Press Club 기자회견
- (5.16.) Hart 상원의원, Smart 상무차관, Armitage 국방성 차관보 등 면담, Washington Post 회견, 교포
언론 오찬, 교민 만찬

2.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1986.5.17.~20.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교민 간담회에 참석하고 교포 언론과
인터뷰를 가짐.
3.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1986.5.20.~22.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여 교민 간담회, 한인회 방문, 기자
회견 등 일정을 가짐.
주요 일정

- (5.20.) 환영위원회 오찬 및 만찬, 교포언론 기자회견, 미국 기자회견
- (5.21.) 한국 특파원 조찬, 한인회 및 노인회 방문, 봉제공장 방문, 환영위원회 집행위원 만찬
- (5.22.)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주최 오찬

국회 외무위원회 의원단 구주 순방, 1986.8.24-9.5

| 86-041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6-31 / 14 / 1~122(122p)

1.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 외무위원회 사절단 5명이 1986.8.24.~9.5. 구주 4개국을
방문한바, 방문국별 일정은 다음과 같음.
프랑스(8.24.~27.)

- 상원의장, 외무장관, 하원 외무위 부위원장 면담
스위스(8.27.~31.)

- 국방장관, 전 하원 외교위원장(현직 의원) 면담
포르투갈(8.31.~9.2.)
스페인(9.2.~5.)

- 외무장관, 하원 제1부의장, 상원 제1부의장 면담

2. 상기 방문국별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프랑스

- 상원의장은 한국이 랑군 사태를 극복하고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치하
- 외무장관은 미테랑 대통령을 수행하여 소련 방문 시 소련 외무장관에게 한국 외무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련 외무장관은 유념하겠다고 하였다고 설명
스위스

- 국방장관은 1986.3월 방한 시 한국의 경제 발전상과 높은 문화 수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스위스는
한반도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함.
포르투갈

- 국회의장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한국 방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함.
- 외무차관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스페인

- 외무장관은 현 사회당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수립을 고려치 않고 있으며 주북경 스페인대사의 평양 방문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하고 가까운 시기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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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외무차관 면담, 외무위 위원들과 간담회

이재형 국회의장 남미 순방, 1986.2.13-22

| 86-041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1 / 15 / 1~417(418p)

이재형 국회의장이 1986.2.13.~22. 남미지역 3개국을 순방함.
1. 방문 대상국
아르헨티나(2.13.~16.)
우루과이(2.16.~18.)
브라질(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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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단 구성
이재형 국회의장 내외
국회의원(6인)

- 봉두완(민정) 외무위원장
- 이찬혁(민정) 보사위원장
- 이택돈(신민) 의원
- 김명배(신민) 의원
- 김광수(국민) 의원
- 최명헌(민정) 의원(비서실장)

3. 방문국별 주요 면담 인사
아르헨티나

- Alfonsin 대통령
- Martinez 부통령 겸 상원의장
- Pugliese 하원의장
- Sabato 외상대리
우루과이

- Sanguinetti 대통령
- Tarigo 부통령 겸 상원의장
- Marchesano 하원의장
- Pozzolo 우·한 의원친선협회장
- Iglesias 외상
- Elizalde 몬테비데오 시장

브라질

- Sarney 대통령
- Guimaraes 하원의장
- Fragelli 상원의장
- Linhares 브·한 의원친선협회장
- Sodre 외상
- Montoro 상파울로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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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시찰단 서구 순방, 1986

| 86-041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31 / 16 / 1~56(56p)

1. 국회 운영위원회 시찰단 2명이 주요국의 의회 제도와 운영 실태 파악 및 관계 자료 수집을 위하여
1986.2.15.~3.2.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및 스위스를 방문함.
2. 상기 시찰단의 방문국별 일정은 다음과 같음.
프랑스(2.15.~18.)

- 국회 사무국장, 의사국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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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2.18.~20.)

- 상원 사무총장 면담 및 의사당 시찰
이탈리아(2.20.~22.)
벨기에(2.25.~26.)

- 하원 부의장, IPU 단장 면담, 브뤼셀 시청 시찰
영국(2.26.~28.)

- 의사당 시찰
스위스(2.28.~3.2.)

호주·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1986.7.5-12

| 86-041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31 / 17 / 1~131(131p)

1. Jessop 호주 상원의원을 단장으로 한 호주·한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5명(상원의원 4명, 하원의원 1명)이
친선 방문차 1986.7.5.~12. 방한함.
2. 동 사절단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의장 예방, 한·호주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만찬
상공부장관, 과기처장관, 수산청장 예방

3. 외무부 아주국장은 동 사절단의 외무부 방문 시 한반도 안보 정세, 북한 동향, 남북대화, 88 올림픽에
관하여 브리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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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사장 예방, 한국과학기술원 방문, 외무부 방문
현대자동차(오찬), 현대중공업, 포항제철(만찬), 삼성전자 수원 공장 등 산업 시찰
비원 등 서울 시내 및 경주 관광, 호주 참전기념비 참배, 서울 종합운동장 시찰

브라질 국회의원 방한, 1986

| 86-041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1 / 18 / 1~76(76p)

1. Roberto Campos 브라질 상원의원이 1986.2.18.~21. 방한함.
동 상원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명성이 높으며 한국 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은 인사임.

- 외무부는 동인의 요청에 따라 방한 일정 주선 등 편의를 제공함.
주요 방한 일정

- 국회 부의장 예방 및 국회 부의장 주최 오찬, 부총리, 상공부장관 예방,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오찬
- KDI 방문 및 KDI 부원장 주최 만찬, 삼성전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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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celo Linhares 브라질·한국 의원연맹 위원장(하원의원) 일행 4명이 국회 초청으로 1986.9.15.~17.
방한함.
동 일행은 1986.9.20.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ASTA 회의 참석 기회에 방한함.
주요 방한 일정

- 국회의장 예방,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 회장 주최 만찬, 외무부 주최 만찬
- 판문점 및 땅굴 시찰, 비원 관광

캐나다 국회의원 방한, 1986

| 86-041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1 / 19 / 1~83(83p)

1. Coates 캐나다 하원의원(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고문, 전 국방장관)이 1986.5.1.~5. 및 10.18.~24.
방한함.
1986.5.1.~5. 방한

- 한전 사장 면담 주선 요청
1986.10.18.~24. 방한

- 외무부는 국회 농수산위원장, 국방부장관 면담 주선

방한함(국회 측에서 체재비 및 서울-동경 항공료 부담).
동 의원단의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예방, 국회의장, 관계 장관 예방
-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장 예방 및 동 협회장 주최 만찬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전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시찰
- 캐나다 참전비, 부산 유엔군 묘지 참배
- 땅굴 등 전방 시찰
동 방한과 관련하여 캐나다 주요 일간지 및 TV는 다음과 같이 보도함.

- 캐나다 의원 일행이 한국 측 경비 부담으로 비밀리에 유람 여행을 떠남.
- 의원들은 의회 규정에 의거 전액 자비 여행이 아닌 경우 하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1명만 등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등록 없이 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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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7명(Elzinga 회장, Corbett 동 협회 재정 간사 등)이 1986.3.19.~25.

Vargas Sanabria, Guillermo 코스타리카 국회
의장 방한, 1986.3.10-14

| 86-041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31 / 20 / 1~133(133p)

1. 방한 경위
Vargas 코스타리카 국회의장은 1985.11.29. 주코스타리카대사에게 본인이 대만(구 자유중국)의
초청으로 1986.1월 대만을 방문한다고 하고 이 기회에 방한을 희망한바, 주코스타리카대사는
체재비 한국 측 부담 방한 초청을 건의함.

- 국회는 12.23. 체재비 부담 국회의장 명의 방한 초청을 결정함.
Vargas 의장은 방한 전 대만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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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1986.3.10.~14. 방한함(부인 동반).
주요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국회의장대리 예방 및 국회의장대리 주최 만찬, 외무부장관 예방
- 올림픽 경기장, 판문점,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 경복궁·국립박물관, 용인 민속촌 등 관광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시 논의 사항

- 몽헤 대통령 방한 희망
- KAL기 사건 및 버마 사건 시 코스타리카의 한국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 니카라과 정세 등

프랑스 국회의원 방한, 1985-86

| 86-041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32 / 1 / 1~250(250p)

1. Paul d’
Ornando 프랑스 상원의원이 한국에 거주중인 자국 교민을 만날 목적으로 1985.1.29.~2.1.
방한한바, 동 상원의원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차관을 면담함.
d’
Ornando 상원의원은 해외 거주 프랑스 교민 대표로 상원의원에 당선됨.

2. Roland du Luart 프랑스 상원의원을 단장으로 한 프랑스 상원의원단 5명이 국회 초청으로 1985.5.23.~27.
방한함.

- 국회의장 및 국회 외무위원장 예방,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회장 주최 만찬
- 땅굴, 올림픽경기장 시찰, 프랑스 참전기념비 헌화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시찰, 경주 일원 관광

3. Jean Lecanuet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 겸 UDF(프랑스 민주연맹: 집권연립정당) 총재가 프랑스
참전용사회 대표단을 인솔하고 1986.10.24.~11.3. 국회 외무위원장 초청으로 방한함.
프랑스 참전용사회 대표단은 한국전 당시 부상병 2명을 구출하고 전사한 Jean-Louis 소령 추모비
제막식(1986.10.25.)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함.

Lecanuet
위원장은 상기 제막식 참석 이외에 다음의 일정을 가짐.

- 대통령 예방
- 국회의장, 3당(민정, 신민, 국민) 대표, 국회 외무위원장,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예방
- 서울 시내·경주·민속촌 관광,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삼성전자 등 시찰
- 프랑스 참전기념비 헌화
- 국회 국방위원장, 강원도 지사, 경주 시장, 한·프랑스 친선협회장 주최 오·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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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원단은 일본 방문 후 귀로에 방한함.
동 의원단의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독일 국회의원 방한, 1986

| 86-041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32 / 2 / 1~103(103p)

1. 독일 하원 국방위 시찰단이 1986.7.10.~13. 방한함.
시찰단 구성

- Biehle 위원장을 단장으로 의원 5명 및 수행원 1명으로 구성
방한 목적

-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상황, 안보계획 및 방위능력 시찰
주요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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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국회 외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유엔군 사령관 예방
- 1군사령부 방문, 판문점, 땅굴 시찰
-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 오찬, 한·독 의원친선협회 회장 주최 만찬

2. 독일 Geissler 기민당 사무총장 일행이 1986.7.17.~21. 방한함.
외무부 주선 일정

- 부총리, 신민당 총재, 민정당 사무총장, 김수환 추기경 면담
- 민정당 사무총장 주최 오찬, 국회 외무위원장 주최 만찬
- 판문점 시찰, 경주 및 부산 등 관광
주한 독일대사관 주선 일정

- 김영삼 신민당 고문, 김대중 면담
Geissler 사무총장은 1986.7.30. 본에서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문제와 한국 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함.

과테말라 국회의원 방한, 1986

| 86-041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32 / 3 / 1~207(207p)

1. 과테말라 Cabrera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초청으로 1986.5.25.~28. 방한한바, 동 국회의장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예방 및 훈장 수훈(수교훈장 광화장), 국회의장 대행 예방 및 만찬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2. 과테말라 Gomez 기민당 원내총무가 국회 초청으로 1986.7.20.~23. 방한한바, 동 원내총무의 주요
방한일정은 다음과 같음.

47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국회 부의장 예방, 국회 운영위원장 주최 만찬,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삼성전자, 민속촌, 판문점 시찰

Montoya, Carlos Orbin 온두라스 국회의장 방한,
1986.11.16-18

| 86-042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32 / 4 / 1~145(145p)

1. 방한 경위
Montoya 온두라스 국회의장이 한국 국회의장 초청으로 1986.11.16.~18. 방한함.
방한단은 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됨(전원 부부동반 총 12명).

2. 주요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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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의장 예방
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삼성전자 시찰
국회의장 주최 만찬,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Mittal, S. P. 인도 상원의원 방한, 1986.3.5-7

| 86-042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32 / 5 / 1~21(21p)

1. 방한 경위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시아 의원회의 사무총장인 S. P. Mittal 인도 상원의원은 동경 개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시아 의원회의 참석 후 자비 방한함.

2. 방한 일정
1986.3.5.~6. 방한함.
국회부의장 예방 및 오찬, 국민당 총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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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원 방한, 1982-86

| 86-0422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32 / 6 / 1~93(93p)

1. 마사야키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장이 1982.2.11.~14.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국회의장 대행, 외무부장관, 통일원장관, 국방부장관 예방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 예방 및 만찬

2. 일본 민사당 대표단이 한국 민한당과의 제3회 정기 회담을 위하여 1984.3.21.~24. 방한함.
단장 마사오 민사당 부위원장, 단원 9명(중의원 의원 7명, 참의원 의원 2명) 및 고문 1명(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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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 대표단 구성
방한 일정

- 민한당 총재 주최 리셉션, 한국 민한당과 회의(3.22.~23.), 땅굴 시찰

3. 쓰지야 일본 참의원 의원(자민당 예산위원장) 일행(3명)이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 초청으로 새마을 운동
현황 청취차 1986.1.9.~11.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예방
민정당 대표위원 및 총재 비서실장 예방
새마을 운동본부 방문 및 새마을 운동본부 회장 주최 만찬
국립묘지 참배, 올림픽 경기장 시찰

4. 사쿠라우치 전 외상이 한국 정치·경제 정세 시찰을 위해 1986.4.18.~20.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구대학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가, 김종필 면담, 서울 농아복지센터 이사장 면담

5. 아라이 일본 중의원 의원(한국계)이 서울 올림픽 위원장 초청으로 아시아 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차
1986.9.20.~23.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아시아 경기대회 개막식 참석, 서울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예방
대통령, 민정당 대표위원, 외무부장관 대리 예방
한·일 의원연맹 회장 면담 및 오찬
전경련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면담

통일원장관
주최 만찬, 청와대 정무수석 주최 만찬

Ahmad AL LAWZI 요르단 상원의장 방한,
1986.6.22-28

| 86-042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32 / 7 / 1~147(147p)

1. 방한 경위
국회의장 초청으로 1986.6.22.~28. 방한함.

2. 방한 일정
국회의장 예방 및 만찬
대통령 예방 및 훈장 수훈(수교훈장 광화장), 외무부장관 예방
삼성전자 공장, 기아자동차 공장, 올림픽 경기장, 판문점 시찰, 민속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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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회의원 방한, 1983-86

| 86-0424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32 / 8 / 1~271(271p)

1. 멕시코 의회 대표단이 서울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1983.10.2.~13. 방한함.
동 대표단은 Riva Palacio 상원의원(단장) 등 상원의원 3명과 하원의원 3명으로 구성됨.

2. 멕시코의 Riva Palacio 상원의원 등 의원단 6명이 1984.8.4.~8.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 부의장, 외무부장관 대리,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장, 새마을 운동본부 사무총장, 해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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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장 등 예방

새마을
단지, 판문점 시찰, 국립 박물관 관람, 비원 관광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장 만찬, 외무부 미주국장 만찬, 국회 외무위원장 오찬

3. 멕시코의 Jorge Minvielle Porte Petit 하원 해양분과위원장 일행 6명이 1985.5.16.~22.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의장, 감사원장, 외무부장관 예방, 새마을 운동본부 방문, 국립 수산진흥원 방문
올림픽 경기장, 삼성전자 공장, 옥포 조선소 등 시찰
국립 박물관, 비원, 민속촌 등 관광

4. 멕시코의 Castro PRI 당(여당) 국제부 차장이 외무부 초청으로 1985.12.12.~16.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 내무위원장,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및 오찬
경제기획원, 직업훈련관리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판문점, 삼성전자, 올림픽 경기장 등 시찰, 민속촌 관광

5. 멕시코의 Herrera 상원 해양분과위원장이 국회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장 초청으로1986.7.31.~8.6.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대리, 수산청장, 해운항만청장 예방
해군사관학교, 국립수산진흥원, 한국어업기술훈련소, 부산 공동어시장, 오양수산, 대한조선공사
시찰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만찬, 외무부 미주국장 주최 오찬

뉴질랜드 국회의원 방한, 1986

| 86-042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32 / 9 / 1~121(122p)

1. 뉴질랜드의 Terris 국회 부의장 및 Gregory 한·뉴 의원친선협회장 등 의원 일행 5명이 국회 한·뉴질랜드
의원친선협회장 초청으로 1986.5.6.~13.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무총리, 상공부장관, 과기처장관 예방
남북대화 관계 브리핑(외무부 제1차관보, 정보문화국장)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등 시찰
국민당 총재, 신민당 총재, 민정당 대표위원 예방
판문점, 땅굴 시찰, 뉴질랜드 참전기념비 참배

2. 뉴질랜드의 Bolger 국민당(야당) 당수가 연례 외국 순방 계획에 따라 1986.8.30.~9.2.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의장, 국무총리, 상공부장관 예방
대우 회장 면담, 판문점 시찰
국회의장 주최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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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 주최 오찬, 한·뉴질랜드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만찬

Pena del Moline Torres, Pedro Hugo 파라과이
하원 제2부의장 방한, 1986.3.5-8

| 86-042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2 / 10 / 1~43(43p)

1. 방한 경위
국회 초청으로 1986.3.5.~8. 방한함.

2. 방한 일정
국회의장 대리, 외무부장관 예방

486

삼성전자, 판문점, 올림픽 경기장 시찰, 국립 박물관 관람

국회의장
대리 주최 만찬, 외무부 주최 만찬

파나마 국회의장 방한, 1981-86

| 86-0427 |

생산연도

1981~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32 / 11 / 1~229(232p)

1. 방한 경위
파나마의 Gozaine 국회의장 일행(25명)이 국회의장 초청으로 1986.8.9.~14. 방한함.

2. 방한 일정
대통령, 국회의장 예방
올림픽 경기장, 삼성전자, 판문점, 땅굴 시찰, 용인 민속촌 관광
국회의장 주최 만찬, 외무부장관 대리 주최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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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chea Garcia, Alfredo 페루 하원의원 방한,
1986.1.26-2.1

| 86-042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2 / 12 / 1~77(77p)

1. 방한 경위
페루 Barnechea 하원의원과 Becerra 전 공업관광장관이 1986.1.26.~31. 방한함.
동인들은 봉제 및 신발 공장 합작건설, 원목 수출 등에 관하여 한국 업체들과 상담을 갖는 등
한·페루 양국 업체들 간 경제 협력을 주선하기 위해 방한함.

2. 주요 방한 일정
488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차관 예방
민정당 사무차장 주최 만찬, 외무부 미주국장 주최 오·만찬,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봉제 및 신발 공장 합작투자, 원목 수입 등에 관해 한국 업체(대우, 삼성, 선경, 효성, 국제 등)
와 상담

스페인 국회의원 방한, 1985-86

| 86-042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32 / 13 / 1~119(119p)

1. 방한 경위
Carvajal 상원의장 일행(12명)이 국회의장 초청으로 1986.11.12.~15. 방한함.
동 방한단은 상원의장단 간사, 상원 내 각 당 원내총무 등으로 구성됨.

2. 방한 일정
국회의장 예방 및 만찬
대통령, 외무부장관 예방

판문점, 땅굴, 올림픽 경기장 시찰, 비원 관광

3. 주스페인대사는 1986.11.22. 동 의장이 TV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방한 결과에 관해 긍정적이고
중요하였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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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의장은 외무부장관 면담 시 귀국 후 곤잘레스 스페인 수상에게 1987년 초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면담 기회에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 중지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미국 상원의원 및 의원단 방한, 1986

| 86-043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안보과

MF번호

2016-32 / 14 / 1~352(352p)

1. Goldwater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86.1.2.~4. 방한, 군산 미공군
기지 시찰, 주한 미군사령관 주최 만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짐.
2. Danforth 미국 상원 통상위원장 등 상원의원 7명을 포함한 미 의회 시찰단이 1986.1.6.~10. 방한함.
방한 목적

- 한국 정부 인사와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 및 상호 관심사에 관한 의견 교환
490

주요 방한 일정

- 대통령, 부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 국회 주최 만찬,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부산시장 주최 오찬, 한미경제협의회 주최 오찬
- DMZ, 대우 섬유플랜트, 대한조선공사 시찰
동 시찰단의 일원인 Eagleton 상원의원은 기자회견(1.10.)에서 한국 인권 상황을 비판함.

3. Hatch 미국 상원 노동위원장 등 공화당 상·하원의원 5명이 한국의 안보 정세 시찰차 1986.1.15.~17.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예방
주한미군 사령부, 미군 부대, 판문점 방문

4. Gramm 미국 상원의원이 1986.1.15.~18.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장관 예방, 국회 비공식 만찬
한미연합사 방문 및 오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시찰, 경주 관광

5. McConnell 미국 상원의원이 일해 연구소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한·미 통상관계 세미나 참석차
1986.5.23.~28.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부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전매청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면담
대통령 주최 일해연구소 세미나 참석자를 위한 오찬
오산 미 공군기지, 판문점 시찰
국제 석탄수출업자 회의 연설

6. Gran 미국 상원의원이 1986.11.9.~11. 방한함.
7. Hollings 미국 상원 통상위원회 간사 등 상원의원 4명이 통상 현안 등 한·미 경제 관계 조사차 1986.11.16.~19.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외무부장관 예방
부총리, 외무부장관, 국회 주최 오·만찬

부산
지역 공장(조선소, 피혁 공장) 시찰, 부산시장 주최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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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1986

| 86-043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3 / 1 / 1~355(355p)

1. Fuga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장을 포함한 동 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1986.1.4.~7. 방한한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과학기술처장관 예방, KAIST 원장 면담 및 KAIST 시찰
금성사 연구단지, DMZ 시찰

2. 미국 하원 공화당 Trade Task Force 소속 의원 일행이 1986.2.15.~17. 방한함.
492

방한단 구성

- Trade Task Force 소속 Sundquist 의원(위원장) 등 의원 4명(부인 동반), 보좌관, 업계 대표 등 12명
방한 경위

- 산업연구원이 방한을 주선하고, 방한 경비는 무역협회에서 부담(한미경제협의회가 표면상 Sponsor 기관)
방한 일정

- 한국에너지연구소, 대덕 연구단지 시찰
- 한미경제협의회 회장, 한국전력 부사장, 한국중공업 사장 면담
-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국회 외무위원장 대리 주최 만찬, 해협위 기획단장 주최 오찬
한미경제협의회는 동 의원단 방한이 한국의 시장개방 정책에 대한 미국 의회 분위기를 감지하는
계기가 되고 동 의원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함.

3. Solomon 미국 하원 인권소위원회 간사 등 하원의원 9명이 한국 정세 시찰차 1986.2.17.~18. 방한한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 주최 만찬, 외무부장관 주최 조찬
한·미 연합사 브리핑 청취, DMZ 시찰

4. Rostenkowski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 등 세입위 및 예산위 소속 의원 14명이 한·미 통상 및 경협 증진
협의차 1986.11.14.~16.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국회의장 주최 만찬
판문점 및 전방 미군부대 시찰

5. Yatron 미국 하원 인권소위원장 등 하원의원 10명이 미국 PCI(Pacific Community Institute)와 한국
일해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 참석차 1986.12.15.~18. 방한함.
동 의원단은 방한 기간 중 상기 세미나에 참석하고, 민정당 대표위원,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등을 예방함.

우루과이 의원 및 의원단 방한, 1985-86

| 86-043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3 / 3 / 1~203(203p)

1. Pozzolo Picca 상원의원을 단장으로 한 우루과이 의원단 3명이 국회 초청으로 1985.9.9.~12. 방한함.
주요 방한 일정

-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국회 외무위 간사 예방
- 국회 외무위 간사 주최 만찬, 대우 사장 주최 만찬
- 판문점, 땅굴, 올림픽 경기장, 삼성전자 공장 시찰, 대우 본사 방문, 국립박물관 관람
동 의원단은 외무부장관 예방 시 우루과이 외무장관과 하원의장 방한을 앞두고 한·우루과이
의원친선협회 구성 등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심화를 위한 선발대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언급함.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의장 및 외무위원장, 외무부장관, 민정당 사무총장 예방
국회 외무위원장 주최 만찬, 민정당 사무총장 주최 오찬, 대우 회장 주최 만찬
서울 종합운동장 시찰, 경주 관광

3. 우루과이 Jude 상원의원이 국회 초청으로 1986.1.27.~30.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의장 및 국회 외무위원장, 외무부장관 예방
판문점, 올림픽 경기장, 삼성전자 공장 시찰, 국립 박물관 관람
국회 외무위원장 주최 만찬

4. 우루과이 Tourne 상원의원이 외무부 초청으로 1986.3.8.~12.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 부의장, 외무부장관, 민정당 사무차장 예방
판문점, 올림픽 경기장, 삼성전자 공장 시찰, 새마을 운동본부 방문, 국립박물관 관람, 민속촌
관광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우루과이 Ortiz 상원의원 및 Bermudez 백당 사무차장이 국회 초청으로 1985.12.2.~5. 방한한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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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esano Costa, Antonio 우루과이 하원의장
방한, 1986.1.8-13

| 86-043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3 / 4 / 1~133(133p)

1. 방한 경위
국회의장 초청으로 1986.1.8.~13. 방한함.

2. 방한 일정
대통령 예방 및 수훈(수교훈장 광화장), 국무총리 예방
국회의장 주최 만찬,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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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참배, 판문점, 올림픽 경기장, 금성사, 대우중공업 시찰

Ferrer Medina, Leonardo Jose 베네수엘라
하원의장 방한, 1986.8.16-21

| 86-0434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3 / 5 / 1~102(102p)

1. 방한 경위
국회의장 초청으로 1986.8.16.~21. 방한함.
베네수엘라 하원의원 2명이 동행함.

2. 주요 방한 일정

국회의장 주최 만찬,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한·베 경제협력위원장 주최 만찬

49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통령 예방 및 수훈(수교훈장 광화장), 국회의장 예방
삼성전자 공장, 울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땅굴, 올림픽 경기장 시찰
경주, 비원 관광

한·인도 의원친선협회, 1986

| 86-043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33 / 6 / 1~4(4p)

외무부는 1986.6.18. 국회에서 재구성된 한·인도 의원친선협회 한국 측 회원 명단을 1986.8월
주인도대사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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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의원연맹, 1986

| 86-043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33 / 7 / 1~222(222p)

1. 한·일 의원연맹 86 합동 간사회가 1986.4.26. 경주에서 개최됨.
한국 측에서는 권익현 회장, 김숙현 간사장 외 14명, 일본 측에서는 하라다 상임부회장, 카토 간사장
외 4명이 참석함.
동 간사회는 제14차 합동회의 일정과 의제를 채택함.

2. 권익현 회장 등 한·일 의원연맹 간부 5명은 1986.1.28.~2.6. 일본을 방문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나카소네 수상, 아베 외상, 다케시타 대장상, 후쿠다 전 수상, 자민당 4역, 츠카모토 민사당 위원장

3. 김숙현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이 1986.3.11.~16.(고 야스이 겐 일·한 의원연맹 회장 조문)과 5.14.~18.
(한·일 의원연맹 제14차 합동총회 일정 및 의제 협의) 일본을 방문함.
4. 후쿠다 회장 등 일·한 의원연맹 회장단 10명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1986.10.5.~7.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예방
민정당 최고위원, 신민당 총재, 국민당 총재 예방
국회의장 주최 만찬, 한·일 의련 회장 주최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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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예방
스즈키 전 수상 주최 오찬
민단 간부와 간담회

한·일본 의원연맹 총회, 제14차. 동경, 1986.9.2

| 86-043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33 / 8 / 1~111(111p)

1. 한·일본 의원연맹 제14차 합동총회가 1986.9.2. 동경에서 개최됨.
한국 측 의원 45명과 일본 측 중·참의원 100여 명이 참석함.

2. 합동총회 결과
개회식

- 양측 회장 인사, 일본 총리 등 내빈 축사, 양측 간사장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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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 위원회별 토의

- 안보·외교위원회, 경제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위원회
공동성명 발표(전문 8항)

-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일치
- 무역역조 해소, 기술협력 촉진 노력
- 문화교류 촉진 약속
-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지원 약속
- 재일 한국인 지문날인 제도 개선 약속

3. 한국 측 대표단은 1986.9.1.~4. 동경 체류 기간 중 주요 인사를 예방한바,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나카소네 수상

- 86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가차 방한 시 전두환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
겠다는 의사 표명
미야자와 대장상

- 재일 한국인 올림픽 기부금 면세 문제가 잘 해결될 것임을 언급
엔도 법상

- 재임 중 재일 한국인 문제의 실질적 해결 의지 표명
기타 구라나리 외상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자민당 아베 총무회장, 이토 정조회장, 다케시다
간사장, 후지다 참원 의장, 스즈키 전 수상 등을 예방함.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 1985-86

| 86-043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33 / 9 / 1~18(19p)

1. 외무부는 1985.12.10. 주요르단대사관에 1985.7월 봉두완 특사의 요르단 방문 시 상원의장 대리와
결성추진을 합의한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 결성과 관련, 국회 측의 요청에 따라 요르단 측 진전 상황에
관하여 파악 지시함.
주요르단대사는 1986.1.8. Akef Al-Fayez 주재국 하원의장 면담, 동인 언급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2. 이재형 국회의장은 1986.9월 요르단 하원의장 앞 서한에서 1986.6.18. 한국 국회에 한·요르단 의원
친선협회가 결성되었음을 통보하고, 요르단 국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단체가 결성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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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은 현재까지 타국과 의원친선협회를 결성한 바 없으나 양국 의회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동 협회
결성에 전적으로 찬성
- 1986.4월 동 하원의장 방한 시 서울에서 결성
- 요르단 측 회원 선정은 하원의장 방한 이전 요르단 주재 한국대사관에 수교

한·파키스탄, 파키스탄·한 의원친선협회, 1985-86

| 86-043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33 / 10 / 1~21(21p)

1. 파키스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다음과 같이 결성됨.
협회 영어 명칭

- Pakistan-Republic of Korea Friendship Parliamentary Group
결성 일자: 1986.3.16.
협회 회원: 파키스탄 하원의원 69명, 상원의원 9명으로 총 78명

회장:
Hamir Nasir Chattha 하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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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가 다음과 같이 결성됨.
협회 영어 명칭

- Korean-Pakistani Parliamentarians’Friendship Association
결성 일자: 1986.6.18.
협회 회원: 민정당, 신민당, 국민당, 민한당, 무소속 국회의원 총 20명
회장: 이진연 의원

파푸아뉴기니·한 의원친선협회, 1985-86

| 86-044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33 / 11 / 1~23(23p)

1. 파푸아뉴기니·한국 의원친선협회가 다음과 같이 결성됨.
협회 영어 명칭

- Papua New Guinea-Korean Parliamentarians’Friendship Association
결성 일자: 1986.11.27.
협회 회원: 의원 15명

회장:
Rabbie Namaliu 의원

- Brown Sinamoi 국회의장은 명예회장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에 지시

2. 국회사무처는 1986.12.16. 박일 한·파푸아뉴기니 의원친선협회 회장 명의 파푸아뉴기니 측 Namaliu
회장 앞 서한 전달을 외무부에 요청함.
동 서한에서 파푸아뉴기니 측 협회 결성 축하 및 한국 측 협회 회원(국회의원 총 20명) 명단 통보

50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외무부는 1986.12.18. 동 협회 결성 관련 이재형 국회의장 명의 Sinamoi 국회의장 앞 축전 전달을

민주정의당·페루 APRA당(미주인민혁명 동맹당)
과의 교류, 1985-86

| 86-044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3 / 12 / 1~39(39p)

1985~86년간 민주정의당과 페루 APRA 당(미주인민혁명동맹당)과의 교류 추진 내용임.
1. 주페루대사관은 1985.10.2. 주재국 집권당 APRA 당 Lopez Cano 국제관계담당 서기가 동 대사관 앞
서한을 통해 양국 집권당 간의 교류를 제의해 왔음을 보고하면서 북한이 당 차원의 교류를 앞세워 동
당과의 우호관계를 구축해 온 점을 감안, 민정당 사무국 국제부장 명의의 긍정적 회신을 외무부에
건의함.
502

민정당 사무국은 11.13. APRA 당의 정치 이념 등을 외무부에 문의
외무부는 11.29. 동당의 정치 이념이 다원화되어 있으나 대체적인 기본 노선은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있음을 민정당 사무국에 통보

민정당
사무국은 1986.1.16. APRA 당과의 친선 교류에 동의함을 동당에 전달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2. 외무부는 1986.1.21. 민정당 전문위원의 페루 방문 시 Cano 서기가 방한 희망을 표명한 데 대한 의견을
보고토록 주페루대사관에 지시함.
주페루대사관은 1.21. 동 서기 및 Javier Cano 보좌관 방한 초청을 건의
외무부는 1.23. Cano 서기 등 2명을 방한 초청키로 했음을 주페루대사관에 통보
주페루대사관은 2.22. Javier Cano 보좌관이 APRA 당 사무총장이 당내 제반 사정상 현 시점에서의
방한은 승인키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방한 계획을 무기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

한·수단 의원친선협회, 1983-86

| 86-0442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마그레브과/중동과

MF번호

2016-33 / 13 / 1~54(54p)

1. 수단·한국 의원친선협회 결성 관련 1984.1.24. 주수단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El Fatih El Tigani 동 협회 회장은 동 수단·한국 의원친선협회가 발족하였음을 통보

- El Sayed 국회의장도 주수단대사에게 동 협회 발족 사실 통보
협회 영어 명칭

- Sudanese-Korean Parliamentary Friendship Association
협회 회원: 회장, 사무총장 등 포함 7명

대사관에 통보함.
동 협회 회장은 임철순 의원, 협회 회원은 회장 포함 의원 8명으로 구성

3. 이재형 국회의장은 1986.9.9. Khalil 수단 국회의장 앞 서한을 통해 12대 국회 개원 이후 한·수단
의원친선협회를 6.18. 재조직했음을 통보함.
동 협회 회장은 정상구 의원, 협회 회원은 회장 포함 의원 20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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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4.2.27. 국회가 1.11. 한국·수단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완료하였다고 알려 왔음을 주수단

한·아프리카지역 의원친선협의회, 1985-86

| 86-044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3 / 14 / 1~108(108p)

1. 외무부는 1985.5.17. 국회사무처가 의원친선사절단의 1985.6월 모리셔스, 말라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순방 기간을 국내 정치 일정과 공관 보고 내용 등을 감안, 수정·확정했음을 주케냐(모리셔스 겸임)
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교섭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함.
외무부는 6.11. 동 순방이 국회 측 사정으로 취소되었음을 관련 재외공관에 통보

2. 국회사무처는 1986.7.29. 한국과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되어 있는 국가들 중 일부 국가(아프리카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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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의 협회 공식 명칭 등을 파악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11.20. 콩고민주공화국(결성 일자: 1983.9.8.), 세네갈(결성 일자: 1983.6월) 의원 친선협회 공식
명칭을 국회사무처에 통보

3. 국회사무처는 1986.10.17. 1987년도 의원외교 활동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87년도에 방한 초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의회 인사, 한국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의 방문이 필요한 국가를 알려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아프리카 지역 재외공관 의견 수렴 후 12.1. 다음 요지 의견을 국회사무처에
통보

- 방한 초청 대상으로 코트디브아르 측 의원친선협회 회장 등 8개국 인사 추천
- 한국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의 방문이 필요한 국가로 세네갈 추천

한국의 중공 개최 국제회의 참가 및 인사 교류
현황, 1983-86

| 86-0444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6-33 / 15 / 1~60(60p)

1983~86년간 중국(구 중공) 및 소련 등 미수교국에서 개최된 국제 회의에 한국의 참가 추진·
교섭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관련 자료가 수록됨.
1. 미수교국 개최 세미나 교섭 결과(1983.8월)
2. 미수교국 개최 행사(1983년 소련 및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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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개최 국제기구 행사 한국인 참가 추진 사례(1981.3월~1983.5월)
5. 중국 개최 회의 한국 참가교섭 현황(1982.11~1984.4월)
6. 1984~86년 미수교국(중국, 소련) 개최 국제회의 참석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중국 개최 TCDC 회의(1983.11~12월)

박동진 국토통일원 장관 독일 방문, 1986.6.23-29

| 86-044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33 / 16 / 1~118(118p)

1. 박동진 국토통일원장관은 제7차 한·독 학술회의 참석차 1986.6.24.~27. 독일을 방문함.
출장 목적

- 한·독 간 통일문제 전문가의 상호교류와 학술 차원의 공동연구 및 관련 자료의 교환 등을 통해 양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 1986.4월 대통령의 방독 시 제기된 양국 간의 분단 문제 해결 공동노력 약속의 실천 조치로서 지난 4월 말
Windelen 내독성 장관의 방한에 대한 답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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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 뮌헨 도착, 교민연수 간담회 주재(6.24.), 한·독 학술회의 기조연설, 학술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만찬
주최(6.25.), Strauss 기사당 당수 면담, 본 도착, Windelen 내독성 장관 면담, 내독성 장관 주최 만찬
(6.26.), 스웨덴 향발(6.27.)

2. 80년대 후반의 국제 환경과 동서독 및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학술회의 개회식
(6.25.)에서 국토통일원장관의 기조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음.
남북한 상황 전망(4가지 경우 가정)

-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 계속 유지, 남북한 간 획기적인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져 평화통일 방안이 실천에
옮겨지는 가능성, 북한이 현저히 열세에 놓이게 되어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류 확대 및 주변
강대국의 교차 승인에 합의해 올 가능성(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 새로운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
바람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 남북한 간 현저한 국력 격차,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 등
한국 측이 남북한 관계를 주도해 나갈 방향

- 남북한 간 제도적인 평화공존 상태 조성(기본관계 잠정협정 및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이를 위한 상호
신뢰의 점진적 구축 및 상호교류와 협력 폭 확대

이종남 법무차관 일본 방문, 1986.9.24-29

| 86-044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33 / 17 / 1~67(67p)

1. 방문 목적
한·일 법무차관 상호 방문 계획에 따라 방일

2. 방일 일정
민단 및 게이오대학 방문(9.24.)
법무대신 예방, 법무성 간부와의 간담회, 법무대신 주최 오찬, 검사총장 예방, 동경고등검찰청

오사카 민단 및 건국학교 등 방문(9.27.~28.)
외무성 정무차관 예방

3. 수행원
유창종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및 임내현 법무부 법무실 검사

4. 특기 사항
1986.9.25. 법무대신 예방 및 법무성 간부와의 간담회 시 재일 한국인 지위 및 외국인 지문날인
문제 관련 협의 요지

- 한국 측은 재일 한국인 지위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계속적인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전두환
대통령 방일 시 합의는 국가 간 약속으로 충실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금번 나카소네 총리 방한 시
발언한 선에서 노력할 의향 표명
- 한국 측은 지문날인 문제 관련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 등 감안, 금번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개정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나카소네 수상 방한 시 언명한 선에서 의회에
개정법안 제출이 가능토록 작업 중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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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예방,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예방, 법무성 사무차관 주최 만찬(9.25.)
부중형무소 시찰, 동경대학 방문, 한국 측 주최 답례 만찬(9.26.)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 서남아 및 태국 순방,
1986.12.21-30

| 86-044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33 / 18 / 1~210(210p)

1. 방문 일정 및 수행원
인도(12.21.~23.), 부탄(12.23.~25.), 네팔(12.25.~27.), 태국(12.27.~30.)
석동연 외무부 사무관 수행 (부탄 방문에는 주인도대사관 유광석 참사관도 수행)

2. 인도 외무성 Gonsalves 차관 면담 요지(1986.12.22.)
동 차관은 최근 양국 관계가 매우 양호한 상태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경제 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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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발전을 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Paradip 항만사업에 대해 인도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도 측이 입장을 결정할 단계임을 알고 있다고 언급

아주국장은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인도 방문에 대한 인도 외상의 답방이 조속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동 차관의 요청에 따라 동북아 정세 등 설명
 차관은 한국도 파키스탄의 핵 개발 계획에 관여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를 언급한데
동
대해 아주국장은 동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한다고 언급

3. 부탄 외무성 Rixin 차관 면담 요지(1986.12.24.)
양국 간 수교 실현과 관련, 동 차관은 부탄 측은 점진적, 선별적 수교 확대 방침을 설명하고 재정
형편상 공관 개설이 어렵다고 한 데 대해 아주국장은 한국으로서도 당장 상주공관 설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며 가급적 조속한 수교를 희망한다고 언급

아주국장은
주부탄 명예총영사 조속 임명 희망을 표시한 데 대해 동 차관은 가까운 장래 1~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4. 네팔 Upadhyaya 외무장관 면담 요지(1986.12.26.)
동 외상은 한국의 네팔에 대한 그간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1987년 SAARC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지원을 요망한 데 대해 아주국장은 지원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를 요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아주국장은 비렌드라 국왕의 방한이 장기 현안임을 언급한 데 대해 동 외상은 국왕 방한이 실현
되어야 하나 중국(구 중공),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로부터도 방문 초청을 받고 있다고 언급

5. 태국 외무성 Thep 정무국장 면담 요지(1986.12.30.)
Thep 국장은 소련의 태국 내 동향, 1987.12.5. 국왕 60주년 탄신 기념행사와 관련, 북한 측의
대규모 문화사절단 파견 제의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아주국장은 88 올림픽 관련 적극 지원을 요청

국정자문위원단 아프리카 순방, 1986.10.15-11.4

| 86-044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3 / 19 / 1~139(139p)

1. 국정자문위원단은 1986.10.15.~11.4. 아프리카 4개국(코트디브아르, 가봉,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및
케냐)을 순방함.
방문 목적

- 아프리카 국가 지도층과의 우의 증진 및 한국 교민과의 국민적 유대 강화 등
시찰 위원

- 김정렬, 류달영, 이영복 위원

코트디브아르(10.18.~21.)

- 교민 간담회, 아케 외상 예방, 농장 시찰, 지도층 인사 초청 만찬, 야세 경제사회 평의회 의장 예방, 기자회견
- 코트디브아르 유일 일간지인 Fraternite Matin지는 10.23.‘코트디브아르-한국, 강화되는 협력 관계’
라는
제목으로 동 자문위원단의 야세 의장 예방 사진과 함께 동 방문에 대해 상세 보도
가봉(10.21.~23.)

- 외상대리, 국정자문위원장대리 예방 등 (가봉 대통령 선거 관련 주요 인사의 지방 유세로 인해 면담
주선에 애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10.23.~25.)

- Kengo 수상 예방 등
- 동 수상은 10.24. 자문위원단 면담에서 지난 6월 방한 시 한국민이 근검과 노력으로 이룩한 번영과
발전을 잘 목격하였다고 하고 동 방한 시 거론된 바 있는 한국 기업인의 자국 진출 재촉구
케냐(10.25.~28.)

- Gey 수자원개발장관, Mati 국회의장, Anyengo 외상대리 예방, 한인회와의 만찬 등
- 케냐 인사들은 자문위원단 면담 시 양국 우호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명하고 케냐 개발 사업에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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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국별 주요 일정 및 면담 요지 등은 다음과 같음.

김내성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아프리카 순방,
1986.11.30-12.14

| 86-044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3 / 20 / 1~146(146p)

1. 방문 목적
양국 관계 현안 협의 및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등 한반도 정세 설명
미수교국 수교 문제 및 비동맹 외교의 효율적 전개 방안 협의 등

2. 방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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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11.30.~12.3., 외무성 정무총국장 면담 등)
코트디브아르(12.3.~5.,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 등)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12.6.~8., 외무차관 면담 등)
나이지리아(12.8.~9.)
케냐(12.10.~12., 외무성 정무차관 면담 등)
에티오피아(12.12.~14., 노동당 정치국원 겸 공업상 면담 등)

3. 특기 사항
아프리카국장의 1986.12.8. 자이르 Kabala 외무차관 면담 시 동 차관은 지난 8월 한국 외무부장관의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투자보장협정을 가서명했음을 언급한 후, 조속한 서명 및 발효 절차를 기
대한다고 하고 한국은 개도국이지만 상당한 수준의 공업화와 기술개발을 달성하였다고 본다면서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아프리카국장은
한국의 민간 주도 경제 체제 등 설명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동남아 순방,
1986.12.13-20

| 86-045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33 / 21 / 1~23(23p)

외무부 아주국 소병용 심의관은 1986.12월 아세안 지역 정세 조사 및 현안 문제 협의 등을 위해
동남아 4개국을 순방한바, 주요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브루나이(1986.12.13,~15.)

인도네시아(1986.12.15.~16.)

- Irsan 아태국장, Yoeda 경제국장 등을 면담, 한반도 및 주변 정세, 한국의 중점 관심사항 설명
- 인도네시아 측은 한·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 구성 문제에 관해 1987.1월 중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말레이시아(1986.12.16.~18.)

- 심의관은 Ng Bak Hai 아주국장을 면담, 한반도 정세 등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으며,
동 국장은 한국의 Yatim 외무장관 방한 초청 관련 업무 사정상 87년 상반기 중에는 방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필리핀(1986.12.18.~20.)

- 심의관은 Severino 아주국장, Jarasa 아세안담당 부국장, Carino 경제국 부국장 등을 면담, 한반도 정세,
1987.12월 아세안 정상회담, 양국 교역 증대 방안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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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karia 정무차관, Suyoi 정무국장 등 면담
- 심의관은 양국 간 경협 문제, 금강산댐 등 한반도 안보 문제, 유엔에서의 지지 문제 등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브루나이 측은 한국과의 관계에 만족을 표명하고 금후에도 실질적인 협력관계 발전
희망
- Zakaria 차관은 주한 브루나이 상주대사관을 1987.1월 개설할 예정이라고 언급

비동맹 실무교섭단 중남미 순방, 1986.5.27-6.6

| 86-045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남미과

MF번호

2016-33 / 22 / 1~68(68p)

1. 비동맹 실무교섭반이 1986.5.27.~6.6. 중남미 지역 3개국을 방문함.
방문 목적

- 1986.8월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개최되는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와 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비동맹 조정
위 외상회의(86.4월, 뉴델리)에 대비
실무교섭반

- 장선섭 외무부 미주국장, 조규형 중미과 서기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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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교섭반의 방문국별 일정 및 외무성 인사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멕시코(5.27.~29.)

- 미주국장은 Villasenor 양자 차관보, Villegas 아주국장을 면담, 양국 간 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비동맹
정상회담 관련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 요청
- 동 차관보는 현재 논의 중인 경제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고 혼성위가 설치되면 양국 간 경제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멕시코는 비동맹 옵서버 국이나 가능한 대로 비동맹권에서 한국이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남북 관계 관련 공평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 Villegas 국장은 멕시코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주한 상주대사를 파견키로 하였다고 하고
혼성위는 멕시코 측에서는 상공장관 또는 동자부장관이 인솔할 예정이라고 언급
파나마(5.29.~30.)

- Cabrera 차관, Correa 정무총국장 면담
- 동 차관은 파나마 Free Zone, 국제금융시장 등을 이용한 한국 기업의 진출로 양국 경제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비동맹 및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아르헨티나(6.1.~3.)

- 미주국장은 Mauhourat 정무차관보, Ossorio 아주국장을 면담, 양국 관계 강화 희망을 설명하고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담 관련 협조를 요청
- 동 차관보는 아르헨티나는 우방국으로서 비동맹권 내에서 한국을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고 하라레 정상회담에서 불공정한 한국 조항을 채택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기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 Ossorio 국장은 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특히 수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유망하며 투자 이민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Barboza, Julio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방한, 1986.11.17-22

| 86-045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33 / 23 / 1~97(97p)

1. 방한 경위
1986.5.20. 동 국장의 방한 희망 표명 및 주아르헨티나대사의 방한 초청 건의에 따라 방한 추진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0.23. 동 국장에 대한 훈장 수여 건의

2. 방한 결과
1986.11.17.~22. 방한
주요 일정

3. 특기 사항
Barboza 국장은 11.18. 신기복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시 아르헨티나는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정당한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면서 차기 사이프러스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인 비동맹 정상회의 개최지로는 순환 원칙에 비추어 라틴 아메리카 또는 구주(유고,
사이프러스 등)에서 개최될 것으로 일단 예상한다고 언급
 국장은 11.18. 외무부장관 예방 시 북한이 루안다 비동맹 외상회의 및 하라레 정상회의에서
동
비동맹 운동을 반한 선전장화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도 한국의 국력 신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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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장관 예방 및 훈장(수교훈장 숭례장) 수여, 국제기구조약국장 및 미주국장 면담,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주최 오찬, 민속촌 관람, 국제기구조약국장 주최 만찬(11.18.), 판문점 시찰, 경주 도착(11.19.),
경주 시찰(11.20.), 울산 현대중공업 등 시찰, 서울 도착, 주한 아르헨티나대사 주최 만찬(11.21.), 국립
박물관 및 비원 관람

Peterson, David 캐나다 'Ontario'주 수상 방한,
1986.10.9-11

| 86-045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4 / 1 / 1~131(131p)

1. 방한 경위
한·온타리오 주 간 경제·통상관계 증진
일본 및 중국(구 중공) 방문 후 방한

2. 방한 결과
수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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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man 관방장(Secretary of the Cabinet), Ashworth 수상실 행정국장 등 11명
방한 일정

- 주한 캐나다대사관 브리핑,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주한 캐나다대사 주최 오찬, 대우통신 인천공장
시찰, 전경련 부회장 주최 리셉션 및 만찬(10.10.), 삼성그룹 회장 면담, 외무부장관 및 국무총리 예방

3. 특기 사항
Peterson 주수상은 1986.10.11. 국무총리 예방 시 온타리오 주정부 내 주요 직책 중의 하나인
복권발행 담당관에 한국인을 임명했고 주정부 발행 주요 공지사항을 한국어로도 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캐나다에 많은 투자를 하기를 희망하며 양국 간 무역적자 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핀란드 외무성 주요인사 방한, 1985-86

| 86-045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34 / 2 / 1~182(182p)

1. Seppo Pietinen 핀란드 외무성 정무국장 방한
방한 경위

- Pietinen 국장은 1985.8.30. 주핀란드대사에게 10.24.~27. 방한을 희망하고 한국 방문 기회에 아시아
수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언급
방한 일정

Pietinen 국장은 10.25. 장만순 구주국장 면담 시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의 대외정책에 변화는
없으나 대외정책 결정과정, 절차와 그 수행 스타일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하고 한국 문제
관련 핀란드는 과거 유엔에서 기권을 표해 왔으며 지금도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언급

2. Paavo Kaarlehto 핀란드 외무성 경제차관보 방한(부부 동반)
방한 경위

- 동 차관보는 1986.10.7. 주핀란드대사에게 양국 간 무역 증진 문제 등 협의를 위해 11.18.경 방한 예정임을
설명하고 방한 초청장 송부를 희망
- 외무부는 10.21.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명의 방한 초청 서한을 주한 핀란드대사에게 전달
방한 일정

- 1986.11.18.~23. 방한
-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외무부장관 예방, 전경련 부회장 면담,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만찬(11.19.), 무역협회 부회장 면담, 비공식 오찬, 상공부차관 및 차관보 예방, 동자부차관 예방, 경제
기획원 대조실장 예방(11.20.), 동해펄프 울산공장 시찰, 경주 방문(11.21.)
Kaarlehto 차관보는 11.19.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시 한·핀란드 양국 간에 일부 협력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예컨대 동해펄프는 핀란드 및 서독이 공동 참여한 회사인데 최근 핀란드
회사가 추가투자를 한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하고, 핀란드는 기술협력 분야에 있어서 선진
know-how를 제공코자 하며 실제로 기술훈련 계획에 따라 제3세계 국가 훈련생들에게 단기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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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0.24.~27. 방한
- 판문점 시찰,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 외무장관 예방, 제1차관보 예방 및 동 차관보 주최 만찬(10.25.),
서울올림픽조직위 사무차장 면담, 올림픽경기장 시찰, 대우 시찰, 주한 핀란드명예영사 주최 만찬
(10.26.), 국립박물관 등 관람(10.27.)

Moog, Hans J. 독일 Frankfurt 시장 방한, 1986.3.4-9

| 86-045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34 / 3 / 1~99(99p)

1. 방한 경위
Hans J. Moog 프랑크푸르트 시장(독일 대도시 행정직제상 차석시장 지위)은 1985.9.30. 주프랑크
푸르트총영사에게 1986.4월경 방한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는 동 시장의 한국
교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 등을 감안, 방한 초청을 건의

- 외무부는 1986.1.9. 체한 경비 외무부 부담 조건으로 서울시 부시장 명의 초청을 추진 중임을 주프랑
크푸르트총영사관에 통보 (1.17. 김진원 서울시 부시장 명의 초청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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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수행원

- Kania 시청 경제국 과장 등 2명
방한 일정

- 외무부 제2차관보, 서울시 부시장 면담, 주한 독일대사 주최 오찬, 올림픽경기장 등 시찰, 서울시 부시장
주최 만찬(3.5.), 상공부 제1차관보, KOTRA 무역정보본부장, 한독경협위원회 회장 면담, 판문점 시찰,
동 시장 주최 만찬(3.6.), 현대조선소, 경주 시찰(3.7.)
동 시장은 3.5.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시 한국 금융기관 및 기업의 프랑크푸르트 진출을 기대
했으며, 3.6. 상공부 제1차관보 면담 시 양국 간 통상관계 증진과 KAL 및 LH의 증편 운항을 희망

Windelen, Heinrich 독일 내독관계성 장관 방한,
1986.4.30-5.6

| 86-045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34 / 4 / 1~108(108p)

1. 방한 경위
주독일대사는 1985.11.19. Heinrich Windelen 독일 내독성 장관을 면담, 제4차 분단국 문제에 관한 한·독
협의회 참석을 위한 방한을 초청하는 박동진 국토통일원장관 명의의 서한을 전달

- Windelen 장관은 12.18. 통일원장관 앞 서한을 통해 방한 초청 수락

2. 방한 결과

- 국토통일원장관 예방 및 회담, 외무부장관 예방, 민정당 대표위원 예방(5.1.), 국무총리 및 대통령 예방,
국회의장 예방, 금성통신 시찰(5.2.), 제주도 시찰(5.3.~4.)
수행원

- Priesnitz 내독관계성 정무차관보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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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방한
방한 일정

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 주요인사 방한,
1982-85

| 86-0457 |

생산연도

1982~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4 / 5 / 1~34(34p)

1. Siaka Coulibaly 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 외무성 국제협력국장이 1982.9.27.~29. 방한함.
방한 경위

- 동 국장은 1982.9.16. 자신이 Ake 외상을 수행, 일본 방문 후 9.28.부터 방한할 예정임을 주코트디브아르
대사관에 알리고 방한 일정 주선 요망
방한 일정

-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경제차관보 예방, KOTRA 방문, 아프리카국장 주최 만찬(9.28.)
518

Coulibaly 국장은 9.28. 외무부 경제차관보 면담 시 Ake 외상이 1983년 봄 공식 방한할 것이라고
하고 동 방한 시 한·코트디브아르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희망

2. 1984~85년간 Gervais Attoungbre 코트디브아르 외무성 정무국장에 대한 방한 초청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84.3.7. 동 국장 등 주재국 외무성 간부 방한 초청을 건의
외무부는 3.9. 동 방한 초청 문제는 Ake 외상 방한 시 수행 방한한다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주코트디브아르대사에게 지시
동 국장은 1985.4.25. 주코트디브아르대사 면담 시 9월 방한 희망
외무부는 5.2. 한국 측 경비 부담으로 동 국장을 초청키로 결정했음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에게
통보하고 비동맹회의 개최 이전 7, 8월 방한 추진 지시
 국장은 6.21. 주코트디브아르대사 면담 시 외상으로부터 7월 두 번째 주 이전 방한하여도
동
좋다는 내락을 받았다고 하고 부인 등 동반, 방한 희망

외무부는
6.24. 부인 등 경비 부담 곤란함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에게 통보
동 국장은 7.4. 개인 사정으로 7월 중 방한이 어려움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에게 통보

일본 주요인사 방한 1985-86

| 86-0458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34 / 6 / 1~221(221p)

1. 우에다 시게키요 나라현 지사 방한(1985.6.10.~14.)
방한 경위

- 동 지사는 1984.12.24. 주오사카총영사 면담 시 1985년 방한을 희망하였으며, 동 총영사는 경북도지사
명의 방한 초청을 건의
수행원: 나라현 국제과장 등 2명
주요 방한 일정

2. 오시마 야스시 오사카 시장 방한(부부 동반)(1985.6.25.~28.)
방한 경위

- 오사카 시장실 유조 외무감은 1985.2.5. 주오사카총영사를 방문, 동 시장의 1985년 중 방한 희망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주오사카총영사는 서울시장 명의 방한 초청을 건의
주요 방한 일정

- 서울시장 예방 및 서울시장 주최 만찬(6.25.), 해운항만청장, 한일의원연맹 회장 예방, 올림픽 건설현장 등
시찰(6.26.), 경주 시찰, 부산시장 예방 및 부산시장 주최 만찬(6.27.), 부산 항만 시찰
오사카 시청은 6.26. 부산항과 오사카항의 자매결연을 발표

3. 자민당 청년대표단 방한(9.2.~5.)
방한 경위

- 일본 총리실 하세가와 비서관은 1985.7.10. 주일본대사관 공사에게 1984년 전두환 대통령 방일 시
양국 수뇌 간에 거론된 청소년 교류 계획의 일환으로 나카소네 수상 장남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방한단을
8월 또는 9월 중 한국 측이 편리한 시기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
- 외무부는 7.24. 동 일행 방한은 민정당에서 주선 중임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
방한단

- 나카소네 히로부미(단장, 자민당총재 비서, 수상 장남), 아베 신조(외상 비서관, 외상 장남) 등 30명
주요 방한 일정

- 민정당 총재비서실장 주최 만찬(9.2.), 국립묘지 참배, 민정당 방문, 국무총리 예방, 올림픽경기장 시찰,
한국청년회의소 방문 및 간담회(9.3.), 판문점, 땅굴 시찰, 국회 방문, 주한 일본대사 주최 만찬(9.4.),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51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경북지사 예방 및 경북지사 주최 만찬(6.10.), 경북 한일친선협회장 예방, 포철, 통도사, 경주 시찰
(6.11.~12.), 외무부차관 예방, 중앙박물관 등 관람(6.13.), 판문점 시찰(6.14.)

4. 스즈키 동경도 지사 방한 추진
스즈키 도지사는 1985.12.2. 신임 인사차 동인을 예방한 주일대사에게 1985년에 서울시장이 동경을 방문한 바도
있어 자신으로서도 가능한 한 방한을 희망한다고 언급
1986.5.30. 염보현 서울시장 명의 서한을 통해 9.20.~10.5. 아시안게임 중 방한 초청
동 도지사는 7.28. 서울시장 앞 서한을 통해 일본 내 정치 일정 및 동경도 의회 회의 등의 사정으로 방한이
어려움을 통보
520

Mlotha, M. B. 말라위 청년성 차관 방한, 1986.6.1-5

| 86-045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34 / 7 / 1~139(141p)

1. 방한 경위
주말라위대사는 1985.10.18. 주재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10.14. 동 대사 면담 시 Mlotha 청년성 차관이 한국의
MYP(Malawi Young Pioneers) 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차 방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대통령
직속에 있는 MYP는 주재국 집권당 전위기구로 청소년 훈련 및 대통령 경호업무 등 국내 치안에서도 전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
동 차관은 1986.5.13. 주말라위대사에게 6월 첫째 주 방한 희망 표명

방한 일정

- 내무부차관 예방, 내무부차관 주최 오찬,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예방(6.2.), 새마을 연수원,
올림픽경기장 등 시찰(6.3.), 판문점 시찰, 외무부차관 예방(6.4.), 경주, 현대중공업 시찰,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주최 만찬(6.5.)
Mlotha 차관은 1986.6.4. 외무부차관 면담 시 MYP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군대, 경찰 조직과 함께 대통령에
게 직접 책임을 지는 중요기관이라고 하고 매년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실시되는 Youth Week에 대한 지원을
희망
외무부차관은 7.2. 동 차관 앞 서한을 통해 1986년 5만 달러, 1987~88년 20만 달러 무상원조 예정임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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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니제르 주요인사 방한, 1985-86

| 86-046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6-34 / 8 / 1~94(96p)

1. Hama 니제르 외무성 정무국장 방한 추진
주니제르대사는 1985.9.10. Hama 정무국장이 유엔 총회 실무대표로 미국 체류 기간 중 또는 귀국
시 방한하기를 희망하였음을 보고하면서 동 국장 방한 초청을 건의
외무부는 9.16. 유엔 및 비동맹 관계 인사의 1985년도 방한초청 사업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시 중이며 예산 사정상 85년 중 방한 초청은 어려우며 86년도 방한초청 사업 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 예정임을 주니제르대사에게 통보
522

2. Issakou Abdou 니제르 내무차관 방한(1985.9.4.~11.)
방한 경위

- 주니제르대사는 1985.7.16. 88 서울올림픽 관련 주재국 체육장관 및 내무차관 방한 초청을 건의
- 주니제르대사는 8.27. 주재국 외무성 경유 체육성 및 내무성에 방한 초청을 통보한 데 대해 주재국
정부는 곧 일부 개각이 예정되어 체육장관의 방한 추진은 어려우나 내무차관의 방한은 9.3. 개최되는
세계태권도대회에 맞추어 추진하겠다는 반응임을 보고
방한 일정

- 세계태권도대회 조직위원장 주최 만찬(9.4.), 태권도 경기 관람, 국기원, 삼성전자, 경찰대학교 방문 등
(9.5.~9.), 외무부차관 및 내무부차관 예방, 판문점 시찰,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만찬(9.10.)
Abdou 차관은 9.10. 외무부차관 면담 시 태권도 보급용 장구 및 경찰용 장비 관련 한국 측 협조 요청

- 외무부차관은 이에 대해 현지 한국 공관을 통해 요청해 오면 가능한 범위 내 쉬운 것부터 하나씩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3. Moutary 니제르 외무성 정무국장 방한 추진
주니제르대사는 1986.5.3. 유엔, 비동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동 국장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
외무부는 9.8. 예산 사정상 86년 중 방한 초청이 어려우며 87년도 방한초청 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
예정임을 주니제르대사에게 통보

파라과이 주요인사 방한, 1985-86

| 86-046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4 / 9 / 1~65(65p)

1. Jose Antonio Moreno Ruffinelli 파라과이 외상 법률고문(차관급) 방한(1985.3.6.~10.)
주파라과이대사는 1984.12.26. 동 고문이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 초청으로 1985.2월 말경 부인 동반
대만 방문 예정이라면서 동 기회에 방한 희망을 표명해 왔음을 보고하고 동인이 1968년 이후
하원의원으로 계속 선출되어 현재 하원 외교위 간사위원임 등을 감안, 방한 초청을 건의
외무부는 85.1.16. 동 고문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파라과이대사에게 통보

주파라과이대사는
1.31. 동 고문에 대한 수교훈장 흥인장 수여를 건의
방한 일정(부부 동반)

2. Sabino Augusto Montanaro 파라과이 내무장관(파라과이-한국 친선협회장) 방한 추진
주파라과이대사는 1984.3.7. 한국의 대파라과이 인력 진출 확대 등을 위해 동 장관 방한 초청을 건의
주파라과이대사는 4.30. 동 장관을 면담, 방한 초청장 전달
주파라과이대사는 9.20. 동 장관이 1984.10.17.~20. 방한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주파라과이대사는 10.1. 동 장관을 면담, 한국 측 사정을 설명하고 방한 시기 조정 가능성을 타진한 데 대해 동
장관은 1985.4월 이후 방한할 수 있기를 희망
주파라과이대사는 1986.12.4. 동 장관을 면담, 방한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동 장관은 87년 봄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 기회에 방한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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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장관 예방 및 수교훈장 흥인장 수훈, 현대중공업, 포철, 판문점 등 시찰,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만찬 등

Elejalde Estenssoro, Cesar 페루 검찰총장 방한,
1986.12.14-18

| 86-046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4 / 10 / 1~87(87p)

1. 방한 경위
주페루대사의 건의에 따라 서동권 검찰총장 명의로 방한 초청

2. 방한 일정(1986.12.14.~18.)

524

주한 페루대사 주최 만찬(12.14.)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예방, 페루 사법제도 설명회, 검찰총장 주최 만찬(12.15.)
서울종합운동장 방문,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예방 및 만찬(12.16.)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대우중공업 및 삼성전자 시찰(12.17.)

FAISAL bin Fahd bin Abdulaziz 사우디 아라비아
청소년 복지청장관 방한, 1986.9.18-10.7

| 86-046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6-34 / 11 / 1~136(140p)

1. 방한 경위
Faisal bin Fahd bin Abdulaziz 사우디아라비아 청소년복지부 장관은 86 아시안게임 참관차 체육부
초청으로 방한함.

2. 방한 일정

3. Faisal 장관은 대통령 예방 시 다음 사항을 거론함.
한국 건설 대전 지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
석유화학 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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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9.18.~10.7. 방한함.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사우디 축구팀 경기 참관
대통령, 국무총리, 건설부장관 예방

Mends, Oju 시에라리온 Freetown 시장 방한,
1986.6.23-27

| 86-0464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4 / 12 / 1~284(284p)

1. 방한 경위
정부 초청으로 1986.6.23.~27. 방한함.

2.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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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외무부장관 면담
지하철, 한강, 올림픽 경기장 등 서울 시정 시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삼성전자 시찰
땅굴, 새마을 시범부락 시찰
서울시장 주최 만찬,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오찬, 아프리카국장 주최 비공식 만찬

3. Mends 시장은 서울시장 면담 시 다음 사항을 언급함.
서울시와 프리타운 시 간의 자매 결연 제의
프리타운 시내 학교 스쿨버스 지원 요청

1987.5월
개최 예정인 시에라리온 건국 200주년 행사에 참여 요청(기술 및 물자 지원)

스리랑카 주요인사 방한, 1982-86

| 86-0465 |

생산연도

1982~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34 / 13 / 1~171(177p)

1. Wijeratne 스리랑카 법무장관(국회의원)이 국회 초청으로 1982.8.25.~30.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한·스리랑카 의원친선협회 회장 예방
현대중공업 시찰, 판문점 등 전방 시찰
국립박물관 및 경복궁 관람, 경주 일원 관광
법무부장관 주최 만찬, 한·스리랑카 의원친선협회 회장 주최 만찬

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 부시장 예방, 종합 종말처리 시설소, 올림픽 경기장, 남서울대공원 시찰
새마을 운동본부 회장 면담, 새마을 운동 소개 및 토의, 새마을 성남 연수원 시찰

3. Cooray 스리랑카 콜롬보 시장이 ㈜대우의 주선으로 1985.9.17.~24. 방한한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장 예방, 구의수원지 시찰, 새마을 운동본부 회장 예방
대우 방문, 대우중공업 시찰, 목동 신시가지 시찰
설악산 등 관광

4. Cooray 스리랑카 콜롬보 시장이 경남기업의 주선으로 아시안게임 참관차 1986.9.20.~24. 방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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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kawa 스리랑카 쿠루네갈라 시장이 서울시 시설 및 새마을 운동 시찰을 위해 1985.4.22.~25. 방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1985-86

| 86-046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4 / 14 / 1~112(113p)

1. Monjo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전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가 미국의 동아·태 지역 총영사회의
참석차 1985.12.13.~15. 방한한바, 동 부차관보는 방한 기간 중 외무부차관을 면담함.
2. Sherman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주한 미국대사관과의 업무 협의차 1986.1.22.~25. 방한
한바, 동 부차관보는 방한 기간 중 다음과 같이 한국 정부 인사를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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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 및 차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및 경제수석 면담
외무부차관 주최 비공식 만찬

3. Clark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정세 시찰차 1986.10.30.~11.8. 방한한바, 동 부차관보의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통일원장관, 체육부장관, 올림픽 위원장, 외무부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 면담
민정당 인사, 국민당 총재 면담, 야당 인사(김영삼, 김대중)와 각각 오찬

언론계
인사, 학계 인사 등과 만찬

미국 주요인사 방한, 1985-86

| 86-046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4 / 15 / 1~316(317p)

1. Colby 전 미국 CIA 국장이 전경련 주최 세미나 참석을 위해 1985.1.27.~2.1. 방한한바, 동인은 방한
기간 중 세미나 참석 이외에 안기부장, 상공부장관, 외무부차관을 면담함.
2. Holbrooke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985.5.15.~17. 방한한바, 동인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
장관을 예방함.

대통령 예방 및 오찬
전경련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무역협회 회장 예방

4. Allen 전 미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이 1985.6.20.~24. 방한한바, 동인은 방한 기간 중 다음 일정을 가짐.
국무총리, 안기부장,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예방, 육군참모총장 주최 만찬
삼성그룹 주최 오찬, 현대그룹 방문

5. Deaver 전 미 대통령 비서실 차장이 한국의 대미 consultant로 활동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1985.7.7.~11. 방한한바, 동인은 방한 기간 중 다음 일정을 가짐.
대통령, 국무총리, 민정당 대표위원, 안기부장,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예방
해협위 기획단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면담
전경련 회장, 무역협회 부회장 면담
삼성그룹 회장, 대우그룹 회장, 럭키금성 부회장 등 면담

6. Coleman 미국 New Orleans 한국 명예총영사가 1985.9.29.~10.1. 방한함.
7. Guyer 미국 지역사회개발 아동복리재단(AMSAVE) 총재가 지역사회 개발전문가 해외 파견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985.12.8.~11. 방한한바, 동 총재는 방한 기간 중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보사부장관, 새마을중앙본부 회장 등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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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ark 전 미국 내무장관이 1985.5.19.~22. 방한한바, 동인은 방한 기간 중 다음 일정을 가짐.

8. Clark 미국 판사(전 미국 내무장관, 전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가 1986.3.10. 미국 에너지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예방함.
9. Percy 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국제관계 및 무역 Consultant)이 1986.7.8.~12. 방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예방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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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부총리,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보사부장관, 노동부장관, 과기처장관, 동자부차관, 한전 사장
주요 활동(만찬 주최)

- 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중공업,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및 무역협회 인사와 접촉,
핵 발전을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에 있어서의 한·미 간 기술이전 문제 협의
- 1987.2월로 예정된 원전 11~12호기 수주 관련 미측이 기술이전의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음을 강조하며
관련 한국 정부기관에 미국과 제휴 시 장점을 설명

10.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의장단 일행 6명이 한국일보 초청으로 1986.9.14.~20. 방한함.
11. Romberg 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일해재단 세미나 참석차 1986.10.24.~11.1. 방한한바, 동인의
방한 기간 중 주요 면담 인사 및 방문 기관은 다음과 같음.
합참의장, 청와대 외교비서관, 외무부차관, 미주국장 및 아주국장, 이종찬 의원, 무역협회 회장
면담
경제기획원, 외교안보연구원, 민정당, 한미연합사 방문

미국 주지사 방한, 1986

| 86-046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5 / 1 / 1~415(415p)

1. Thompson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가 일리노이 주 경제사절단을 인솔하여 1986.1.22.~27.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차관, 국회 외무위원장, 새마을중앙본부 회장 예방
현대그룹 회장, 대한항공 사장, 선경그룹 회장, 한·미 경제협의회 이사장 면담
한·미 경제협의회, 대우그룹 회장, 선경그룹 회장, 새마을 중앙본부 회장 주최 오찬 또는 만찬

2. Bangerter 미국 유타 주지사가 한국과 유타 주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986.3.29.~4.1.
대통령, 상공부장관. 경기도지사 예방, 한·미 경제협의회 이사장 예방 및 만찬, 산업 시찰

3. Sinner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한국과 노스다코타 주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986.3.29.~4.2.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무총리, 상공부장관, KOTRA 사장, 전경련 회장, 제분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한·미 경제협의회 회장 예방 및 오찬

4. Bryan 미국 네바다 주지사가 네바다 주 무역사절단을 인솔하여 1986.4.13.~16.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KOTRA 사장, 상공부장관 예방, 한·미 경제협의회 회장 예방 및 오찬
외무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5. Atiyeh 미국 오리건 주지사가 한·오리건 주 간 우호 통상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986.5.11.~13.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예방, 삼성반도체 사장, 대한항공 전무, 조선맥주 사장, 현대자동차 사장 면담
한·미 경제협의회 회장 예방 및 오찬, 제분협회 회장 및 일해재단 이사장 주최 만찬

6. Collins 미국 켄터키 주지사가 한국과 켄터키 주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협의를 위하여 1986.6.8.~11.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차관 예방
한·미 경제협의회 회장 예방 및 오찬, 현대자동차 사장 면담
한양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한양대 이사장 주최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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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7. Kerry 미국 네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과 네브래스카 주 간 통상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986.7.31.~8.3.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금성사, 대우 본사 방문, 비원 등 관광

8. Kean 미국 뉴저지 주지사가 86 SITRA의 뉴저지 주정부관 참관 및 한국과의 경협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986.9.19.~24.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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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 차관 예방
한·미 경제협의회 회장 예방 및 오찬, 삼성그룹 부회장, 현대자동차 사장, 대우그룹 회장, 럭키
금성그룹 회장 면담

수출입은행장,
삼성 주최 만찬

국립박물관,
비원 등 관광

9. Ashcroft 미국 미주리 주지사가 미주리 주 한국 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1986.9.20.~26.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부총리 예방, 미주리 주 한국 사무소 개소식 참석
전라남도-미주리 주 자매결연식 참석, 광주시장 주최 오찬 및 전남지사 주최 만찬
한·미 경제협의회 회장 예방 및 오찬, 선경, 대우 및 현대그룹 회장 면담

10.Gardner 워싱턴 주지사가 워싱턴 주 경제사절단을 인솔하여 1986.9.27.~10.1.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상공부장관 예방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기아산업 방문, 전경련 부회장, 삼미사 사장 면담
한·미 경제협의회 회장 예방 및 오찬, 워싱턴 주립대 동창회 리셉션

11. Sheffield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과 알래스카 주 간 경협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986.10.7.~11.
방한함.

미국 Heritage Foundation 관계인사 방한, 1986

| 86-046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5 / 2 / 1~145(146p)

1. Plunk 미국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정세 분석관이 한국의 국내 정치 및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86.1.13.~2.1. 방한한바, 동 분석관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 미주국장을 면담함.
2. Feulner 미국 헤리티지 재단 총재와 Allen 동 재단 이사장이 한국 정세 현황 시찰차 1986.7.9.~11.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3. 미국 헤리티지 재단 고위대표단 15명(Feulner 총재, Allen 아시아 연구소장 등)이 한국 정세 시찰 및
아시안게임 참관을 위해 1986.9.28.~10.2. 방한한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아시안게임 참관
청와대 오찬, 국무총리 주최 만찬, 민정당 대표위원 주최 만찬, 올림픽 조직위원장 주최 만찬
DMZ, 땅굴 시찰

4. Allen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소장이 1986.12.2.~5. 방한, 보사부장관을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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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안기부장, 상공부장관 예방
민정당과 간담회, 민정당 대표위원 주최 만찬

미국 White House Fellow(연방정부연수단) 방한,
1986.6.3-7

| 86-047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5 / 3 / 1~101(101p)

1. 85/86년도 미국 White House Fellow(연방정부연수단) 14명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 및 경제 현황 시찰차
1986.6.3.~7. 방한함.
2. 동 연수단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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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차관 면담 및 만찬,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면담, 국회 외무위원장 주최 오찬
올림픽조직위 방문 및 경기장 시찰, 판문점 시찰, 부산 방문

김대중,
김영삼을 포함한 야당 인사 접촉

베네수엘라 주요인사 방한, 1983-86

| 86-0471 |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6-35 / 6 / 1~34(34p)

1.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3.8월 한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또는 한국인의 베네수엘라
입국규제절차 완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의 이민정책 결정 책임자인 Martinez 내무성
이민총국장을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가 Martinez 국장의 방한 초청을 수락함에 따라 권영순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참사관은
1983.9.28. 주베네수엘라대사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동 국장에게 전달함.

2. 주베네수엘라대사는 북한에서 스페인어 교수로 재직 중 북한체제 비판 혐의로 체포되어 1967~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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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을 한 Ali Lameda 주동독 베네수엘라대사관 공사 부부와‘Ali Lameda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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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위원장을 역임한 Fedrico Escarra를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1984. 4월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가 1984.4월 Lameda 공사 부부 및 Escarra를 방한 초청키로 결정하였으나 Lameda 공사의
지병으로 방한이 연기되었으며, 동 공사가 1985.5월 동독에서 그리스로 전보 발령됨에 따라 동
방한 추진이 어렵게 됨.

3.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주재국 대통령 특별자문위원이며 Perez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보좌관인
Reinaldo Figueredo Planchart 가 쌍용(주)의 주선으로 1986.5.1.~7.20. 방한 예정임을 1986.4월 외무부에
보고함.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6.5월 동 특별자문위원의 방한 일정이 1986.5.8.~10.로 변경되었다고
보고함.

김종호 국회예결위원장 Arias Sanchez, Oscar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6.5.5-10

| 86-047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35 / 7 / 1~338(340p)

1. 정부는 1986.5.8. 거행된 Arias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에 김종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경축특사로
파견함.
동 취임식에는 65개국 경축특사와 12개국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

2. 김종호 특사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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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 참석, 대통령 주최 만찬 및 무도회 참석
Arias 신임 대통령 면담(대통령 친서 전달)
제1부통령 및 국회의장 예방

3. 김종호 특사의 신임 대통령 단독 면담 시(5.6.) Arias 대통령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경축특사 파견에 사의 표명

양국
간 정치·경제적 우호관계 강화 발전 희망

한국
기업 진출과 과학·기술 및 재정 분야에서 지원 희망
 올림픽 성공적 개최 성원 및 지원
88

4. 방문 결과에 대한 김종호 특사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코스타리카 신정부가 친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국제 무대에서 한국 지원 확보 및 경제 진출 확대를 위해 신정부의 지원 요청 시 적극 검토 필요

최영철 국회부의장 Cerezo Arevalo, Vinicio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6.1.13-16

| 86-047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35 / 8 / 1~199(200p)

1. 정부는 1986.1.14. 거행된 Cerezo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에 최영철 국회부의장을 경축특사로 파견함.
동 취임식에는 중남미 국가 원수, 미국 부통령 등이 참석

2. 최영철 특사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 취임식 참석, 대통령에 대한 인사(대통령 친서 전달),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국가수반 주최 리셉션 참석
기민당 의장, 국회의장 예방

30여 년간의 군정을 끝내고 출범한 신정부는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어 상당히 안정된
정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신정부의 성공 여부는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빈민층의 경제 지위 향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느냐가 관건
금번 취임식에 Bush 미 부통령이 참석한 것을 보면 미국이 과테말라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과테말라 신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유력인사 방한 초청, 기술 연수생 초청, 무상원조 사업 확대 등 검토 필요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방문 결과에 대한 최영철 특사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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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민정당 의원 Doe, Samuel K.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6.1.5-8

| 86-047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5 / 9 / 1~179(179p)

1. 정부는 1986.1.6. 거행된 Doe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에 임철순 의원을 경축특사로 파견함.
동 취임식에는 아프리카 국가,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의 경축특사 참석

2. 임철순 특사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의 경축특사 접견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참석
538

경축 집회 및 행렬, 취임식 만찬 참석, Doe 대통령 개별 면담

3. 임철순 특사는 Doe 대통령과 개별 면담 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유엔 및 비동맹회의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함.
4. 임철순 특사의 방문 성과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계속 지지 확보

Makhosetive 스와질랜드 국왕 즉위식 경축
사절단 파견, 1986

| 86-047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5 / 10 / 1~81(81p)

1. 정부는 1986.4.25. 거행된 스와질랜드 국왕 즉위식에 최동진 주케냐대사를 경축사절로 파견함.
남아공 대통령을 포함하여 37개국의 경축사절이 참석함.

2. 최동진 대사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국왕 즉위식, 경축식 및 국왕 주최 만찬 참석, 국왕 알현

3. 주한 스와질랜드 명예영사인 삼환기업 최종환 회장도 스와질랜드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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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석함.

정재철 정무장관 Palme, Olof 스웨덴 수상
장례식 참석, 1986.3.14-17

| 86-047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35 / 11 / 1~109(109p)

1. 정부는 1986.3.15. 거행된 Palme 스웨덴 수상 장례식에 정재철 정무장관을 조의특사로 파견함.
동 장례식에는 부시 미국 부통령, 리즈코프 소련 수상, 후쿠다 전 일본 수상, 대처 영국 수상 등이
조문사절로 참석

2. 정재철 특사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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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리셉션 참석
국회의장, 외무장관 면담

북한·종교계 접촉, 1986

| 86-047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6-35 / 13 / 1~116(116p)

1. 외무부는 1986.2.7. 홍콩 발행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가 북한 기독교연맹 측이 호주 및 뉴질랜드
기독교 측에 북한 기독교 대표단 파견 등을 제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사실 여부 등을 파악토록
관련 공관에 지시함.
주뉴질랜드대사관은 2.12. 주재국 외무성 Law 국장 접촉 결과, 동 국장은 북한 기독교 대표단
초청은 처음 듣는 사항이며 확인해 보겠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주호주대사관은
3.27. 외무부에 상기 기사가 정확한 내용이 아니며 북한으로부터 여사한 서한을
받은 모 인사로부터 호주 NCC가 취할 조치에 대해 문의를 받고 그러한 일이 별로 도움이 되지

2.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1986.4.23. 주재국 NCC에 의하면 NCC Epps 국제부장과 재미교포 목사를
포함한 10명의 한·미 목회자로 구성된 방문단이 4.19.~28. 북한 체류 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남북한 방문 결과는 NCC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함을 보고함.
Epps 국제부장은 5.5. 방북 후 뉴욕 NCC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교포신문 기자 등 참석) 시
다음 요지 언급(주뉴욕총영사 보고)

- 방북 목적은 NCC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북한 교계 및 북한사회 실정
파악에 있으나 아직 북한 교계 내부 실정을 정확히 파악 곤란
- 북한에는 기독교연맹을 주축으로 5백 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동 가정교회에 직접 참석했으며 헌금 순서가
없는 것이 특징

3. 주시카고총영사관은 1986.7.8. 미니애폴리스에서 6.10.~17. 개최된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한국 관련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당초 초안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외채가 많은 국가라는 내용 등이
삭제되었고 동 결의안 통과에 따라 미국 장로교회는 예산이 확보되면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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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NCC 브라운 목사의 주호주대사 앞 서한을 송부함.

북한·호주 관계, 1986

| 86-047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35 / 15 / 1~86(86p)

1. 주호주대사관은 1986.1.13. 주재국 외무성이 북한의 핵비확산조약 가입 결정에 대해 이를 환영하는
News Release를 1.9. 발표했음을 보고함.
과거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의 동 조약 가입 시에는 주재국 외상의 환영 메시지를 해당국
외상에게 전달하고 News Release도 발표

2. 호주 주간지 Bulletin(1986.1.21.자)이 1986.6월 호크 수상의 방중 시 호·북한 관계개선 문제도 논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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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며 내각의 지시로 호주 외교관들이 자카르타 및 북경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비밀 회담을
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주호주대사관은 1986.1.17. 헤이든 주재국 외상이 다음 요지로 동 접촉이
내각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성명을 발표했음을 보고함.
1983년 북한 측이 자카르타 및 북경 소재 호주대사관 등에 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고
호주 측은 공식 제안을 요구했으나 공식 제안 미접

랑군
사태 후 1983.11월 헤이든 외상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호전적 행위를 포기할 때까지 중단된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천명

3. 주호주대사관 공사는 1986.6.27. 주재국 외무성 Gates 북아시아국장 면담 시 호주 노동당 전당대회에
북한의 이몽호 조선대외문화연락위 위원장 등 북한인 3명이 초청된 것과 관련, 동인들의 입국 목적이
순수한 정치활동 목적으로 보이므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를 요청한 데 대해 동 국장은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며 헤이든 외상의 귀국 후 결정 예정이라고 언급함.
동 국장은 7.1. 동 외상이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을 하였음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4. 주호주대사관은 1986.8.8. 상기 북한인 3명이 주재국 빅토리아 주 친북 인사(Crawford 의원)의 개인
초청으로 호주에 입국할 예정임을 보고함.
동일 주재국 외무성 Gates 차관보대리는 주호주대사관 공사에게 동인들의 호주 입국은 순수한
개인 초청에 의한 것이며 정부관리 또는 공직을 가진 정치인과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
Sibraa 주재국 의회 외교국방위원장(호·한 의원친선협회 회장)은 8.20. 임동원 주호주대사에게
Crawford 의원 등의 강력한 요청으로 동인들을 잠깐 동안 접견했으며 이몽호는 북한 및 호주
의원들 간 상호교환 방문을 제의하고 88 올림픽 관련 북한 측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했다고 언급

5. 본 문건에는 1986년 북한 관련 호주 언론기사, 호주 개최 우표전시회 북한 측 참석 동향, 북한 김유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방문 동향, 호주 축구팀 방북설 등에 관한 주호주대사관의 보고 등도
수록되어 있음.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공관원 무기밀매 사건,
1984-85

| 86-0479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35 / 16 / 1~28(28p)

1. 오스트리아 일간지 KURIER지는 1984.12.12.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서구 거주 리비아 반정부
인사들의 제거를 위한 테러용 무기를 현지 리비아 대사관에 밀매하였다고 보도함.
2. 상기 보도와 관련, 오스트리아 외무부 관계국장은 1984.12.16.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직원 접촉 시
다음과 같이 언급함.
KURIER지 보도 내용이 관계기관의 수사 결과와 부합하며 북한 측의 동기는 무기 거래에 따른

상무관과 리비아 공관 영사의 출국을 요청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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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이득 때문인 것으로 봄.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금주 중 해당 공관장을 불러 동 사건에 개입된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북한·캐나다 관계, 1985-86

| 86-048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5 / 17 / 1~43(43p)

1. 캐나다 Maclean’
s지의 Peter McGill 특파원 방북 기사(1985.6.24.) 요지
김일성은 문화혁명 시기의 모택동에 비교할 만한 개인숭배를 건설하고 북한을 사상통제의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었으며 외국인 공포증에 걸린 사회를 창조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민족주의의 기묘한 결합으로, 북한은 주체사상이 1920년대
항일투쟁기에 태동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그보다 40년 후 중·소 분쟁 시기에 나온 것
소련은 미국, 일본, 중국(구 중공)의 접근에 대처키 위해 북한에 미그-23을 제공하고 세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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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등 관계 강화에 주력

2. 캐나다 외무성 Drake 아·태차관보는 1985.8.26. 노재원 주캐나다대사와의 오찬 시 자국 민간단체가
북한인을 초청하는 경우에 사전 외무성과 협의하도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하고 토론토
영화제의 경우 피초청 북한인이 정부 관리들이었으므로 비자를 거부했고 몬트리올 마라톤의 경우
진정한 체육인만 입국 허가할 방침이라고 언급함.
3. 북한 운산 금광개발 탐사계약 체결 관련 요지
캐나다 SUN지는 1985.12.6. 밴쿠버 소재 Wright Engineers Ltd사가 북한과 운산 금광개발 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

- 북한 자원부는 고려락원무역공사를 설립해 정치적 고립 때문에 북미지역 회사를 직접 접촉치 않고
한국계 일본인 중개인과 일본계 캐나다인을 통해 동사에 접근
- 동사 직원은 투자가치 파악을 위해 방북했으며 첫 탐사계약 규모는 25만 달러 정도
주밴쿠버총영사는 12.10. BC주정부 국제무역투자성 Mckeown 차관을 면담, 동사의 북한과의
거래에 우려 등 표명

- 동 차관은 BC 정부로서는 현행 제도상 민간 부문의 해외거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하고 사전 협의가 있을 시 discourage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
동사는 12.16. 일본인 중개인에게 운산 금광개발 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통보

4. 북한 의류 수입문제 요지
캐나다 정부는 1986.6.27. 몬트리올 소재 수입업자에게 북한산 남자용 재킷 및 코트 5만착,
남성용 하의 6만5천 벌(총 40만 달러 상당) 의류 수입을 허용
주캐나다대사관 공사는 7.16. 주재국 외무성 동아통상개발과장 등과의 오찬 시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캐나다 측은 일반 상품에 대한 민간 실업인의 대북 교역을 정부가 통제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하고 민간상사의 북한 의류 수입을 사전 제한하기 위해 의류 수입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언급

북한·중공 관계, 1986

| 86-048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36 / 2 / 1~67(67p)

중국(구 중공)·북한 관계와 관련한 언론 보도, 외무부 본부, 주일본대사관 및 주홍콩총영사관
등의 작성 자료 및 보고 내용임.
1. 언론 보도
김일성 방중설

- 1986.4월 일본 언론, 외신, 한국 언론이 김일성의 1985.12월 방중설 보도
중국·북한 동맹 25주년 행사

소련 타스통신은 1986.7월 북한 함대의 소련 방문을 중국이 경계한다고 보도
홍콩 언론 등이 1986.9월 주심양 북한총영사관 개설 보도

2. 외무부 본부 및 공관에서 파악한 사항
외무부

- 주중국 미국대사관의 중국·북한 관계 평가(1986.7월)
주일본대사관

- 김일성 방중설(1986.4월) 및 최근 중국·북한 관계(1986.5월) 등에 관하여 일본 외무성에서 탐문한 내용
- 중국·북한 관계 학술 간담회 참석 보고(1986.9월)
주홍콩총영사관

- 
‘중·소의 대북한 동맹 25주년 기념행사 계기로 본 양국의 대북한 태도 비교’제하 보고(1986.7월)

54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중국 및 홍콩 언론이 1986.7월 중국·북한 동맹 25주년 관련 평양 및 북경 개최 기념식, 중국·북한 간
대표단 상호 교환, 등소평 발언 등을 보도

북한·이디오피아 관계, 1986

| 86-048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6 / 3 / 1~107(107p)

1. 에티오피아-북한 합작사업 위원회 사무실이 1986.1월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개설됨.
북한 요원 20명이 근무
동 사무실 소속 북한 요원 2명이 1.31. 한국 KOTRA 사무실을 방문함.

2. 에티오피아-북한 영사협정 비준서 교환식이 1986.4.26. 에티오피아 외무부에서 거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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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일행 6명이 1986.7.18.~19. 에티오피아를 방문함.
4. 에티오피아 연수생 북한 파견
방산 기술자 제2진 18명이 6개월간 북한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1986.4월 북한으로 출발함.
경제기획 분야 대표단 8명이 9.16.~24. 북한을 방문함.
수출입공사 사절단 15명이 9.28.부터 2주간 북한을 방문함.

5. 제3차 에티오피아-북한 경제 과학 기술협력 공동회의가 1986.10.12.~23. 평양에서 개최됨.
주요 논의 사항(에티오피아 내 사업)

- 농업 개발사업 시행, 펌프 및 소형 선박 조선소 건설에 대한 북한의 자금 지원, 철강 탐사 및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건설 지원, 북한 상품 전시회 개최

6. 북한 상품 전시회가 1986.11.28.~12.7.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됨.
동 개막식에는 에티오피아 대외무역장관이 참석하였으며 2천여 명이 관람함.

북한·EC(구주공동체) 관계, 1983-85

| 86-0483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36 / 4 / 1~71(71p)

1.북한의 대서구 진출 기도(주요 국제문제 분석, 1984.7.18.)
북한의 대서구 접근 배경, 북한의 대서구 접근 현황, 북한의 대서구 접근의 한계, 북한의 대서구
접근과 한국의 외교 방향 등 수록

2. 구주의회의 대북한 교역 검토 보도 관련 사항(1985.1월)
1985.1.10. 홍콩 영자 주간지 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구주의회(EC)가 북한과의 무역
관계 전망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함.

3. 구주의회 의원의 북한 방문 계획
영국 노동당 출신 구주의회 의원 2명이 1985.2~3월 방북 계획이었으나 북한 측 사정으로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외무부는 EC 회원국 주재 대사관에 북한의 EC 침투 저변 확대 기도를 예의 주시하고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유력 의원과의 접촉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지시함.

4. 최근 북한의 대서방 침투(주요 국제문제 분석, 1985.4.26.)
전략적 목표, 침투 양상, 전망, 한국에 미칠 영향 등 수록

5. 구주의회 대외통상위의 북한 관계 보고서 채택
1985.11.21. 구주의회 대외통상위는 영국 노동당 출신 Hindley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 안을 토의,
친한 보수계 의원들의 삭제·수정을 거쳐 보고서를 채택함.

- 장래 가능한 EC-북한 간 무역 관계가 기존 한국-EC 간 무역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Hindley 의원은 북한 초청 방문이 실현되지 못한 데 대해 실망한 빛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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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집행위 관계관은 1월 주벨기에대사관 직원에게 상기 보도 내용을 부인함.

북한의 대가나 마스게임 및 카드섹션 전문가 파견,
1984-85

| 86-0484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6 / 5 / 1~31(31p)

1. 1985.6.4. 개최된 가나 혁명 기념행사에서 북한 요원이 지도한 매스게임과 카드섹션이 아크라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바, 롤링스 의장을 비롯한 정부 요인과 군사령관, 관중 2만 명이 참관함.
2. 북한 요원이 지도한 매스게임과 카드섹션은 당초 1986.3.6. 독립기념 경축 식전에서 있을 예정이었으나,
행사 도구·재료의 불비와 학생 동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혁명 기념일 행사로 연기됨.
독립기념 경축 식전에는 한국 태권도 시범만 거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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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가나 관계, 1986

| 86-048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6 / 6 / 1~44(44p)

1. 북한 대표단의 가나 방문
김영섭 북한 외교부 부부장 등 외교부 대표단 3명 방문(1986.4.10.~12.)

- 가나 외무부 차관보, 아주국장, 의장 비서실장 등을 면담
북한 광산조사단 4명(1986.3.5. 가나 도착)

- 금 매장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정준기 북한 부총리 일행(1986.8.25.~30.)

- 국가원수 예방, 외무장관 대리, 농업장관, 보건장관 및 청년체육장관 등 면담

가나 혁명방위위원회 정치 고문 및 의장 비서실장 등 2명(1986.1.17.부터 2주간)
가나 노동장관 등 대표단 2명(1986.8.28.~9.3.)

가나
대통령실 행정보좌관 및 보안담당관(1986.9.3.부터 방북)

3. 가나·북한 무역협정 서명
가나·북한 무역협정이 1986.9.9. 아크라에서 가나 무역관광장관과 장두호 북한대사 간에 서명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가나 대표단의 북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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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기니 관계, 1986

| 86-048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6 / 7 / 1~4(5p)

1. 정준기 북한 부총리 일행이 1986.1.27. 기니를 방문, Conte 대통령을 면담함.
2. 기니 농업개발장관 등 기니 정부 사절단이 1986.8.29. 평양에 도착함.
3. 기니 민족재건군사위원회 위원 겸 해안지대 담당 장관 등 기니 정부 사절단이 1986.9.23. 김일성을
면담, Conte 기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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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도네시아 관계, 1986

| 86-048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36 / 8 / 1~95(95p)

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1986.2.28.~3.4. 인도네시아를 방문, 부통령 예방, 외무장관 회담 등의 일정을
가짐.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니·북한 양자 간 협력, 비동맹에서의
협력, 아세안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부통령
예방 시 김일성의 수하르토 대통령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함.

2. 주현옥 북한 공보위원장은 1986.6.21.~27. 인도네시아를 방문, 대통령 예방, 공보장관 회담 등의 일정을
공보장관 회담에서는 인니·북한 공보 양해각서 이행 문제 등을 협의함.
대통령 예방 시에는 주로 한반도 정세를 설명함.

3. 북한 노동당 간부 일행 및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일행 방문
노동당 간부 일행 2명이 1986.3.6.~8. 인도네시아를 방문, Golkar 중앙위 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양 정당 간의 정기협의회 개최를 제의함.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일행 3명은 1986.3.25. 자카르타에 도착, 교육문화장관을 면담함.

4. 북한 곡예단 방문
북한 곡예단 76명이 1986.12.18. 자카르타에 도착함.
동 곡예단은 1986.12.24.부터 지방도시에서 공연을 가진 후 1987.2.10.~28. 자카르타에서 공연
예정임.

5. 신성범 신임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1986.11.25. 부임, 12.13.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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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짐.

북한·코트디브와르 관계, 1986

| 86-048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6 / 10 / 1~60(60p)

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1986.3.17.~18. 코트디브아르를 방문, Ake 외무장관을 면담한바,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음.
김영남 외교부장은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Ake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제의함.
김영남 외교부장은 방문 경위에 관해 자신의 아프리카 순방 도중 아비장에 잠시 기착하는 기회를
이용, Ake 외무장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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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창수 초대 주코트디브아르 북한대사는 1986.5.23. 신임장을 제정함(1985.1.9. 외교관계 수립).
3. Coffi 주한 코트디브아르대사(동경 상주)는 1986.10.10.~14. 방한, 외무부 장·차관 및 아프리카국장
을 예방한바, 동 대사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5.1월 코트디브아르의 북한 승인이 한·코트디브아르 양국 간의 기존 우호 관계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음.

1987.1월
초 귀국 시 Bigny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설명하겠음.
주중국 코트디브아르대사가 북한을 겸임하는 것으로 검토됨.

4. 북한 도서, 사진, 수공예품 전시회가 1986.3.25.~4.2. 코트디브아르 국립도서관에서 개최됨.

북한·레소토 관계, 1986

| 86-048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6 / 21 / 1~37(37p)

1. 1986.1.20. 레소토의 군사 쿠데타로 Jonathan 정부가 축출된 이후 북한·레소토 관계에 관한 주케냐
대사관 등 관련 공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케냐 Nation지는 1986.2.5. 로이터 통신을 인용, 레소토 신정부가 19명의 북한 기술자를 출국시켰으며
남아공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

- 동 기술자들은 농업 프로젝트 및 체육회관 건립에 종사
- 남아공은 레소토 정부가 3년 전에 상주 허용한 소련, 중국(구 중공), 북한대사관 폐쇄 또는 관계 격하를
레소토 측에 요구
및 다량의 실탄 등을 압류했다고 보도

- 동 무장 청년대는 군부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했고 Jonathan 수상은 청년대의 무장해제 거부
케냐 일간지 스탠더드는 2.10. 레소토 신정부가 상기 북한 기술요원들의 청년대 지도훈련과
관련된 증거를 검토하고 동 요원들을 추방했다고 보도

레소토
거주 한국 교민은 8.22. 마세루 방송이 레소토 정부가 동국 주재 북한 외교관 3명에
대해 2주일 내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음을 주케냐대사관에 연락

레소토
외무성 대변인은 9.1. 북한이 주레소토대사관을 폐쇄했음(locked and closed)을 발표

2. 본 문건에는 레소토의 북한 요원 추방 등 관련 국내외 언론 기사, 앙골라 등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된
북한 군사요원 수에 관한 주파라과이대사관의 보고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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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Nation지는 2.8. 레소토 신정부는 Jonathan 정권이 북한 지원으로 청년대를 무장시킨 소총

말레이시아·북한 학자 세미나. Kuala Lumpur,
1986.11.29-30

| 86-049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36 / 22 / 1~72(72p)

1. 말레이시아·북한 학자 세미나가 말레이시아 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1986.11.29.~30.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북한 측에서는 한수길 사회과학연구소 부소장 등 4명이 참석함.

2. 동 세미나 의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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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협력 및 비동맹 운동
말레이시아·북한 양국 외교정책
아시아의 안보 상황 및 비핵 평화지대 설치

3. 본 문건에는 동 세미나에서 북한 학자들이 발표한 다음 제목의 발표문 3편이 수록됨.
The Stand of the Government of the DPR of Korea on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South-South Cooperation
Froeign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Friendship and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ecurtiy of Asia and Establishment of Nuclear-Free Peace Zone

북한·모리셔스 관계, 1986

| 86-049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7 / 1 / 1~66(67p)

1. 주모리셔스대사관이 1986년 북한 인사의 모리셔스 방문 등 북한의 대주재국 관계 동향에 관해 보고한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박장원 주탄자니아 북한대사대리 주재국 방문

- 1986.1.13.~20. 방문, 외무차관 및 Hossen 외무성 아주국장 등 면담
- 동 면담에서 김일성 연두교서 설명, 88 올림픽 분할 개최 주장, 신임 북한대사(마다가스카르 상주)
신임장 제정 시기 등 협의
- 동 대사 대리는 1.17. 주재국 Ringadoo 신임 총독 취임식 참석
원조(시멘트 2천 톤, 옥수수 1천 톤) 기증식을 가짐.

- 동 원조는 1985.1월 집권 연합당의 전 원내총무 Boodhoo를 단장으로 하는 의회사절단의 북한 방문 시
약속된 것으로 이행이 지연되어 왔으며 상기 박장원의 주재국 방문 시 Hossen 국장은 동 원조 이행을
촉구
정태화 주마다가스카르 북한대사 주재국 방문

- 1986.4.29. Ringadoo 총독에게 신임장 제정
- 주재국 수상 및 Dulloo 외상 예방
- 동 외상에게 방북 초청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연준 의원 주재국 방문

- 주재국 노동당 초청으로 고 람구람 총독 86회 탄신 기념행사 참석차 1986.9.17.~19. 방문
- 추모식 참석 및 Boolell 노동당 당수 예방
정태화 주마다가스카르 북한대사 주재국 방문

- 겸임국 정기 협의차 1986.11.17.~23. 방문
- 동 대사는 김일성 사망설 관련 주재국 수상 및 외무성 간부 면담 시 김일성이 건재하다고 하고 김일성
75회 생일에 주재국 수상, 외상 등 방북 초청

2. 본 문건에는 북한 관련 모리셔스 언론 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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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주마다가스카르 북한대사 대리는 1986.2.20. 주재국을 방문, Gungah 기획장관과 북한의

북한·니카라과 관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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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과

MF번호

2016-37 / 2 / 1~94(94p)

1. 북한 인사의 1986년 니카라과 방문 동향(평양 중앙방송 보도)은 다음과 같음.
멕시코에서 개최된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했던 북한 외교부 천재홍 부부장이 니카라과를
방문, 4.19. Ortega 대통령 예방
7.9. 보도에 의하면, 니카라과 제7차 혁명 기념일 참석차 김영채 체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동일 평양 출발
박성철 북한 부주석은 8.31. 하라레에서 Ortega 대통령과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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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대통령은 북한의 88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안 지지
북한 이종옥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사절단이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창설
2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10.29. 니카라과로 향발

2.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의 북한 방문 관련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은 1986.8.19. 동 대통령은 8.18. 9월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한
등을 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음을 보고
주미대사관은 9.15. OAS 외신종합에 의하면 동 대통령이 9.14. 평양에서 김일성 주최 환영 연설에서
88 올림픽을 북한과 공동 주최하지 않을 경우 니카라과는 서울 올림픽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으며
김일성은 미국과 싸우는 니카라과를 지지하겠다고 발언

주멕시코대사관은
9.16. 주재국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일성은 9.15. 동 대통령과의 만찬 석상에서
북한이 니카라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상금 북한으로
부터 군사원조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함을 보고

3. 미국 국무부 중미과 Schofield 차석은 1986.10.3.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에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북한이 니카라과에 공관 요원 이외에 2~3명 소규모 군사요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쿠바,
동구 공산권 국가 및 소련이 상당한 군사원조를 니카라과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군사원조는
국제 무대에서의 지지 확보 수준에서 소규모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함.

북한·니제르 관계, 1986

| 86-049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7 / 3 / 1~81(84p)

1. 외무부는 1986.6.10. Kountche 니제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동 대통령 면담
기회에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한 유엔 가입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참조,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토록
권유할 것 등을 주니제르대사에게 지시함.
2. 주니제르대사관은 1986.8.28. 주재국 외무성은 8.26. 공한을 통해 일본 및 북한 방문 시 한국 영공 통과를
신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불가능 등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중국(구 중공) 및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로를
비행토록 권유할 것을 주니제르대사관에 지시

3. Kountche 니제르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관한 1986.9.25. 주니제르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방북 기간: 1986.9.16.~19. 일본 방문에 이어 9.19.~21. 북한 방문
주요 일정

- 평양 도착, 김일성 주최 공식 만찬, 김일성과 1차 단독회담 및 훈장 교환(9.19.), 협동농장 시찰, 주체탑
방문, 매스게임 관람(9.20.), 김일성과 2차 단독회담, 평양 출발(9.21.)
공동성명 내용(9.21. 출발 직전 양국 외상 간 서명, 발표)

- 니아메 국립대학교 경제, 법과대학 건물 건축 자재로 시멘트 5천 톤과 철근 6백 톤 공여(이를 위해
북한 사절단의 니제르 방문, 조사 후 추가지원 결정)
- 벼 이식기 20대 및 트랙터 20대 공여
- 농장 관개 수리를 위한 무이자 융자(북한 대표단의 니제르 방문, 기초 조사 후 융자액 및 기자재 등 결정)
- 농업, 광업, 문화예술 등 분야의 전문가 및 지도원 파견(니제르 측이 필요 분야, 인원 수 등을 북한 측에
추후 통보)
9.21. 북한 무역상 및 니제르 외상 간 양국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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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9.10. 북한 방문 항로상에서 한국 비행정보구역 통과 지역은 북한과의 항공운항교신

북한·태국 관계, 1986

| 86-049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37 / 5 / 1~130(130p)

북한 인사의 태국 방문 및 태국·북한 인사 교류 동향에 관한 1986년 주태국대사관의 주요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장철 북한 문화예술부 부부장 등 3명은 Thai Rath 신문 재단 초청으로 1.7.~14. 태국 방문

- Boontheng 부수상 등 예방, 북한 곡마단 태국 재공연 문제 등 협의(추정)
- Vajiralongkorn 왕자를 예방(1.12.), 공연 수익금 3백만 바트를 자선기금으로 전달
558

Thammasat 대학 Petcharee 극동연구소장 등 교수단 12명은 북한 초청으로 4.8. 출발, 1주간
방북 예정

최정근
무역부장 및 수행원 3명 1.30.~2.11. 태국 방문

- 투자청장, 무역위 위원장 예방(2.4.), 상무상 예방(2.5.)
- 태국산 옥수수 40만 톤, 타피오카 30만 톤 구매 문제 협의, 태국 측은 제3국 은행 보증 요구
Chulalongkorn 대학 아시아문제연구소 Vipha 교수 등 교수단 5명은 북한 초청으로 5.20. 출발,
2주간 방북 예정
북한 김영남은 인도네시아 방문 후 3.4.~5. 태국 방문

- 김영남은 3.5. Siddhi 외상 면담, 동 외상 방북 초청 및 북한 상주대사관 설치 요청
- 동 외상은 상주대사관 설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하며 태국은 예산 사정상 평양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주태국 북한 통상대표부로 충분하다는 입장 설명
오문환 북한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은 4.9. 방태, 교육성 부장관 예방 시 동 부장관 및 교육성
고위관리 방북 초청
북한 이종률 보건부장은 9.16.~18. 치앙마이 개최 WHO(세계보건기구) 남동아시아 지역 보건상
회의 참석차 9.13. 태국 방문
Panpat 의원 등 태국 민주당 의원 2명은 북한 초청으로 9.6.~8. 평양 개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회의 참석차 9.4. 북경 경유, 방북 예정

북한·탄자니아 관계, 1985-86

| 86-049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6-37 / 7 / 1~55(55p)

1. Mwinyi 탄자니아 부통령 겸 잔지바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관련 주케냐대사관 등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동 부통령이 19명의 수행원을 대동, 1985.4.9.~12. 방북

- 김일성 및 이종옥 부주석 등 면담
- 경제과학 및 수출 공동위 창설 협정 서명(4.12.)
북한 측과 농업개발 등 협력 합의

2. Jalius Nyerere 탄자니아 대통령은 1985.8.22.~24. 방북함.
탄자니아는 북한 단독 수교국으로 동 대통령은 1968년 및 1981년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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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 Victoria 면화 생산 지역 10만 헥타르에 대한 관개수리 사업 지원, Rufiji River 지역 10만 헥타르
지역 관개수리 사업 지원, 잔지바르 벼농사 관개수리 사업 지원, Pemba 지역 종합체육관 건립 지원 등

북한·소련 관계, 1986

| 86-049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37 / 9 / 1~136(136p)

1.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1986.1.19.~23. 북한을 방문한바, 동 방북 결과에 관해 1986.1월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요 일정

- 평양 도착(1.19.), 외상회담 및 환영 연회(1.20.), 김일성 면담 및 오찬(1.21., 고르바초프 친서 전달,
김정일 배석), 협정 체결(1.22.,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 북한·소련 공민들의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 공동성명 발표 및 몽골 향발(1.23.)
560

주요 협의 내용(양국 외상 간 공동성명 중심)

- 북한·소련 간 우호동맹조약(1961년 체결)의 중요성 강조
- 한국 내 핵배치 및 한·미·일 3각 동맹 기도 규탄
- 북한의 군사훈련 중지 제안 지지 및 팀스피릿 훈련 비난
- 주한 미군 철수 주장, 한반도 비핵지대화 안, 고려 연방제, 평화협정 체결 및 남북 불가침선언 등 지지
- 88 올림픽 공동개최 지지
- 교차 승인, 유엔 동시 또는 단독 가입 반대
- 소련의 아시아 안보구상 및 핵군축 제안 지지, 미국의 군사력 증대(특히 우주방위계획) 비난 및 아프가니스탄
현 정권 지지, 중·소 관계의 정상화 중요성 강조 등
평가

- 최초의 소련 외상 공식 방문으로 양국 관계 심화
- 금번 방북은 일본, 몽골 방문 및 동남아 순방 예정과 함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현저해진 소련의 대아시아
적극 정책 반영
- 북한이 소련의 대아프가니스탄 정책과 아시아 안보구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중국(구 중공) 입장과 대조됨.

2.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1986.1.30.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면담 시 김정일의 2월 소련 방문 가능성
에 대해 소련은 공산당 대회에 대표를 보내는 것은 북한이 결정할 일이라는 반응으로 2월 방소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공산국가의 권력세습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3. 소·북한 최초의 해·공군 합동훈련 관련 주일본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훈련 일시 및 장소: 1986.10.15.~17., 북·소 국경지역 근해부터 나진, 청진 연안까지
내용 및 규모: 함대함, 함대공, 대잠훈련, 양국 함정 22척 및 항공기 36대

일본
측 평가: 미국 군함의 중국 청도 기항과 관련된 전략적 견제, 김일성 방소 관련 결속 과시 등

북한·부르키나파소 관계, 1986

| 86-049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6-37 / 12 / 1~57(57p)

1986년 북한·부르키나파소 관계 동향 관련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1. 1986.3.7. 주재국을 출발, 평양으로 귀임한 북한 군사교관단(20명)은 주재국 군사학교 및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대에 파견되어 소련제 무기 조작 교육 및 격술 교육을 하였다고 하며 북한 측은 동 교관단이
주재국에 체류하면서 다른 군사교육을 계속할 것을 제의했으나 주재국 측은 동 교관단이 주재국이
필요로 하는 군사교육을 끝냈으며 재정상 부담으로 귀국을 요청함(1986.3.10. 보고).
561

금번 방문은 지난 3월 김영남의 서부아 순방 시 말리를 방문하고 주재국을 방문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탐문됨(1986.4.8. 보고).
3. Ouedraogo 주재국 내무·안전장관이 경찰 및 내무성 관리 9명을 대동, 방북차 1986.7.25. 출발 예정인바,
금번 방북 시 경찰, 치안 분야 협력을 협의할 것으로 추측됨(1986.7.24. 보고).
4. 북한이 건립 지원한 와가두구 인민극장 준공을 앞두고 주재국 공공건설장관은 1986.7.25.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원조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동 극장 건설에 소요된 인력, 장비는 주재국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사실을 강조함(1986.7.25. 보고).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북한 외교부 김용섭 부부장은 1986.4.4. 주재국에 도착, 4.6. 상카라 대통령을 면담했으며 동 부부장의

북한·동남아 관계, 1986

| 86-049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37 / 13 / 1~102(102p)

1. 주싱가포르대사관이 1986.6.11. 외무부에 보고한 동일자 주재국 The Straits Time지에 게재된‘North
Korea Behind Its Veil of Secrecy’제하 영국 New Castle대 James Cotten 교수의 평양 여행기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북한은 중국(구 중공)의 개방주의적 현대화 계획을 따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 초래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소련에 지나치게 의지하게 될 위험

북한은
합영법 제정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이렇다고 할 만한 성과가 없으며 호텔 건축을 위한
562

프랑스 기술진도 입지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지난 12월 평양을 떠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88 올림픽 공동주최와 외화 수입을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 들어와 다이내믹한 동아시아 경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현상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

2. 주홍콩총영사관은 1986.4.8. 신화사 보도(4.4.)에 의하면 오학겸 중국 외교부장은 4.4. 북한으로 향발
예정인 캄보디아 시아누크 내외를 위해 만찬을 주최했다고 보도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동 총영사관 박양천 영사가 홍콩에 체류 중인 Reader's Digest 관계관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동 관계관이
2월 북경에서 시아누크 면담 시 시아누크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김일성 생일행사(4.15.) 참석을
연례 행사화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건강상의 문제는 있으나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

3. 1986년 북한 농업전문가의 필리핀 방문 추진 주요 경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필리핀 Swaminadhan IRRI(국제미작연구소) 소장은 1986.1.14. 김창훈 주필리핀대사를 방문,
자신의 1985.10월 방북 시 북한 측은 최근 간척지 개간사업 분야에서 토양 내 소금기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IRRI 방문을 희망해 3월경 북한 전문가가 IRRI를 방문키로 했다고 언급
외무부는 1.17. 동 방문이 북한 측의 필리핀 접근 시도의 일환으로 판단되므로 한·필리핀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고려, 북한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토록 협조 요청할 것을 주필리핀대사관에 지시

주필리핀대사관은
3.19. 이응균 북한 농업과학원장 등 농업전문가 5명이 4.1. 주재국에 입국, 1주
정도 회의를 갖고 지방답사 등 2주 체재 예정이라고 함을 보고
주필리핀대사관은 3.21. 주재국 외무성 Manguiat 정보과장은 혁명기간 중(2.25. 마르코스 대통령
해외망명 등)의 비자발급 확인 과정에서 제1차관의 주중국 필리핀대사관 앞 지시 전문이 발송되지
않았음을 확인, 동 차관에게 비자발급 거부를 건의해 재가를 받았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

4. 본 문서철에는 북한 동향 관련 상기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주재 한국 공관의 보고 전문, 1986.1.17.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이 작성한 최근 북한의 동남아 대상 선전공세 분석 및 홍보대책 회의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북한·서남아 관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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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서남아 지역 주재 재외공관의 북한·주재국 관계 동향에 관한 보고 내용임.
1. 네팔 주재 북한 외교관의 금괴 밀수
북한대사관 이춘식 2등서기관은 1986.1.30. 방콕에서 네팔에 도착, 여행용 가방 통관 과정에서
내용물이 금괴라는 심증을 굳힌 세관 당국에 억류되어 있던 중 주재국 외무성은 북한대사관에
지정된 시간까지 책임 있는 공관원이 세관에 출두할 것을 요청하고 동인을 석방

북한
공관원의 출두가 없자 세관 당국은 2.3. 14:00 외무성 등 관계부처 관계관 입회하 가방을
동인의 출국을 요청

- 동인은 외무성의 출국 명령이 있기 전 2.3. 13:30 자진 출국

2.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의 방글라데시 방문 문제
방글라데시 외상은 1986.6.29. 북한 외상의 방글라데시 방문은 비동맹 정상회의가 끝나고 주한
방글라데시 공관이 설치된 이후인 1987년으로 미룰 것이라고 주방글라데시대사에게 언급

3. 스리랑카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 북한 대표단 동향
동 행사에 참석한 여장송 주인도대사관 참사관 및 통역 김석철은 1986.2.6. 스리랑카 외상을
예방, 팀스피릿 훈련, 상주공관 개설 문제 등을 제기

- 동 외상은 동일 북한의 주재국 상주공관 설치 허용에 앞서 한국 측에 사전 알려 줄 것이라고 김이명
주스리랑카대사에게 언급

4. 인·조 친선협회 공중 집회
동 협회 주최 반미 공중 집회가 1986.6.24. 뉴델리에서 개최되어 핵무기 배치가 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주한미군 철수, 3자회담, 올림픽 공동개최 등 주장

- 동 집회에 Saathi 델리 시장, 인도 공산당 조정위원장 등 150명 참석

5. 북한의 대파키스탄 경제 및 군사 협력 현황(1980년~1986.6월)
경제 협력

- 의류, 수산, 강관 조립 등 분야에서 합작추진을 협의한 바 있으나 진전사항 없으며 소규모 수력발전소
설립 지원을 위한 북한 전문가 5명의 파키스탄 파견(1986.4월)
군사 협력

- 북한은 163만 달러 상당 130밀리 폭탄 등 탄약 판매(1983~84년)
- 북한 특공대 교관 5명 파키스탄 파견, 육군 산악전 지도(1983~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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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한 결과, 금괴 7.5kg 등 15만 달러 상당 밀수품을 적발했으며 외무성 측은 북한대사대리에게

북한·중동 관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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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중동 지역 주재 재외공관의 북한·주재국 관계 동향에 관한 보고 및 외무부의 지시
내용임.
1. 북한·리비아 관계
북한 대표단의 국제회의 참석
564

- 북한 대표단은 1986.3.15.~20. 리비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2nd International Conference against
Imperialism, Zionism, Racism, Fascism and Reactionaries)에 참석
- 동 대표단은 3.19.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직면해 공동투쟁하고 있으며 리비아 및 팔레스타인 국민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요지의 연설
Mansour 리비아 외상의 북한 방문
- 1986.5.16.~18. 방북, 김일성 및 김영남 외교부장 면담
- 리비아 측은 미국의 리비아 폭격 이후 미국과 투쟁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리비아 측 입장 지지 요청
북한 경제사절단의 리비아 방문

- 정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1986.7.6.~13. 리비아 방문
- 정송남 부장은 7.12. 바브 알 아지지아 궁으로 카다피 지도자를 예방, 미국의 리비아 침략을 규탄하는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하고 4.15.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된 동 궁의 내부 시찰
- 양측은 7.13. 경제통상 분야 협력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통상협정 서명
조·리비아 우호협회 친선사절단 리비아 방문

- 북한 사절단(단장: 김영주 인민최고회의 사무국장)은 1986.7.28. 리비아 방문
- 김영주는 리비아 외무성 위원 등과 면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대리비아 폭격 규탄

2. 모리타니 친북단체 현황
모리타니-북한 친선협회가 1968.4.18. 설립되었으나 북한의 폴리사리오 승인으로 인한 양국 간
외교관계 단절(1976.3.16.) 및 북한 공관 철수 후 사실상 해체된 상태

3. 북한·이라크 관계
외무부는 1986.1.9. 다음 내용을 주이란대사관 및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통보

- 인 도 국민의회당 창설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방인 중인 북한 노동당 황장엽 서기 일행은
1985.12.29. 기념식에 참석한 이라크 사절을 접촉, 북한은 이라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라크 측은 대이란 무기 공급에 대한 북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며 황장엽은 비공식 유감 표시 방법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북한·중미 관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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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중미 지역 주재 재외공관의 북한과 주재국 간 관계 동향에 관한 보고 및 외무부의 지시
내용임.
1. 북한·가이아나 관계
외무부는 1986.2.24. 미 국무부 및 바베이도스 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 파악한 가이아나의 남·
북한 관계에 대한 다음 요지 내용을 주베네수엘라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에 통보

2. 북한·도미니카공화국 관계
Balaguer 도미니카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문제 참모인 Ricardo는 1986.7.9. 강대완 주도미니카
대사와의 오찬 시 최근 부통령 당선자 등과 일련의 외교 문제 회합을 가진 바 있으며 동 모임에서
거론된 내용은 카리브 인접국(쿠바, 니카라과 제외)과의 관계 증진 필요, 서독 등 서구 주요국
및 동아시아 수개국(한국 포함)과의 관계 심화 문제였으나 북한 문제는 고려대상 밖이었다고 언급

3. 북한·멕시코 관계
멕시코 외무성 Orozco 아주부국장은 1986.4.17. 주멕시코대사관 김창근 공사 면담 시 천재홍 북한
외교부 부부장 방멕 관련 문의에 대해 멕시코는 현 재정적 곤란 때문에 주평양 상주공관 설치를
고려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주멕시코 북한 공관 설치는 고려할 수 없다고 언급

4. 북한·바베이도스 관계
주가이아나 북한대사 정종규는 1986.10.16. 신임장 제정차 10.15.~23. 바베이도스를 방문했으며
Tudor 외상 예방 시 올림픽 경기 남북한 공동개최에 대한 바베이도스의 지지를 요청하고 북한의
상주공관 설치 문제 등을 제기

- 주재국 외무성 아주담당관 등은 동 대사는 북한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한다고 하고 일반적인
경제협력 강화 희망을 표명했으나 주목할 만한 구체적인 제의는 없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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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0월 주가이아나 북한대사와 차석의 귀국 후 후임이 공석 중이나 이는 가이아나·북한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가이아나의 행정 처리 지연으로 신임 북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늦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Hoyte 대통령은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코자 하고 있으며 한국의 조문사절 파견 등으로 조성된 좋은
여건하에 한국이 시도하고 있는 겸임대사 아그레망 신청은 전보다 더 receptive할 것으로 전망

5. 북한·수리남 관계
Herrenberg 수리남 외상은 1986.12.3. 최공천 주수리남대사 면담 시 북한 관련 루머(북한의 대수리남
무기 원조 등)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하고 자신이 외상으로 재직하는 한 북한대사
접수 등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가져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

6. 북한·아이티 관계
566

Hilaire 아이티 외상은 1986.10.24. 양태규 주아이티대사대리 면담 시 자신의 유엔에서의 연설이
있기 전날(10.2.) 북한대표가 자신에게 접근,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요청했다고 언급

- 동 대사대리는 동 외상의 제4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시 한국 입장 지지에 사의 표명

북한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 활동 동향 및 대책,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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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미사태 관련 1986.4.30. 북한 외교부 성명 및 엘살바도르 민족해방전선 대표단의 4.23.~30. 북한 방문
결과에 관한 외무부 작성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중미사태 관련 북한 외교부 성명 요지 및 평가

엘살바도르 민족해방전선(FMLN) 대표단 방북 결과 및 평가

- 정준기 부총리 주최 만찬(4.23.), 양측 공산당 회담(4.24.), 김일성 면담(4.26.)
- 쿠바, 니카라과 등과의 협조를 통한 북한의 FMLN 원조문제를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
- 엘살바도르 반정부 단체의 최초 방북으로 김일성 면담 및 정부차원 예우 등에 비추어 북한과 동 단체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화될 것으로 예상

2. 1986.6.30. 외무부 작성 1986년도 상반기 북한의 중남미 활동 분석 및 대책(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북한의 활동 현황

- 18회의 사절단 파견(멕시코, 페루,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 파견) 및 10회의 사절단 접수(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대표단 등 접수)로 정치 분야보다는 비정치 분야 집중
- 중남미 제국의 정·경 분리정책 및 경제적 곤경을 이용, 각국의 수출 주종품목 구매 제의 등 실질관계
증진 시도
- 중남미 좌경사상 확대에 편승, SI 가입정당 등 사회주의 정당, 좌경 정계인사 및 학자 대상 대량 방북초청으로
친북 기반 구축 시도 등
대책(안)

- 김만제 부총리 등 특사 파견(추진 중), 연도별·국별 초청계획 수립 등 초청외교 효율화, 20개 공관의 현지
접촉선 확대 추진 등 재외공관 활동 강화, 대학·학술단체 친한화 활동, 의회·정당 간 교류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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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니카라과 반정부군에 대한 1억 달러 상당의 군사원조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고 니카라과
침공을 가상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니카라과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중미 카리브
지역 안전에 중대한 위협
- 동 성명은 중미사태에 대한 최초의 입장표명으로 비동맹권의 반미여론에 편승, 1986.8월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북한 입장 강화를 위한 저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북한·대양주 관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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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뉴질랜드대사관이 1986.9.1. 보고한 주재국 노동당 전당대회(1986.8.29.~31.)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외교·국방 문제에 관한 결의안(8.31. 채택)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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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승인을 voice vote로 채택
- 핵무기 보유국과의 모든 군사유대 폐기, 초강대국과의 군사동맹 금지(ANZUS 및 5개국 방위협정 탈퇴
포함)
- 대쿠바 수교, 니카라과 공관 개설, 베트남과의 교역 관계 개설
- 싱가포르 주둔 주재국 군부대 철수
- 적극적 중립정책(positive neutrality) 채택
- 한국과의 국방관계 중단에 관한 결의안은 양국 간 국방관계가 별무하다는 이유로 철회
- 온건파가 제안한 대북한 민주화 요구 결의안 부결 등
상기 결의안 채택은 노동당 내 소수 좌파그룹이 주장하고 있는 급진 좌경노선을 일반 당원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결의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당원들의 의사 표시로 당의 선거 정강·정책은 15명으로 구성된
동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온건파가 동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결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2. 파푸아뉴기니 정보부장은 1986.9.19. 주파푸아뉴기니대사를 방문, 한국 영사회 난동사건의 사전 계획
또는 정치성 개재 여부를 중점 조사했으나 우발적 사건으로 판단되며, 향후 북한 지지세력 활동에 대한
관심을 배가하겠다고 언급함.
3. 주피지대사관은 1986.1.7. 북한의 주재국 노동당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재국
수상의 북한 요원 입국 불허 방침 때문에 접근을 시도할 경우 주로 노동당 인사에 대한 방북 초청 제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며 관련 동향을 주시, 사안별로 적절히 대처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남미 관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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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남미 지역 주재 재외공관의 북한·주재국 관계 동향에 관한 보고 및 외무부의 지시
내용임.
1. 베네수엘라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6.7.23. 주재국 외무성 Soto 정무차관보를 면담, 북한의 3자 군사회담
및 올림픽 공동개최 주장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7.9. 쿠바 주재 북한대사(베네수엘라
겸임)와의 면담 내용을 간접 확인한 데 대해 동 차관보는 북한대사가 자신과의 면담 시 주재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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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청했다고 하고 외무성은 현재로서는 동 대표부 설치를 허용할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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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언급

2. 볼리비아
볼리비아 외무성 Tredenick 사무총장은 1986.10.24. 주볼리비아대사관 참사관 면담 시 주재국
외상과 자신이 유엔 총회 참석 후 쿠바를 방문하였을 때 북한대사가 전화로 면담을 신청, 동
외상이 10.7. 숙소에서 동 대사를 면담했다고 언급

- 북한대사는 외교관계 수립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외교관계가 수립되면 경제원조 등 각종 지원을 약속
한 데 대해 동 외상은 주로 듣는 입장을 취하고 경제원조 제의에 약간의 관심 표명

3. 한국·브라질 업체 간 교역 주선
외무부는 1986.3.25. 북한 통상사절단이 목재회사 Madebras의 초청으로 2.24.~3.8. 브라질을
방문, 동 회사와 합판 수출 및 인삼차 수입 문제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주상파울루
총영사는 동 회사의 주종 품목인 합판을 한국 업체가 수입하고 인삼차를 수출할 것을 건의해
왔음을 산림청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적절한 업체 선정을 협조 요청

- 산림청은 3.31. 목재조합 등 관련 업체에 조회한 결과, 가격·운임 등 수입 조건이 불리하여 브라질산
목재를 수입할 업체가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4. Gustavo Herdoiza Leon 에콰도르 끼또 시장 북한 방문
에콰도르 외무성 Paredes 정무차관은 1986.5.22. 주에콰도르대사와의 오찬 시 민선시장의 방북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언급
 시장은 6.9.~16. 평양 방문, 평양시-끼또 간 자매결연 체결
동

에콰도르
외무성 Cueva 아주국장 및 Paredes 정무차관은 6.17. 동 자매결연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는
끼또 시장의 개인 행위로서 한국과의 친선 관계에는 전혀 무관함을 강조
에콰도르 최대 일간지인 El Comercio지는 7.9. 최고 권위 칼럼니스트인 Alezando Carrion의‘희한한
일(Cosas Raras)’제하 칼럼을 통해 끼또-평양 간 자매결연을 비난

북한·동부아프리카 관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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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동부 아프리카 지역 주재 재외공관의 북한·주재국 관계 동향에 관한 보고 내용임.
1. 주스와질랜드대사대리는 1986.5.1. 남아공 일간지 The Star(4.28.)는 북부 앙골라에서 작전하고 있는
FNLA 측근 소식통을 인용, 소규모의 북한군이 북부 앙골라에서 반정부 게릴라에 대한 전투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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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6.6.26. 잠비아 UNIP당 대표단(단장: Zulu 사무총장)의 다음 요지 방북 동향을 주케냐
대사관에 통보함.
방북 기간: 1986.6.23.~(미정)
강성산 총리 주최 연회(6.23.)에 황장엽 노동당 비서, 길재경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Zulu 사무총장,
주북한 잠비아겸임대사(북경 상주) 등 참석
동 연회 시 강성산 총리는 잠비아가 올림픽 공동 주최안을 지지하고 북한을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데 대해 사의 표명

3. 북한의 지부티 수교 교섭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6.8.19. 현지 북한대사가 수교 교섭차 8.25. 지부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8.21. 동 방문은 한·지부티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부티 측에 설명토록 주프랑스대사관에 지시
주프랑스대사는 8.22. 주불 지부티대사를 방문, 한국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동 대사는 북한대사의
지부티 방문 예정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하고 북한이 9년 전부터 대통령 및 외상에게 서한을
보내고 국제 회의에서 지부티 대표를 접촉하는 등 수교 가능성을 타진해 왔으며 북한대사가
지부티를 방문하는 것도 처음이 아니라고 언급
주에티오피아대사는 9.23. 지부티 대통령이 9.22.부터 주재국을 공식 방문 중이며 현지 북한대사가
주재국 정부 주선으로 동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현지
지부티대사를 통한 동 대통령 예방 주선 요청에 대한 지침 하달을 건의

외무부는
9.23. 지부티를 공식 방문 중인 국가원수를 제3국의 대사가 면담 신청하는 것은 외교 관례
상 주재국을 당혹케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담 신청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통보

4. 주케냐대사관은 1986.7.2. 주재국 외무성 Kinyanjui 아주국장이 7.1. 최동진 대사 면담 시 최근 북한이
탄자니아를 통하여 동국 주재 북한대사의 주재국 방문 및 상주공관 설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김일성 북한 주석 소련 방문, 1986.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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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 Gorbachev의 초청으로 1986.10.22.~26. 소련을 공식 방문함.
1. 주요 일정
10.22.: 특별기편 모스크바 도착, 크램린 환영행사 참석
10.23.: 레닌 묘 및 무명용사 묘 방문 헌화

10.24.:
Gorbachev와 회담, 연회 참석

2. 주요 협의 내용
쌍무 관계

- 양측은 쌍무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시하고 이를 가일층 확대, 심화할 용의를 천명함.
- 소련·북한간 우호·원조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역, 경제, 과학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해 노력키로 함.
한반도 문제

- 한반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 및 정세의 정상화가 아시아 안보체제 형성의
한 요소임을 지적함.
- 소련은 북한의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 평화통일 주장 등을 지지함.
국제 정세

- 아·태지역에 있어 제국주의, 군국주의 침략 세력들에 의한 긴장 증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미국, 일본, 한국 등의‘동방의 NATO’결성 기도를 비난하고, 사회주의 제국 간의 유대를 강조함.
- 김일성은 아이슬란드 미·소 예비정상회담 시 소련 측의 군축안 등 평화 제안을 지지함.

3. 평가 및 대책
금번 방문은 1984.5월 김일성의 소련 방문 이래 2년 반 만의 방문으로 양자 관계가 더욱 긴밀화되고
있음을 반영함.

양측이
제반 문제에 대한 견해 일치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 달성을 의문시하는
관측이 지배적임.

김일성은
금번 방문을 통하여 대중국(구 중공) 견제를 위한 소련 카드를, 소련 측은 대중국
관계 개선에 북한 카드를 이용코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소련
언론은 북한과 대조적으로 동 방문을 크게 취급하지 않는 등 방문 성과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였는바, 이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임.

앞으로
소·북한 관계 동향, 특히 고르바초프의 방일 기회를 이용한 북한 방문 가능성 및 군사,
경제협력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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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시내 사적지 및 주택건설 현장 등 시찰
10.26.: 과학기술 관계 박람회 참관, 평양 향발

북한 학자의 미국 입국 문제, 1986

| 86-050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7 / 22 / 1~225(225p)

1. 1986.5월 외무부가 작성한 미국 정부의 북한 학자 입국불허 결정 관련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북한 학자 초청 경위

572

- 조지 워싱턴대 중·소문제연구소는 동북아 문제에 관한 연례 학술회의(1986.5.22.~24.)에 남북한과 미·
일·중·소 학자 및 언론인 초청 (1985년 동경 개최 회의 시에도 동 6개국을 초청했으며 북한만 불참)
- 동 연구소는 소련 동방연구소의 제의에 따라 6개국이 초청되었다고 하고 차기 회의의 모스크바 개최
가능성을 시사
- 북한은 전 FAO 주재 송호경 대사 등 4인의 참석을 통보하고 1986.5.8. 주소련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
한국 측 대응

- 북한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소련과의 군사협력을 강화,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상황을
들어 미국 국무부에 상기 북한인 입국 불허 교섭 전개
미국 측 결정

- 미국 국무부는 1986.5.21. 북한이 남북대화를 중단 중인 상황에서 북한 학자의 미국 입국 허용이 남북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국 불허 결정
평가 및 전망

- 미국은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자세를 유도키 위해 북한 민간인의 미국 입국 문제를 적절히
활용해 온 바, 금번 입국 거부는 북한의 대화 중단에 대한 대응 조치이며 북한을 대화로 유도키 위한
조치로 평가
-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 민간인 입국을 사례별로 검토한다는 입장인바, 향후 남북대화 재개 시 북한인
입국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

2. 외무부는 1986.3.11. 주한 미국대사관의 통보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AAS(Association of Asian
Studies) 총회(3.21.~23. 시카고)에 참석코자 주소련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북한인 3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함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3. 본 문건에는 1986.5.22.~26.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ICA(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연례총회 북한 참석 여부(불참)에 관한 주시카고총영사관 및 주미국대사관의 보고, 1986.6.16.~19.
Orlando에서 개최되는 IIS(International Insurance Seminar) 북한 초청 문제에 관한 1986.4.26. 외무부
북미과의 검토 문서, 상기 6개국 학술회의 관련 주미국대사관의 보고, 외무부의 지시 및 검토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동남아 및 중동 순방,
1986.2.28-3.14

| 86-050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38 / 1 / 1~25(26p)

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의 인도네시아 방문 관련, 1986년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의 보고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방문 기간

- 1986.2.28.~3.4.
- 3.4. 방콕 경유 1박, 3.5. 방콕에서 모스크바 경유 리비아 및 알제리 방문
김영남은 3.4. Harmoko 주재국 공보장관을 면담, 양국 간 언론협력, 비동맹에서의 언론분야 협력에
관해 협의

방문 기간

- 1986.3.7.~11.
방문 결과

- 김영남은 3.9. Mansour 외상을 면담, 미국의 도발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리비아의 투쟁에 지원을 다짐
- 김영남은 3.10. 카다피 지도자를 방문,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
김영남의 주재국 방문결과 파악을 위해 현지 일본대사관 관계관에게 중국(구 중공)대사관을
접촉토록 협조 요청했으며 동 관계관은 김영남의 리비아 방문 목적을 다음 요지 언급

- 1985.8월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참석차 Treiki 외상이 서울 방문 후 일본 및 중국을 방문하였으나 북한 측의
방북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북한이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리비아와의 관계 개선 도모
- 북한으로서는 한·리비아 경제협력 관계 강화에 불안한 나머지 리비아가 북한에 관심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계기 마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김영남의 리비아 방문 관련, 1986년 주리비아대사관의 보고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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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념(李先念) 중공 국가 주석 북한 방문,
1986.10.3-6

| 86-050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38 / 2 / 1~74(74p)

1. 1986년 이선념 중국(구 중공)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관련 주미, 주일대사관 및 주홍콩총영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개요

- 방문 기간 및 수행원: 1986.10.3.~6. 오학겸 외교부장 등 5명
-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23년 만에 최초 방북
주요 일정
574

- 김일성 주최 만찬(10.3.), 이선념·김일성 회담(10.4.), 오학겸·김영남 외교부장 회담, 이선념 주최
만찬(10.5.)
방문 결과

- 북한은 김일성의 처 및 북한 수뇌부 대다수 공항 출영 등 이례적으로 대대적 환영
- 이선념은 미국의 조선 내정간섭 반대 및 미군 철수 주장, 북한의 한반도 통일 입장 지지
- 김일성은 중국·북한 간 전통적 우호관계 수차 강조 및 중국의 대만(구 자유중국) 통일 목표 지지

2. 본 문건에는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동향 관련 주미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의 주재국 외무성 관계관
접촉 결과 등에 관한 보고, 주홍콩총영사관의 현지 미국총영사관 관계관 접촉 결과 및 언론 기사 등에
관한 보고 등도 수록되어 있음.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북한 방문,
1986.6.22-25

| 86-051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38 / 4 / 1~100(100p)

1. 주세네갈대사관은 1986.6.3. 주재국 대통령실, 외무성 및 외교단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주재국 Diouf
대통령이 6.18. ILO 총회 참석 후 스위스 공식 방문을 마치고 6.22.~25.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1986.6.9. 동 대통령의 방북이 1984.6월 동 대통령의 방한 이후 남북한의 실상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되, 한·세네갈 양국 정상 교환방문 이후 다져진 기존 우호협력
참여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금번 방북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토록 주세네갈대사에게 지시함.
주세네갈대사관은 6.11. 동 대통령 면담 신청 중이나 해외순방을 위해 6.15. 출국 예정임을 보고

3. Diouf 세네갈 대통령의 1986.6.22.~25. 방북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요 일정

- 공식 환영식(김일성 등 10만이 넘는 군중 환영, 6.22.), 공식 회담, 공식 오찬, 혁명전사 묘지 헌화, 집단 체조
관람(6.23.), 만경대 김일성 생가, 주체사상탑 방문(6.24.)
Kane 세네갈 기획협력상과 정송남 북한 대외경제부장 간 북한·세네갈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및 양국 공동위원회 설치 합의
김일성 주최 연회 시 Diouf 대통령 연설 요지

-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종식 및 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없이는 세계 평화와 안정은
이룩될 수 없으며, 북한·세네갈 간 우의 증진을 위해 기술협력과 공동연구 분야를 확대해 나갈 필요
-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

4. 주세네갈대사관은 1986.7.8. 주재국 대통령실, 외무성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북한 측은 주재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방북 실현을 위해 집요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주재국 측은 OAU 의장국, 비동맹 및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의 입장과 실리 추구라는 측면에서 방북을 수락했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양측 간 경제기술협력협정, 공동위원회 설치 등 협력사업 전개를 위한 법적인 틀 마련에는
합의했으나 주재국 측이 크게 기대한 문화회관 건립을 포함한 체육시설, 주택건설 등 분야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원칙적인 구두합의만 받아낸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향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양해된 것으로 알려짐.

57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관계를 고려해 방북 전 Diouf 대통령을 면담, 남북대화 재개, 남북한 유엔 가입 및 88 올림픽 북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 북한 방문, 1986.1.19-23

| 86-051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정보2과/동구과

MF번호

2016-38 / 5 / 1~225(226p)

1.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의 1986.1.19.~23. 북한 방문 결과에 관해 1986.1월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요 일정

- 외상 회담, 환영 연회(1.20.), 김일성 면담 및 오찬(김일성을 방소 초청하는 고르바초프 친서 전달, 김정일
배석, 1.21.),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 및 북한·소련 공민들의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 각각
서명(1.22.), 공동성명 발표
576

주요 협의 내용(양국 외상 간 공동성명 요지)

- (양국 관계) 북한·소련 간 우호동맹조약(1961년 체결)의 중요성 강조
- (한반도 문제) 한국 내 핵배치 및 한·미·일 3각 동맹기도 규탄, 팀스피릿 훈련 비난 및 북한의 군사훈
련 중지 제안 지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 한반도 비핵지대화안 지지, 고려연방제, 평화협정 체결 및 남
북 불가침선언 등 지지, 88 올림픽 공동개최 지지, 유엔 동시 또는 단독 가입 반대
- (국제 문제) 소련의 아시아 안보구상 및 핵군축 제안 지지, 미국의 군사력 확대, 특히 SDI 계획 비난,
중·소 관계 정상화의 중요성 강조
평가

- 소련 외상의 최초 공식 방문으로 소·북한 관계 심화
- 소련 외상의 방북은 일본·몽골 방문 및 동남아 순방 예정과 함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현저해진 소련의
대아시아 적극 정책 반영
- 북한이 소련의 대아프가니스탄 정책과 아시아 안보구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동 문제에 대한
중국(구 중공) 입장과 대조
- 김일성 부자 권력승계 사실상 인정
대책

- 소·북한 관계 긴밀화에 대한 미국과의 정보 분석 및 대책 협의 계속 등

2. 북한·소련 간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체결 관련 정부입장 표명에 대해 1986.1월 외무부
작성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정부 입장 표명 필요성

- 한국 관할권(헌법 제3조 영토규정) 침해에 대한 묵인 불가
- 북한은 1974년 한·일 대륙붕협정을 인정치 않으며 무효로 한다는 성명 발표
정부 입장 표명 방식

- 남북대화 및 88 올림픽 등 고려, 공식성명보다는 외무부 당국자 논평으로 표명
논평 내용

- 최근 소련·북한 간 동 조약 체결 보도가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북한 당국이 타국 정부와 맺는 여사한 조약은 그 내용 여하에 관계없이 이를 인정치 않을 것이며
무효로 간주

미국 언론인 북한 방문,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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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년 미국 Cox Newspaper의 Walter Miller 동경주재 특파원의 방북 경위 및 취재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방북 경위

- 1984.3월 국제우편으로 평양 당국에 자비 부담 방북 취재를 희망한 데 대해 4개월간 일체의 무반응
상태였다가 7월 중순 조총련 관계자로부터 방북 취재를 허가한다는 텔렉스가 왔다는 통지를 받음.
(초청 형식으로 1984.7.31.~8.13. 방북했으나 왕복여비 등 주요 경비는 자담)
방북 취재 및 방북 인상

김영남과의 회견 기사 요지 (Cox 워싱턴지사는 8.14. 동 회사 소속 15개 지방지에 송고)

- 3자회담 수락을 요구하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중국(구 중공)·일·소련의 동 회담 참여 반대
- 남북한 양자회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한국 당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만한 완전한 권한과 국군에
대한 완전한 통수권이 있을 때 이같은 회담은 성공할 것이라고 밝힘.
- 김정일의 세습은 북한 노동당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었으며 김일성 방소 시 김정일의 소련 방문 초청이
있었다고 밝힘.

2. 1985년 미국 New York Times의 John F. Burns 북경주재 특파원의 방북 경위 및 취재 내용 등 관련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방북 경위

- 북한 초청으로 1985.6.6.~17. 방북
방북 취재 및 방북 인상

- 산과병원, 노동자 아파트, 학교 등 방문 취재
- 개인숭배(김일성, 김정일), 허구적 관광(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최신 설비의 산과병원 등 방문)
으로 놀랄 만한 조직화(학생들의 집단훈련)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당황함.
동 특파원의 7.10. NYT지 기사 요지

-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김일성이 주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지루하고 판에 박힌 생활
- 평양에는 거대한 건물이 많으며 거리도 깨끗하고 행인의 옷도 깨끗하나 지방을 여행해 본 결과 평양은
전시용이라는 인상
- 주곡 생산을 위해 노력 중이나 북경에서 오는 외교관들은 육류, 야채 등을 다량으로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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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김정일 면담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김영남 회견을 비롯해 남포, 개성, 원산, 금강산
등지를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취재
- 방북 취재 허가를 받은 자신이 앞으로 있을 미국 및 서방 기자의 잇단 방북의 한 기점으로 보이며
북한에게는 시범 케이스이기도 한 느낌을 받음.

미국 종교인 북한 방문,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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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1984.7.2. 오클랜드에서 발행되는 Oakland Tribune지(6.24.)가 Will L.
Herzfeld 오클랜드 교회 목사 등 4명의 목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북한 방문 소감을 동지 기자의 집필
기사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게재했으며, 이와 관련 동 총영사관은 남북한의 제반 사항을 비교 설명,
이를 반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동 목사들은 지난 6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초청으로 2주간 방북
자신들은 원하는 대로 북한의 이모저모를 관찰하였으며 지금까지 미국 국민들의 북한에 관한
578

정보는 왜곡

북한
군인들이 농부들을 도와 모내기를 하는 등 국가 건설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북한이
호전적이고 위협적이라는 선전은 사실과 다름.

북한은
폐쇄사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약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more
repressive함.

주한미군
주둔은 불요

2. 주미국대사관 김삼훈 참사관 등 관계관은 1984.12.17. 방북(9.18.~10.2.)한 바 있는 Dorothy Ogle 등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관계자 3인과 오찬을 갖고 방북 경위 등을 청취함.
방북 경위

- 1980.9월 AFSC 관계자 3명의 방북 이후 동 단체와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간 국제우편 등을 통한
직접 교신 유지
- 금번 방북(4명) 초청장은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전달 받음(여비는 자담).
방북 주요 일정

- 평양 체류 시 보건, 체육, 교육, 위락시설 등 시찰
- 남포, 판문점, 묘향산, 개성 등 방문
방북 인상

- 북한에는 기독교도가 5천 명이라는데 교회가 없는바, 조선기독교연맹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미군기가
교회를 집중 폭격하여 전부 파괴되었다고 함.
- 주체사상과 종교의 양립 여부 문의에 대해 북한 측은 양립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답변
- 북한은 김일성 사상이 철저히 교육되어 있으므로 종교와 다름없는바, 앞으로 북한이 외부세계에 개방
될 경우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

미국학자 북한 방문계획,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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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미국대사관은 1984.8.9. Johns Hopkins대 Ralph N. Clough 교수가 당초 8.15.경 워싱턴을 출발,
방북할 계획으로 오래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입국사증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회답이 없어
여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동 교수는 1980년 솔라즈 의원 방북 시 평양 방문

2. 1985년 미 의회도서관 양기백 박사의 방북 추진 경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1985.8.13. 아사히신문(8.11.)이 미 의회도서관 한국 문제 전문가인 한국계 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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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경 북한 도서관 학계로부터 방북 초청장을 받았으며 국무부 실무부서에서는 동 초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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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자료수집 명목이라는 점을 고려, 이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레이건 행정부 내 중추부의
강한 반대로 국무부 고위층이 7월 중순경 강력히 지시하여 방북치 못하게 되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박사는 8.20. 주미국대사관 관계관 면담 시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이 거의 정확하다면서 미
양
의회도서관은 1972년 이래 북한 인민대학습당과 소량이나마 자료 교환을 해 왔으며 금번 방북
시도는 미 의회도서관에 북한 관계 통계 및 법률 자료가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할 계획에서 의도된
것이나 국무부 측의 충고에 따라 방북치 않기로 했다고 언급
 국무부 Isom 한국과장은 8.21. 주미대사관 참사관 면담 시 본 건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야기된
미
또 하나의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국무부 내에서 본건 관련 정책 결정을 내린 바도 없고
국무부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님을 강조

3. 1985년 Asia Society 연구진의 방북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Asia Society의 Oxnam 회장은 1985.6.7. 아시아 정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동 협회의 스폰서 하에
Robert Scalapino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연구진이 금년 가을 대만(구 자유중국), 북경, 몽골,
모스크바, 서울, 동경 등을 방문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 방문 직전 평양도 방문 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북한 측에 의사 타진 중이라고 김경원 주유엔대사에게 언급

브루킹스
연구소 Harding 박사는 6.18. 주미국대사관 참사관과의 오찬 시 현재까지 평양, 모스크바,
울란바토르로부터 응답이 없으며 긍정적 회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Harding
박사는 9.9. 북한 측의 입국 거부로 방북은 취소되었음을 김 참사관에게 통보하고 평양
대신 홍콩을 추가해 동 연구진의 아시아 순방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

캐나다·북한 경제 관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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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캐나다대사관은 1986.7.3. 주재국은 북한 의류 수입을 위한 다음 조치를 6.27. 허용한 바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본부에서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항의 및 불쾌감 표시를 건의함.
대상 품목 및 수입 규모

- 남자용 jackets, coats 50,000벌
- 남자용 하의 65,000벌
- 상기 품목의 수입 규모는 금액 기준 40만 달러 정도
580

2. 외무부는 1986.7.11. 상기 의류 수입 관련 7.14. 주한 캐나다대사관 Giroux 참사관을 초치, 다음 요지로
한국 측의 displeasure를 전달할 예정임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측에도 적절히 동 입장을
전달토록 지시함.
1986.5월 Mulroney 수상 방한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양국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되는 기회에 대규모 민간 구매사절단이 캐나다를 방문(7.7.~17.)하는 등 양국 간 통상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최대 노력
이러한 시점에 캐나다 정부의 금번 조치는 전반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함.

3. 주캐나다대사관 정 공사는 1986.7.16. Manin 주재국 외무성 동아통상개발과장 및 White 동아관계과
한국담당관을 오찬에 초청, 상기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캐나다 측은 다음 요지로 언급함.
기본적으로 주재국의 북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종전과 변함이 없음(불승인, 불접촉, 북한 인사의
입국 억제 등).

그러나
주재국 민간 실업인의 일반상품에 대한 대북한 교역에 대해 정부가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실정

이에
주재국 정부는 민간상사의 대북한 의류수입을 사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류 수입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임.

4. 본 문서철에는 1986.7.14. 허리훈 외무부 경제국 심의관의 Giroux 주한 캐나다대사관 참사관 면담 요록,
캐나다의 1985년 대북한 교역 현황에 관한 주캐나다대사관의 보고 전문 등도 수록되어 있음.

한국 통일정책 및 한반도 정세,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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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6.6월 전 재외공관에 평통자문회의(1986.6.5.) 대통령 개회사를 통보한바, 개회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모든 남·북한 현안 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1986년 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실현을 북한 측에 재촉구함.
남·북한 간에 민족 자해적인 상호 비방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함.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면 참가자의 신변 안전과 모든 편의를 완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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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할 것이며,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에 북한 측이 호응할 것을 촉구함.
제3세계와의 협력 강화 및 대공산권 문호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북한의 3자 군사회담 제의, 198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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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3자 군사회담 제의
1986.6.17. 북한은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명의 한국 국방부장관 및 유엔사령관 앞 서신을 통해
‘군사훈련 중지, 군비 축소, 정전협정 준수’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의
6.21. UNC(유엔군사령부) 측은 북한의 제의 내용이 남·북한 간의 문제이며 긴장완화 문제는
군사정전에서 토의하자는 내용의 유엔사령관 명의 회신 전달
6.24. 한국 측은 북한 제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기존 남·북한 간 대화 재개와 남·북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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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책임자 회담을 촉구하는 국방부장관 명의 회신 전달
7.11. 북한은 2차 서신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한국은 서신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대북전통문을
발송하였고, UNC 측은 서신 수교 현장에서‘김일성 명의 서신이 아님’
을 들어 서신 접수를 거부

2. 한·미 간 북한 측 서신 접수 문제 협의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의 Lamberton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 면담(1986.6.10.)

- 한국 측은 북한의 서신 내용을 아직 알 수는 없으나 북한의 의도는 한·미 간을 이간하고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선전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
- 한국 측은 한국 국방부장관 앞 서한을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접수키로 하였음을 설명하고 미8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 앞 서한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3자회담을 시도하려는 북한의 저의에 의한 것이므
로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 설명
- 미국 측은 동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본국 정부로부터 통보가 오는 대로
미국 입장을 알려 주겠다고 언급
이원경 외무부장관의 Walker 주한 미국대사 면담(1986.6.12.)

- 한국 측은 북한 측 서한 접수 문제에 대해 한·미 당국 간에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하면서
한국 국방부장관 앞 서한은 기존의 남북대화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며, 수신인이 유엔사령관이 되고
발신인이 유엔사령관의 상대역 명의로 된 서한의 접수는 가능하나 동 서한은 군사정전위 경로를 통하여
수발되어야 할 것임을 설명
- 미국 측은 동 방침이 잘 되었다고 말하고 금번 북한 측의 서한 발송 동기는 3자회담 및 대미 접촉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설명

남북대화,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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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38 / 17 / 1~384(384p)

1. 1986.1월 초 남북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북한 측 대표들은 남북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팀스피릿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함.
경제회담 북한 측 대표 이성록 담화문(1.2.), 적십자회담 북한 측 대표 이종률 담화문(1.3.) 및 국회
회담 예비접촉 북한 측 대표 전금철 성명(1.4.)

2. 북한 측은 1986.1.11. 외교부 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서 모든 군사훈련을 중지할 것을 요구
하면서 군사훈련이 중지되지 않으면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담을 가질 수 없다고 통고해 온 데 대해, 한국 측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제6차
회담이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김기환 대표 명의 대북 통지문 발송

1.22.
적십자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북한 측 대표가 팀스피릿 훈련 실시로 차기 적십자회담
(1.22.)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2.18.)을 가질 수 없다는 통지문을 각각 발송해 온 데 대해, 한국 측은
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이영덕 및 권정달 대표 명의 대북 통지문 발송

3. 한국 측은 1986.3.26. 각 분야별 남북회담 대표 명의로 남북회담의 재개를 제의하는 대북 통지문을
북한 측에 발송함.
제6차 경제회담 4.30. 판문점 개최 제의
제11차 적십자회담 5.27. 평양 개최 제의

제3차
국회회담 예비접촉 5.14. 판문점 개최 제의

4. 북한 측은 한국 측의 1986.3.26. 제의에 대해 3.31. 국회회담 예비접촉 북한 측 대표 명의 서한 및 4.1.
경제회담 및 적십자회담 북한 측 대표 명의 서한을 통해 대화 중단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면서
대화재개의 거부를 통보함.
5. 한국 측은 1986.7.11.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대표 명의로 남북대화 장기 중단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대화의 재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북한 측에 발송함.
제6차 경제회담 8.6. 판문점 개최 제의
제11차 적십자회담 8.28. 평양 개최 제의
제3차 국회회담 예비접촉 8.13. 판문점 개최 제의

6. 북한 측은 1986.8.10. 남북회담 북한 측 대표단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측의 남·북·미‘3자
군사회담’수락 등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대화 재개 거부의사를 드러냄.

58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21. 경제회담 북한 측 대표 이성록이 한국의 팀스피릿 훈련 실시로 1.22. 예정된 제6차 경제회

남북대화관련 홍보 대책,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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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38 / 18 / 1~206(206p)

1984~85년 남북대화와 관련된 외신 기자회견 자료(1985.1.17.), 남북대화 현황 및 일지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남북적십자회담(1984.10.14. 한국 측 제의)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의 개최(1985.5.27.~2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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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경제회담(1984.10.12. 한국 측 제의)
제1차 남북경제회담 개최(1984.11.15. 판문점)
제2차 남북경제회담 개최(1985.5.17. 판문점)
제3차 남북경제회담 개최(1985.6.20. 판문점)

3. 남북체육회담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하여 1984.5~6월 중 3차에 걸쳐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 측의
실질 문제 토의 기피로 인하여 회담이 중단됨.

4. 남북국회회담
1985.4.9. 북한 측 제의에 따라 제1차 예비접촉이 7.23. 판문점에서 개최된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회회담은 대표회담 형식으로 하며, 각각 11명의 대표로 구성
-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
- 제1차 본회담은 예비접촉이 끝나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 개최
- 국회회담용 직통전화 연결(연결 시기는 추후 결정)
- 제2차 예비접촉을 9.25. 개최(장소는 추후 결정)

남북한 정상회담 관련 언론보도,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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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16-39 / 1 / 1~53(53p)

1. 1985.9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 미국 LA Times 등 해외언론이 남·북한 최고당국자 회담 가능성, 북한 측
고위인사 서울 방문 등에 대해 보도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해외공보관장 명의 논평에서 이러한 보도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 진전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발표함.
2. 1985.10.21. Asian Wall Street Journal지가 한국의 안기부장이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북한 고위층과
보도가 날조된 것이라고 답변토록 함.
3. 1986.6.1. 일본 교도통신 등 해외언론이 10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6.3. 외무부는 정부 당국자가 6.1. 동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음을 관련 재외공관에 통보함.

58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협의하였다고 보도한 데 대해, 외무부는 관련 재외공관에 지시하여 언론 등의 문의가 있을 경우 동

홍콩을 통한 남·북한 교역 현황,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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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39 / 2 / 1~33(33p)

주홍콩총영사관이 보고한 홍콩을 통한 남·북한 간접교역 동향임.
1. 1981.1~12월
한국 수출(북한 수입)

- 256,225달러
북한 수출(한국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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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32달러

2. 1982.1~12월
한국 수출

- 470,721달러
북한 수출

- 833,595달러

3. 1983.1~12월
한국 수출

- 87,000달러
북한 수출

- 951,000달러

4. 1984.1~6월
한국 수출

- 54,300달러
북한 수출

- 275,800달러

5. 1985.1~6월
한국 수출

- 483,100달러
북한 수출

- 46,200달러

대동구권 관계 개선,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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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39 / 4 / 1~63(63p)

1. 외무부는 1985.3월 대동구권 관계 개선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시행함.
대상 국가

- 교섭 대상국: 한국과 비정치 분야, 특히 통상 분야 교류 실적이 많고 접촉에 비교적 전향적인 국가
(헝가리, 유고 등)
- 지원 요청 대상국: 한국 및 동구권 국가와 관계가 긴밀한 국가(미국, 영국, 서독,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추진 방향

전달 요청 사항

- 직교역 실현 등 통상 관계 확대로 실질관계 증진
- 사절단 상호 방문 등 인사 교류 확대
- 88 올림픽 참가 권유

2. 외무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우방국을 통한 대동구권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한바,
1986년까지의 추진 사례는 다음과 같음.
핀란드를 통한 대소련 접촉

- 1981.11월 남덕우 국무총리가 핀란드 Koivisto 수상 앞 서한을 통하여 소련 측에 한국의 관계개선 제의를
전달하였으나 무반응
미국을 통한 대헝가리 접촉

- 1982.11월 미 국무부는 주헝가리 미국대사를 통해 헝가리 정부에 한국과의 공식 관계 수립을 위한
한·헝가리 직접 교섭을 제안하였으나 헝가리 측은 부정적 태도를 보임.
프랑스의 남북한 교차승인 중재

- 1981.12월~1983.3월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2차에 걸쳐 남·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여 남·북한
정상회담 중재 및 교차승인 주선을 추진했으나 북한 및 동구권 국가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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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권 국가와 고위인사 교류 계획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양국 인사 접촉 기회에 한국의 관심사항
전달 의뢰 및 그 반응 파악
- 상대방 반응을 평가, 필요시 창구공관을 이용한 직접 접촉

공산권 여행허가 - 베트남, 1986

| 86-052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39 / 5 / 1~16(16p)

1. 1986년도 공산권(베트남) 여행허가 신청 및 심사에 관한 내용임.
2. 1986년도 베트남 방문 허가 신청 사례는 다음과 같음.
국제기구(ESCAP)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

-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방문 허가 신청
국내 대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
588

- 친족 방문 목적으로 방문 허가 신청
국내 대기업 직원

- 대베트남 교역 목적으로 방문 허가 신청
국내 언론인

- 취재 목적으로 방문 허가 신청
인도네시아 거주 교포

- 이산가족 재회 목적으로 방문 허가 신청

베트남인 방한허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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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6-39 / 6 / 1~121(121p)

1. 1986년 베트남인에 대한 방한 허가 사례임.
Mr. Nguyen Van 등 베트남인 7인

- 농촌진흥청(잠업시험장) 등 방문
- UNDP/FAO 지원 사업
Mr. Nguyen Gnoc Nguan 등 베트남 교역단 4인

- 삼성전자 방문
- 수출입 상담
- 아시아 농과대학협회 연례 총회(서울대 농과대학 주최) 참석
Mr. Tran Van Thang 베트남 실업인

- 코오롱상사 방문
- 수출입 상담
Mrs. My Dung Thi Endsley 미국 거주 베트남인

- 미 군속 남편과의 동거
Mr. Ta Quang Chien 베트남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 외 1인

- 아시아 경기 대회 참관 및 OCA 총회 참석
Mr. Dal Sy Long 베트남 선급협회 부국장

-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사세미나 참석
Mr. Nguyen Thuong Hung 베트남 과학원 인사

- ESCAP 회의 참석
Mrs. Lac Thi Luton 베트남인 가정주부

- 친척 방문

2. 1986년 베트남인 방한 통계임.
목적상 분류

- 국제회의 참석: 8회 16인
- 취재: 1회 2인
- 상담: 2회 5인
- 기타(가족 동거): 1회 1인
직업상 분류

- 공무원: 14인
- 학자: 2인
- 상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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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Vo-Tong Xuan 베트남 칸토대학교 부총장

비동맹 및 기타 개도국 과학기술센터 정관 채택
동향, 1983-85

| 86-0525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39 / 7 / 1~109(109p)

비동맹국 전체회의는 1984.6.15. 뉴욕에서 비동맹 및 기타 개도국 과학기술센터 정관을 채택함.
1. 정관명
비동맹운동 및 기타 개도국 과학기술센터 정관(Statute of the 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Movement of Non-Aligned Countries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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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 설치 장소: 인도 뉴델리
3. 회원국
비동맹 전 회원국 가입 가능
타 개도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

4. 목적
비동맹국 및 개도국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비동맹의 경제협력을 위한 행동강령 및 과학기술협력
공동 전략에 따른 제반 활동을 촉진함.

5. 기능
비동맹 외상회의 및 정상회담 결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 정부 간
및 비정부 간 국제기구와의 적절한 협력을 행함.

6. 기구 및 예산
회원국이 지명한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이사회가 임명하는 센터 소장(Director)을 둠.
회원국의 기여금, 회원국 및 기타국 등의 자발적 기금 및 센터 활동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당함.

7. 공식 언어
아랍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8. 발효
30개국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함.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1 사전대책

| 86-0526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39 / 8 / 1~243(243p)

외교부가 작성한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1986.8.26.~9.7.)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대책(1986.2월 작성)
비동맹 정상회의 개관

- 준비회의: 1986.4.14.~19. 조정위 외상회의(인도 뉴델리)
정상회의 최종선언의 한반도 조항 문제

88 비동맹 외상회의 평양 유치 문제

- 원칙적으로 북한의 88 비동맹 외상회의 유치 노력에 대한 저지 교섭은 시행하지 않음.

2.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대책(1986.6월 작성)
정상회의 최종선언의 한반도 조항 문제

- 2월 작성 대책에 따라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의 한반도 조항을 최저 타협안으로 유지
- 7월 배포가 예상되는 정상회의 최종선언 초안의 내용에 따라 신축성 있는 교섭 전개
88 비동맹 외상회의 평양 유치 문제

- 2월 작성 대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평양 유치 저지 교섭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음.
- 최종 입장은 비동맹 제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하라레 정상회의에 임박하여 재검토

3.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대책(1986.8월 작성)
정상회의 최종선언의 한반도 조항 문제

- 짐바브웨가 작성한 초안은 뉴델리 정상회의(1983년) 한반도 조항과 동일한 내용
- 짐바브웨 초안을 최저 타협선으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수정 책동을 저지
88 비동맹 외상회의 평양 유치 문제

-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비동맹 내부 문제라는 점 및 88 올림픽의 순탄한 개최를 위한 고려에 입각, 적극적
저지 교섭은 불시행
북한의 88 올림픽 공동 주최 주장

- 짐바브웨 초안은 북한의 올림픽 공동주최 주장을 직접 언급치 않고 있으나 부속 문서에서 간접적 표현으로
반영
-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주장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중화를 위해 노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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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1983년)의 한반도 조항 유지를 목표로 설정
- 세부 전략은 제8차 정상회의 최종선언의 초안 배포 직후 동 내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수립, 대처

| 86-0527 |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8 실무교섭단 파견 I: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39 / 15 / 1~152(152p)

외무부는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1986.8.26.~9.7.)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에 실무교섭단을 파견하여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둠.
1. 아프리카 지역 실무교섭단 파견
파견 목적

-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및 뉴델리 비동맹조정위 외상회의(1986.4월) 대비
592

교섭단 구성

- 윤석헌 외무부 본부대사 외 1인
파견국

-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케냐  
파견 일정

- 카메룬(2.25.~27.)
- 중앙아프리카(2.27.~3.1.)
- 콩고민주공화국(3.3.~5.)
- 케냐(3.6.~8.)

2. 중남미 지역 실무교섭단 파견
파견 목적

-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대비
교섭단 구성

- 장선섭 미주국장 외 1인
파견국

-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파견 일정

- 멕시코(5.27.~29.)
- 파나마(5.29.~30.)
- 아르헨티나(6.1.~3.)

| 86-0528 |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9 실무교섭단 파견 II:
중동, 인도 및 아시아 지역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39 / 16 / 1~274(276p)

외무부는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1986.8.26.~9.7.)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중동 지역, 인도
및 아시아 지역에 실무교섭단을 파견하여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둠.
1. 중동지역 및 인도 실무교섭단 파견
파견 목적

-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및 뉴델리 비동맹조정위 외상회의(1986.4월) 대비
교섭단 구성
파견국

-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바레인, 인도
파견 일정

- 사우디아라비아(3.2.~4.)
- 요르단(3.4.~6.)
- 바레인(3.6.~8.)
- 인도(3.9.~12.)

2. 아시아 지역 실무교섭단 파견
파견 목적

- 제8차 비동맹정상회의 대비
교섭단 구성

-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외 1인
파견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견 일정

- 인도네시아(7.28.~30.)
- 말레이시아(7.30.~8.1.)
- 싱가포르(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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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복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외 1인

| 86-0529 |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10 특사 파견 I: 남미
및 카리브 지역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39 / 17 / 1~230(230p)

외무부는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1986.8.26.~9.7.)에 대비, 동 회의에서의 북한의 반한 책동 견제를
위한 비동맹국가의 지지 확보를 위하여 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함.
1. 남미 지역 대통령 특사 파견
특사단 구성

- 김만제 부총리 외 5인
594

파견국

-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견 일정

- 페루(7.27.~30.)
- 볼리비아(7.30.~8.1.)
- 에콰도르(8.2.~5.)
- 콜롬비아(8.5.~8.)

2. 카리브 지역 대통령 특사 파견
특사단 구성

- 이자헌 체신부장관 외 3인
파견국

-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도미니카공화국
파견 일정

- 자메이카(8.6.~9.)
- 바베이도스(8.9.~11.)
- 트리니다드토바고(8.11.~13.)
- 도미니카공화국(8.15.~18.)

3. 상기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둠.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확보
양국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88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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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11 특사 파견 II:
동부아프리카 지역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39 / 18 / 1~228(228p)

외무부는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1986.8.26.~9.7.)에 대비하여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함.
1. 파견 목적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북한의 반한 책동 견제를 위한 비동맹 국가의 지지 확보

2. 특사단 구성

3. 파견국
수단, 말라위, 레소토, 보츠와나

4. 파견 일정
수단(8.5.~6.)
말라위(8.9.~10.)
레소토(8.10.~12,)
보츠와나(8.13.~15.)

5. 파견 성과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확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제고
북한의 88 서울올림픽 방해 책동 저지 협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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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보사부장관 외 2인

| 86-0531 |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12 회의결과 및 후속
조치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0 / 1 / 1~236(236p)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1986.8.26.~9.7.) 결과 중 한국과 관련된 사항 및 외무부의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제8차 비동맹회의 결과(한국 관련 사항) 및 평가
한반도 조항
596

-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1983년)의 한반도 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짐바브웨 초안의 한반도 조항을 채택
- 북한은 다수의 한국 우방국의 한국 지지 입장이 확고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의 제기 시도는
포기
88 올림픽 문제

- 다수의 우방국 교섭에 따라 짐바브웨 초안 중‘평양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권고사항의 이행 촉구’
부분을 삭제(동 권고사항은 88 올림픽 공동주최 지지 내용 포함)
- 최종 문안은‘평양 체육장관회의 결과에 유의하며 제24회 올림픽에 관해서는 IOC 주관하의 차기 로잔
회담이 성공리에 종료되도록 비동맹 국가의 노력을 요청’
하는 내용으로 완화되어 채택
북한의 88 비동맹 외상회의 유치 문제

- 북한은 쿠바 등 30개국의 지지를 받았으나, 사우디 등 온건국가들이 극력 반대함에 따라 사이프러스를
88 비동맹 외상회의 장소로 선정
회의 결과 평가

- 한국은 비동맹회의 비회원국으로서의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북한의 반한 책동을 봉쇄함으로써 외교적
성과 거양
- 북한은 짐바브웨와의 특수 관계, 쿠바 등 국가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88 올림픽 공동주최 지지 획득,
88 비동맹 외상회의 유치 등의 목표 달성에 실패
- 금번 한국의 외교적 성과는 제3세계를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신장된 지위를 실증하고 한국의
합리적, 현실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됨.

2. 외무부의 후속 조치
지지 국가에 대한 사의 표명

-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의 각종 회의 시 한국 입장을 지지해 준 국가 및 참석자에 대해 재외공관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달
구체적 토의 내용 파악

- 제8차 비동맹회의 참석자들을 통해 한국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 토의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대비동맹
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

| 86-0532 |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13 감사서한 및 서훈
수여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0 / 2 / 1~178(180p)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1986.8.26.~9.7.)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외국 고위 인사에 대한
감사 서한 전달 및 서훈에 관한 내용임.
1. 대통령 명의 친서 전달(1986.10월)
대상 국가

- 인도, 방글라데시, 라이베리아, 가봉,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친서 요지

2. 외무부장관 명의 감사서한 전달(1986.10월)
대상 국가

- 말레이시아, 부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감비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카메룬, 이집트
감사서한 요지

-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명함.
- 특히, 귀국 대표단이 불합리한 북한의 서울 올림픽 공동주최 주장을 배격함으로써 올림픽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주목함.
- 서울 올림픽이 전 인류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인내와 성의로써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

3. 훈장 수여(1986.11.27.)
대상자

- Jorge Luis Ordonez 콜롬비아 외무성 경제차관보
훈격

- 수교훈장 숭례장
서훈 사유

-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및 한국 입장 관철에 주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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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명함.
- 특히, 북한의 서울 올림픽 공동주최 주장을 배격함으로써 올림픽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함.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인내와 성의로써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
- 앞으로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확신함.

비동맹 정상회의, 제8차. Harare(짐바브웨)
1986.8.26.-9.7. 전14권, V.14 각국대표 연설문

| 86-053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0 / 3 / 1~119(119p)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1986.8.26.~9.7.)에서 각국 대표들이 행한 연설문들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음.
1. 북한 수석대표(박성철 부주석) 연설 요지
비동맹운동은 핵전쟁 예방과 핵무기 제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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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 경쟁을 끝내고 군축, 특히 핵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투쟁 전개
- 제국주의자들의 군사 블록화 및 군사기지 건설 정책에 저항하는 투쟁 전개
- 반전 및 반핵 평화운동 출범
비동맹 국가들은 제국주의 및 인종주의를 종식하고 민족해방을 성취하기 위한 왕성한 투쟁을
전개해야 함.
비동맹 및 개발도상국들은 남남협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수행해야 함.
비동맹 국가들은 비동맹운동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비동맹운동의 원칙과 이상에 충실
해야 함.

-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이 비동맹운동의 근본적인 이상
-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및 미국 간 3자회담 개최와 남·북한 간 정상회담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미국과 남한은 최근 북한의 남·북한 및 미국 군사당국 간 회담 등 평화 제안을 거부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추진 등 미국의‘2개의 한국 정책’
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
- 북한은 조국의 영구적 분단 방지와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24회 올림픽 공동주최를 제의

2. 우간다 수석대표(대통령)의 연설 중 한반도 관련 부분
우간다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민의 자연스러운 열망을 항상 지지함.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끔찍한 고통은 외세의 개입이나 압력 없이 조속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통해 치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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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 조정위원회 외무장관회의. New Delhi
(인도) 1986.4.14.-19. 전4권, V.1 지시전문 및
경과보고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0 / 4 / 1~273(274p)

1. 비동맹 조정위원회 제5차 경제협력행동계획(Action Programme for Economic Co-operation) 회의
일시 및 장소: 1986.4.7.~11. 인도 뉴델리 개최
하바나 비동맹 스포츠 조정위원회(1986.3.11.~13.)에서 채택된 88 올림픽 공동개최 지지 보고서에
관해 다수 우방국들이 강력히 반대한 데 대해, 쿠바 등 북한 지지 국가들은 동 보고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의장국(인도)은 막후 절충을 통해 동 보고서 내용을 추후 평양 개최 예정인 제2차 비동맹 체육교육
및 스포츠 분야 각료급 회의에서 재토의하기로 하고 이를 반려함으로써 뉴델리 비동맹 외상회의
저지됨.

2.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일시 및 장소: 1986.4.14.~19. 인도 뉴델리 개최
동 회의는 의장국(인도)이 작성한 한반도 조항 초안을 무수정 채택함.
동 초안은 뉴델리 정상회의(1983년) 한반도 조항과 동일한 내용이며, 한국 측은 뉴델리 한반도
조항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타협안으로 정착시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과도한 외교적 경쟁을
지양하고 북한의 강경한 반한 조항 채택 책동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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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4.14.~19.)에서 88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한 비동맹의 지지를 얻고자 한 북한의 책동은 일단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무장관회의. New Delhi
(인도) 1986.4.14.-19. 전4권, V.2 국별 지지교섭

| 86-053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0 / 5 / 1~240(240p)

1986.4월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관련 비동맹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국별 지지
교섭 내용임.
1. 주요 지지 교섭 대상 비동맹 국가
아주 지역

- 인도 등 8개국
600

중남미 지역

- 아르헨티나 등 10개국
중동 지역

-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
아프리카 지역

- 라이베리아 등 14개국

2. 주요 지지 교섭 내용
한반도 조항 채택 문제

- 기본적으로 비동맹회의에서의 한반도 문제 계속 토의와 한반도 조항의 최종 선언 포함에 반대하나
한반도 문제 토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비동맹이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한다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함.
- 의장국(인도) 초안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나 비동맹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되기를 희망하며, 최근 비동맹회의에서 인도 초안과 같은 내용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인도 초안을 수락할 용의가 있음.
88 올림픽 공동 개최 문제

- 북한이 비동맹 관련 회의에서 88 올림픽 공동개최 제의에 대한 지지 확보를 기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 주장은 부당함.
- 올림픽 개최지 결정 문제는 전적으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소관사항이며 비동맹이 사후에 IOC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IOC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IOC와의 대립을 초래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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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 조정위원회 외무장관회의. New Delhi
(인도) 1986.4.14.-19. 전4권, V.3 대책자료 및
각국 대표단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0 / 6 / 1~137(137p)

비동맹 조정회의 외상회의 관련 대책 자료, 결과 보고 및 각국 대표단 명단이 수록되어 있음.
1. 88 올림픽에 대한 한국 입장(북한 주장에 대한 반박 요지) 자료
올림픽 공동주최 문제

- 북한이 주장하는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주최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시간상 및 실제 기술상 실현 불가능한 제안임.
88 올림픽 북한 참가 권유

남·북한 단일팀 구성 문제

- 남·북한 단일팀 구성은 한국 측이 이미 여러 번 제의한 일관된 주장이며, 88 올림픽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모든 국제 체육경기 참가 시 해당되는 문제임.

2. 북한의 88 올림픽 공동개최 제의 토의 결과 보고
비동맹 스포츠 분야 조정위(뉴델리, 1986.4.7.~11.) 토의 결과

- 88 올림픽 공동개최 지지 조항에 대한 다수 한국 우방국의 강력한 반대와 동 조항이 하바나 비동맹
스포츠 조정위(1986.3.11.~13.)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를 수정할 수 없다는 쿠바 등의 주장이 대립
- 의장국(인도)의 막후 절충으로 동 내용을 추후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비동맹 체육교육 및 스포츠
분야 각료회의에서 재토의하기로 하고 이를 반려
결과에 대한 평가

- 88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비동맹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책동을 일단 저지
- 북한은 당초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나 추후 평양 개최 예정인 비동맹 체육교육 및 스포츠 분야
각료회의에서 동 문제를 재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1986.8.26.~9.7.) 대책

-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88 올림픽 공동개최 지지 결의안 채택 저지를 목표로 비동맹 제국에 대한 교섭
강화
- IOC 결정사항인 88 올림픽 문제에 대한 비동맹의 사후 논의는 부당함을 들어 비동맹 제국의 올림픽 관계
기관에 대한 교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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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인류 평화의 대제전인 88 올림픽에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참가하기를 희망하며
또한 이를 열렬히 환영할 것임.

3. 한반도 문제 토의 결과 보고
한반도 조항 채택

-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1983년)의 한반도 조항을 기초로 의장국(인도)이 작성한 초안을 논의 없이 채택
결과에 대한 평가

-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 한반도 조항을 비동맹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타협안으로 정착
-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과도한 외교적 경쟁을 지양하고 북한에 의한 강경 반한 책동을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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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동맹 조정회의 외상회의 참석 각국 대표단
비동맹 국가에 주재하는 26여개 재외공관이 보고한 각국 대표단 명단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무장관회의. New Delhi
(인도) 1986.4.14.-19. 전4권, V.4 회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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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0 / 7 / 1~320(320p)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1986.4.14.~19.) 관련 문서(영문)가 수록
되어 있음.
1. 비동맹 체육교육 및 스포츠 분야 조정국 회의(하바나, 1986.3.11.~13.) 문서
2.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정치 및 경제 선언문(198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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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기간 중 쿠바가 배포한 올림픽 관련 자료
5.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시 말레이시아 대표 연설문
6.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시 북한 대표 연설문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3.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결의안 초안(1986.4.2.)

제2차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평양, 1986.7.5.-8.
전4권, V.1 지시전문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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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40 / 8 / 1~235(236p)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평양 개최(1986.7.5.~8.)와 관련하여 외무부가 비동맹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지시, 동 회의 최종 보고서 및 경과 보고, 동 회의 대책 자료 등임.
1. 외무부의 비동맹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지시
각 비동맹 회원국의 참석 여부 및 동 회의 참석하는 입장 탐문
88 올림픽 공동 개최 주장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 설명 및 평양 회의에서 88 올림픽 관련 결의안 채택 저지
604

교섭
평양 회의에 가급적 소수의 국가만 참석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보나, 불참 교섭은 하지 않고 참석 결정한
우방 비동맹국에 한국 입장 지지 교섭 전개 방침임을 유의

- 과거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지지 국가의 대부분이 불참 예상
- 인도네시아, 인도, 수단, 나이지리아, 튀니지가 한국 입장 지지 약속
88 올림픽 문제 처리 경과, 88 올림픽 관련 결정 내용, 각국 대표단 발언 요지 파악

2.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최종 보고서 및 경과 등 재외공관 보고
제2차 비동맹 체육장관회의가 52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1986.7.5.~8. 평양에서 개최됨.

- 비동맹 회원국 110개국 중 친북 좌경국을 중심으로 52개국 참가
동 회의는 북한이 작성한 73개 조항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함.

- 올림픽 관련 조항에서 88 올림픽의 서울·평양 공동 주최 제안 지지
회의 경과

- 소수 친북 세력과 온건 그룹 간의 의견 대립으로 전원 합의가 없는 가운데 최종 보고서 채택
- 소수 친북 세력(쿠바, 토고, 마다가스카르)이 88 올림픽 공동주최안 채택을 주장한 반면, 다수의
참석국(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유고, 탄자니아, 세네갈, 튀니지, 이집트, 네팔)은 올림픽 문제는
IOC 소관 사항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국 입장을 옹호
평양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최종 보고서(영문), 주유엔 북한대표부 프레스 릴리스 등 자료

3. 회의 대책 자료 등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대책, 평양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대책(1986.6월)
평양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결과 보고(1986.7월), 평양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관련 북한 책동에
대한 조치 계획(1986.7월)

| 86-0539 |

제2차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평양, 1986.7.5.-8.
전4권, V.2 국별 지지교섭 I: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40 / 9 / 1~117(117p)

1986.7월 평양 비동맹 체육장관회의와 관련하여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비동맹 회원국 주재
공관이 국별 지지 교섭 결과 등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비동맹 회원국별 회의 참석 여부(1986.4~7월)
중동지역 공관이 주재국 관계 인사를 접촉하여 확인한 동 회의 초청장 접수, 회의 참석 여부 등에
관한 보고

- 바레인, 모로코, 오만, 이라크, 쿠웨이트 등 불참
카메룬 등 불참 보고

2. 회의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 88 올림픽 관련 한국 입장 지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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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지역 공관이 주재국 관계 인사와 면담, 가봉, 말라위, 중앙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제2차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평양, 1986.7.5.-8.
전4권, V.3 국별 지지교섭 II: 미주 및 아시아 지역

| 86-054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40 / 10 / 1~140(140p)

1986.7월 평양 비동맹 체육장관회의와 관련하여 미주 및 아시아 지역 비동맹 회원국 주재
공관이 국별 지지 교섭 결과 등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비동맹 회원국별 회의 참석 여부
주유엔대표부 포함 미주지역 공관이 주재국 관계관을 접촉하여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606

수리남 등이 불참한다고 각각 보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불참 보고

2. 회의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 88 올림픽 관련 한국 입장 지지 여부 등

제2차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평양, 1986.7.5.-8.
전4권, V.4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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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홍보문화과

MF번호

2016-40 / 11 / 1~206(206p)

1986.7월 평양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관련 자료임.
1. 제2차 비동맹 체육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최종 보고(평양 방송 청취록, 1986.7월)
2. 비동맹 체육장관회의(영문, 1986.7월 주나이지리아대사관 보고), 비동맹 체육장관회의 최종 보고서
(인도네시아 대표단 작성, 1986.8월)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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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 기타 회의, 1986

| 86-054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0 / 12 / 1~229(230p)

1986년 개최된 각종 비동맹회의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1. 비동맹 공보관계 정부 간 위원회
시기: 1986.1.9.~13.
장소: 세네갈 다카
회의 내용
608

- 정보·통신 분야에서 비동맹국 간 협력 증진
- 비동맹국들의 정보·통신 분야 발전 상황 검토

2. 비동맹 조정위원회
시기: 1986.2.6.
장소: 미국 뉴욕(유엔)
회의 내용

- 리비아 정세
- 이스라엘군의 리비아 항공기 납치사건

3. 비동맹 통신사연합 전체회의
시기: 1986.3.20.~22.
장소: 쿠바 하바나
회의 내용

- 비동맹 통신 보도 분야 협력 강화

4. 비동맹 조정위원회
시기: 1986.6.11.
장소: 미국 뉴욕(유엔)
회의 내용

- 비동맹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상설 각료위원회 설치 문제

5. 비동맹 농업·식량 조정국회의
시기: 1986.7.28.~31.
장소: 모로코 라바트
회의 내용

- 비동맹국의 식량 자급자족 문제

6. 비동맹그룹 주최 제1차 외채에 관한 협의회

-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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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986.11.12.~14.
장소: 페루 리마
회의 내용

일본의 방위문제, 1986

| 86-054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41 / 2 / 1~183(183p)

1. 극동 유사 문제(일본 이외 극동에서의 사태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미 간
공동 대처방안 검토 등) 관련 1986년 주일본대사관의 주요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요코다 외무성 안보과장 대리는 1.30. 제18차 일·미 안보협의회(1982.1.18.)에서 일·미 안보협력지침
(Guidelines)에 따라 극동 유사 연구에 정식 착수하기로 합의한 후 1982.1.21. 일·미 공동연구회
최초 회의에서 일·미 안보조약과 일본 법령 틀 내에서 연구를 시작했으며 동 연구는 일본의
헌법상 제약과 비핵 3원칙 등은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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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연구의 내용으로 한반도 등에서의 무력 분쟁을 상정하여 미군의 자위대 기지 사용, 미군의 이동 및
물자 수송 시 일본 민간항공, 항만, 철도 등 수송기관을 사용하는 후방지원 편의 제공에 대한 일본의
협력 문제 등을 열거
가토 방위청장관은 1986.2.6. 중원 예산위에서 공명당 서기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위대의
행동 범위에 관하여 어디까지나 전수방위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전제하고, 자위대가 행동 가능한
경우로서 Sealane 유사의 경우 일본을 지원하는 미국함이 공격받고 있는 때에는 일본 시정하에 있는
영역으로 간주, 자위대는 미국함을 호위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

2. 주일대사는 1986.8.11. 구리하라 주재국 방위청 장관이 일본의 방위는 미·일 안보조약 중심으로
전수방위에 철저할 수밖에 없으며, 방위비의 GNT 1% 초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과 폭이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대국화 운운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고함.

FY 86-87 미국의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
(대외원조법),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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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6-41 / 4 / 1~177(177p)

1985년 주미국대사관이 보고한 주재국 의회의 대외원조 수권법안 FY86(86 회계연도) 심의
경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5.15. 상원 본회의는 약 128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 수권법안 통과
7.11. 하원 본회의는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

- 대외군사판매(FMS) 차관 규모는 52억2,838만4천 달러로 삭감
상·하 양원 협의회는 7.26. 원조 총액 127억 달러에 잠정 합의

상·하 양원 본회의는 8.1. 동 수권법안을 통과,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행정부로 이송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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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관련이 있는 FMS 상환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FMS 총액은 53.71억 달러로서 이 중
약 41.2억 달러는 이스라엘, 이집트 등에 이미 지정되어 있고 잔여 약 12.5억 달러가 한국을 포함한 20여
국에 할당
- 동 수권법안은 지출 가능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대한국 FMS는 대외원조지출법안 및 행정부
배정 작업에 의해 좌우

미국의 국방예산 보고, 1986

| 86-054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6-41 / 5 / 1~22(22p)

1. 미국 국방부 및 합참이 1986.2.5. 의회에 각각 제출한 87 회계연도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방부 보고서(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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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상 소련·중국(구 중공) 간 군사력 균형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
- 미국의 대한국 방위 결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으로 한반도에서 평화 유지
- 북한은 군사력의 2/3를 전진 배치
- 한국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 국군 전력 증강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속적 방위 노력 긴요
- 동북아 지역은 4강의 이해 교차 지역으로서 평화, 안정 유지가 긴요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시 강대국의 정치적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며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등 한미 양국 간 공동
노력에 의해 지난 30년 이상 북한 침공 억지
- 한국 지상군 및 공군의 합동작전 능력 개선 지원 등 한미 연합방위 노력 경주
합참 보고서(Military Posture)

- 북한은 소련의 지원(최신 전투기 제공 등)하에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기 도래 시 한반도 무력
통일을 위한 준비 계속
- 한국군은 자체 방위 증강 노력을 계속 중이며 작전, 전쟁 예비물자 확보 면에서 미국에 의존
- 미국은 지상군 1개 사단 배치, 연례 합동훈련 실시 등을 통해 대한국 방위 지원 중이며 한국은 주한
미군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제공 노력 경주

2. 본 문건에는 상기 보고서 한국 관련 text 및 국내외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FY 87 미국의 대외원조법,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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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6-41 / 6 / 1~102(102p)

1. 주미국대사관이 보고한 1986년 미국의 FY87 대외원조 부분에 관한 상하원 관련 위원회 청문회 시
슐츠 국무장관 및 와인버거 국방장관 등이 증언한 한국 관계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6.2.19. 상원 예산위 청문회 시 슐츠 국무장관 증언 요지

- 한국의 안보가 전례 없이 미국에 중대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3년간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
및 주둔이 한국의 안보에 긴요
-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계속 최대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상호 안보 및 교역 문제와 관련
협력하면서 시장개방 문제 협의
- 북한과 베트남이 동아·태지역의 안보를 계속 위협
- 미국의 대한국 FMS는 양국 필요성에 의해 제공되고 시장 금리를 적용
- FY86 대한국 FMS의 30% 이상 삭감은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
1986.3.12. 하원 세출위 해외활동 소위원회 시 Monjo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등 증언 요지

- Monjo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은 매년 군사판매 차관의 3~4배를 미국산 군수품 구입에 지출하고 있으며
충분한 군사판매 차관 제공에 의한 한국의 강력한 방위력 유지가 미국 국익에 합치된다고 언급
- Kelly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안보는 30년 이래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군사판매 차관 요청액은 한국 방위비 총액의 5%에 불과하다고 언급

2. 미국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 및 인권소위가 1986.4.16. 개최한 한국 관계 합동청문회 회의록(1986.9.5. 발간)
부록에 포함된 Solarz 소위원장의 서면 질의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음.
(88 올림픽 관련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간첩 또는 제3자를 이용한 테러 행위를 통해
올림픽 장소 변경을 꾀할 가능성은 높으나 여사한 도발이 남북대화의 영원한 중단 및 대미 접촉
기회를 배제한다는 사실을 북한은 인식하고 있으므로 도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
(미군사령관의 한국군 작전통제권 존속 이유에 대해) 한국 측은 현행 제도의 변경을 원치 않고
있으며 광주사태 시 파견된 특전사 부대는 한미연합사의 통제에 있지 않은 군대

3. 본 문건에는 상기 와인버거 국방장관 증언, Monjo 수석부차관보의 증언 text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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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2.19. 하원 외무위 청문회 시 와인버거 국방장관 증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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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신뢰·안보 구축조치 및 군축회의 [구주
군축회의], Stockholm, 1984.1.18-86.9.2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41 / 13 / 1~302(302p)

1. 구 주 안 보 협 력 회 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구 주 군 축 회 의
(Conference on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and Disarmament in Europe)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구주군축회의 준비회의

614

- 1983.9월 마드리드 CSCE 회의 결정에 따라 1984.1.17.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구주군축회의의 준비회의를
1983.10.25.~11.11. 헬싱키에서 개최
- 동 준비회의(비공개)에는 미국, 소련을 포함 구주 35개국 대사급 대표들이 참가, 동 군축회의 일정 및
절차 등 협의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4.1.16. 스톡홀름 구주군축회의 계기 미·소 외상회담을 앞두고 대소련
관계 연설

- 70년대 미국이 국방을 등한시하는 동안 소련은 미국의 2배나 되는 군사비 지출
- 소련에 대해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위협과 무력사용 감소, 군축 모색, 상호 협력과 이해를 통한 양국
실무관계 증진 제의
- 미국은 핵무기 감축은 물론 위험한 오산을 방지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주요 군사훈련 사전 통보 등)을
제의한 바 있으며 여사한 쌍무 협의가 스톡홀름에서 확대될 것을 기대 등
구주군축회의

- 1984.1.17.~3.16.(1차 회의), 5월(2차 회의), 9월(3차 회의), 11월(4차 회의), 1985.1월(5차 회의) 스톡홀름에서
각각 개최
- 동 회의는 특히 소련의 SS-20 미사일 위협에 대응키 위한 NATO 결정에 따른 미국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강행과 이를 구실로 소련의 모든 군축회담 중단 사태로 고조된 긴장으로 대화 재개를 지지하는 일부
동구권과 구주 제국의 열망이 고조된 가운데 개최
- 1.17. 개막회의 기조연설에서 슐츠 미국 국무장관은 우발전쟁 방지 및 동서 긴장완화를 위한 6개 안
(양 진영의 군사조직 및 위치 정보교환, 기동훈련 연례·사전 통보 및 옵서버 초청, 합의사항 준수
감시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1.18. 기조연설에서 구주 배치 중거리 핵미사일
철수 이전 군축회담 복귀 가능성을 부인하고 핵 동결과 우주 공간의 비군사화 조약 체결 제안 재강조
- 1.17.부터 약 7개월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1985.5.24.부터 6차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
- 1월 서방 측은 군사훈련 사전 통보 등 군사적 신뢰조성 조치 제안, 동구 측은 무력 불행사, 핵 선제불사용
등 정치적 신뢰조성 조치 제안

2. 주미대사관은 1984.1.19. 주재국 언론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미·소 외상회담(1.18.)이 소련대사관
내에서 5시간에 걸쳐 개최되어 양국 관계 전반, 군축 문제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되었으나 구체적
합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고 보고함.
3. 본 문건에는 동 군축회의에 관한 주스웨덴대사관, 주독일대사관 등 관련 공관의 보고 전문, 참고 및
분석 자료, 상기 군축회의 제1~4차 회의 결과 자료(영문), CSCE 참가 9개 비동맹 및 중립국(스위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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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유고, 스웨덴 등) 외상회의(1985.4.29.~30. 스톡홀름) 결과 communique 등도 수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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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신뢰·안보 구축조치 및 군축회의 [구주
군축회의], Stockholm, 1984.1.18-86.9.2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41 / 14 / 1~136(136p)

1. 1984.1.17.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대소련 연설을 분석한 1.18. 작성 외무부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연설 요지

- 소련에 대해 평화적 경쟁과 건설적 협력을 촉구하면서 현실, 힘, 대화의 3개 요소에 바탕을 둔 미국의
대소련 입장 천명
- (대소 3개 항의 포괄적 제의)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 무력사용 및 무력위협 감소 방안 모색, 핵무기를
포함한 막대한 양의 무기 감축 방안 모색,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선린관계 유지
616

연설의 특징

-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비난했던 과거의 대소련 연설과는 달리 부드러운 어조 사용
- 미·소 정상회담 등 새로운 구체 제의는 없었으나 중단 상태인 전략핵감축회담, 중거리핵감축회담,
구주상호감군회담의 재개 촉구
평가

- 현실과 힘을 기초로 한 미국의 대소 외교기조 재천명
- 소련에 대한 타협의 자세를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대소 긴장완화 분위기 조성
- 대소 강경 입장 비난 인사 및 군비 증강 우려 유권자를 의식, 1984년도 대통령 선거전에서 유리한 입장
확보
- 스톡홀름 구주군축회의 계기 1.18. 개최되는 미·소 외상회담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대소 타협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동 외상회담에서 미측 입장 강화
- 미·소 관계 경직화에 따른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는 서구, 일본 등 우방 동맹국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소 관계에서 동맹국 간 공동보조 모색

2. 본 문건에는 1984.1.17. 스톡홀름에서 개시된 구주군축회의 관련 1.19. 주스웨덴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동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음.
동 회의 참가 35개국 및 외상 명단
스웨덴 수상, 미국 국무장관, 소련 외상 등 주요국 연설문(영문)

뉴질란드의 미국 핵군함 기항거부에 따른
ANZUS 동맹체제균열,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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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안보과

MF번호

2016-41 / 15 / 1~209(209p)

1. 뉴질랜드 Lange 수상(노동당)의 1985.2월 핵추진 또는 핵무기 적재함의 뉴질랜드 기항금지 발표에
따른 반핵정책 입법화 과정과 관련한 ANZUS 동맹 내 동향임.
1986.6.27.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주최 회의에 참석한 슐츠 미국 국무장관은 Lange 수상과의
회담 후 뉴질랜드의 핵함 기항금지 정책은 ANZUS 조약의 근본 요소를 철회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공약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ANZUS 조약 자체를 변경할 생각은 없고
뉴질랜드의 불참하에 동 조약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

8.11.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NZUS 각료회의 공동성명에서 미국, 호주 양국은 뉴질랜드의
강경 정책(반핵정책)은 남태평양의 개별적, 집단적 방위능력을 저해하는 것이며, 미국은 적절한
정책 변경 시까지 조약상의 대뉴질랜드 방위 의무를 중단하며 호주는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에
반대함을 천명

- 미국 및 호주는 양국의 조약상 상호관계 및 권리·의무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
영국 외무성 대변인은 1986.8.12. 영국은 Lange 정부의 국방정책이 지속되는 한 영국 군함의
뉴질랜드 기항 및 뉴질랜드 해역 내 공동 군사훈련을 중지할 것임을 발표
뉴질랜드 의회 외교국방위는 10.16. 반핵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제출

2. 본 문건에는 상기 ANZUS 동향과 관련한 주뉴질랜드대사관 등 관련 공관의 보고 전문, 국내외 언론기사,
ANZUS 동맹에 대한 뉴질랜드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고한 뉴질랜드 국방조사위원회 보고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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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e 수상은 미국의 대뉴질랜드 안보 공약 철회는 단기적으로 뉴질랜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나
곧 잊힐 것이며 미국은 ANZUS 조약상에 안전보장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
- 헤이든 호주 외상은 Lange 수상과의 회담 후 호주는 미국과의 쌍무 관계를 계속할 것이며 뉴질랜드와도
쌍무 관계를 계속할 것이므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하고 8월 샌프란시스코 ANZUS 회의에서
미국과의 양국 관계 유지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

소련의 전아시아 협의회(All Asia Forum) 개최
제의,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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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6-42 / 1 / 1~107(109p)

1. 소련의 전 아시아 안보회의(All Asian Forum) 제안에 관한 1985.5.28. 외무부 동구과 작성 검토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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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5.5.21. 소련을 방문한 라지브 간디 인도 수상을 위한 만찬 석상에서
헬싱키 구주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모델로 한 동 안보회의
제안
- 동 제안은 브레즈네프 전 서기장이 1969년 제안한 아시아 집단안보 체제 구상과 유사
- 동 집단안보 제안은 무력 불행사, 주권 존중 및 영토 불가침, 내정 불간섭 등 브레즈네프 4원칙 및 코시긴
10원칙하 아시아에서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
주요국 반응

- 중국(구 중공) 신화사 통신은 동 제안이 아시아 집단안보 제의와 유사하다고 논평(중국은 동 집단안보
구상에 부정적 반응)
- 일본 아베 외상은 미국의 회의 참가, 북방 4개 도서 협의 등의 조건부로 검토 용의 표명
- 인도네시아 목타르 외상은 아시아 문제는 관계국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동 제안 거부
한국 입장 검토

- 이론적 면에서는 한국의 6.23선언과 남북 불가침협정 제의 등은 소련이 내세우는 원칙과 상치되지
않으나 소련이 제안한 집단안보론에의 접근은 기본 구상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증대해 보려는 선전적 성격이 농후하므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 안보협력을 주축으로
남북한 긴장완화와 남북대화가 선결 문제라는 입장 견지

2. 소련 정부는 1986.4.23. 타스 통신을 통한 성명에서 미·일의 일부 정치세력이 아태지역을 지역그룹화,
군사블록화하고 있으며 태평양공동체 구상은 군사집단화 구축을 가장키 위한 협력의 장막이라고
비난하고 동 지역 모든 관계국들의 통상·경제·과학 및 문화 협력을 위한 아시아 공동회의 개최를
제안함.
일본 외무성은 4.28. 주일본대사관에 동 공동회의 제안은 1985년 제안(전 아시아 안보회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외무성 구아국장이 일본 주재 소련대사에게 태평양공동체는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언급
미국 국무부는 4.29. 주미국대사관에 소련의 여사한 제의가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지역 방문 시기에
앞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선전적인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하고 대부분 과거 제의 내용과
유사하나 경제, 과학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 주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참여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운영, 1985-86

| 86-055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6-42 / 2 / 1~73(74p)

외무부는 1986.5.20. 미8군 한미 문화교류협회(KASA)가 5.12. 중앙일보 및 일간스포츠에
미8군 영내에서 영어 교습을 실시할 것임을 광고하고 동 KASA 회원에 대해서는 미8군 영내 각종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과 관련, 법무부 등에 조사, 의법 조치를 요청함.
주한미군 측은 5.14. 동 광고가 허위라는 성명 발표
법무부는 5.24. 동 협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임을 외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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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임대보증주택(RGH) 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문제, 1984-85

| 86-0552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6-42 / 7 / 1~102(103p)

1. (주)삼풍건설은 1970년 주한미군과 장기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974년 이래 370세대분의 주택을
주한미군에 임대해 왔으나 주택 건립 시 도입한 상업차관의 이율 인상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당초
임대료로는 동 주택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함.
1975.9.4. 제106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임대
보증주택(RGH)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손보조금 지급 원칙에 합의함.
620

2. 한·미 간 합의한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1976~83년간 결손보조금 총 37억 원을 보조하였으며,
1981.8월 RGH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용산의 미군 기지에 대한주택공사가 대체 주택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3. 한국 정부는 1985.11월 삼풍건설(주)의 RGH 운영에 따른 1984.1월~1985.7월 기간 중 결손보조금
575백만 원을 주한미군 측에 지불함.
1985.7월 완료 예정이던 대체 주택 건설이 다소 지연되어 12월 이전 완료될 예정이나, 삼풍건설(주)
측은 8월 이후의 RGH 운영에 따른 결손보조금은 청구치 않기로 약속함.

주한미군 전용 주택 건설문제, 1983-85

| 86-0553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6-42 / 8 / 1~191(192p)

1. 주한미군 임대주택 신축 문제
1982.7월 신규 미군 임대주택 건설 방침 확정

- 삼풍건설(주)의 미군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1974년 이래)이 계속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체 신규 주택
대안 모색
- 대한주택공사가 신축 후 미군 측에 상업적 차원에서 임대
1982.11월 미군 측이 신규주택 건설 방침 제시

1983.6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계획 시안 미군 측에 제시

- 서울 지역: 총 319호 건설
- 대구 지역: 총 72호 건설
1983.12월 미군과 대한주택공사 간에 주택 건설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1984.5월 미군과 대한주택공사 간에 기본협정에 대한 보충협정 체결

2. 미군 측의 주한미군용 추가 주택 건설 협조 요청
1984.3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인 John L. Pickitt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동 위원회 한국 측 대표인 박건우 외무부 미주국장 앞 서한을 통해 주한미군 전용주택
건설 및 임대 요청

- 주한미군의 사기 유지, 한국 내 장기 근무 등을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미군 측에 임대
- 오산 지역 210호, 서울 지역 550호, 대구 지역 100호, 부산 지역 25호 건설 요청
- 동 주택건설을 위한 대한주택공사의 토지 취득, 건설자금 조달 등에 있어서 외무부의 협조 요청
외무부는 미국 측의 주택건설 요청이 기본적으로 SOFA 사항이 아니며, 주한미군과 대한주택공사
간에 상업적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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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300호, 대구 지역 72호 주택과 부대시설 건설
- 건물 부지는 미군이 용산 미군기지 내 헬기장 등을 제공
- 미군 측은 헬기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제공을 한국 측에 요청

용산 주한미군 영내 유동병력 숙박시설 건립
문제, 1985-86

| 86-055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6-42 / 9 / 1~308(309p)

1. 1985.9월 주한미군이 유동병력 수용시설로 용산 미군 기지 내에 14층 규모의 호텔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한국의 관계 기관은 주변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상 문제점, 탈세 영업 가능성, 장기
도시계획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미국 측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함.
2. 주한미군 측은 동 시설이 유동병력 수용 등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력을 향상시키는 데 긴요한 시설임을
강조하고, 당초 건립 계획을 축소, 변경하면서 동 시설 건립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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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측은 1986.10월 건립계획 변경 내용을 한국 측에 설명

- 규모: 8~9층, 객실 276개
- 소요 예산: 3천만 달러
- 건립 시기: 87년 착공, 88년 완공

3. 한국 측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일정한 조건하에 동 시설 건립을 허용키로 하고 1986.11월 미측에
서한으로 통보함.

한국의 필리핀 참전용사회(PEFTOK) 장학금
지원, 1985-86

| 86-055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42 / 14 / 1~51(51p)

1. 1986.5월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필리핀 방문 시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회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필리핀 외무성을 경유하여 참전용사회에 전달함.
참전용사회는 참전용사회 회장, 부회장 및 주필리핀대사관 무관으로 장학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기금을 주필리핀 외환은행 지점에 예치하여 이자 발생분으로 장학금 지불
동

2. 1986.6월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회는 한국 측의 장학기금 지원에 대해 감사 결의안을 채택, 송부함.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결의안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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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회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지원에 대해 한국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결의안 송부
장학기금 지원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한 데 대해 한국 외무부

Quzai Jalaluddin AHMAD 방글라데시 국방차관
겸 국회 사무처장 방한, 1986.11.17-21

| 86-055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42 / 17 / 1~83(83p)

1. 방한 경위
Q.J Ahmad는 1986.6월 방글라데시 문교차관 자격으로 초청되었으나, 인사 이동으로 국방차관 및
국회 사무처장으로 전임됨에 따라 국방차관 및 국회 사무처장 자격으로 재초청

2.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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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1.17.~21. 방한
국방부차관 예방 및 오찬, 잠실운동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주한 방글라데시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11.18.)
외무부차관 예방, 국회 사무총장 예방 및 오찬, 판문점 방문(11.19.)
수원 삼성전자 방문, 용인 민속촌 방문(11.20.)

Fernandez Castro, Sergio 코스타리카 정보
안전국장 방한, 1986.8.20-25

| 86-055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6-42 / 18 / 1~94(94p)

1. 방한 경위
1986.7월 주코스타리카대사 면담 시 F. Castro 주재국 정보안전국장은 자신의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1986.8.12.~19.)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 피력
주코스타리카대사의 건의에 따라 8.20.~25. 동 국장을 방한 초청

2. 방한 일정

8.24. 서울 귀환, 관계 기관 주최 만찬
8.25. 판문점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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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외무부차관 예방, 미주국장 주최 오찬
8.22.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및 포항제철 시찰

8.23.
경주 일원 시찰

이집트 군수시찰단 방한, 1986.10.5-11

| 86-0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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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986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6-42 / 19 / 1~50(50p)

1. 방한 경위
주카이로총영사의 1985.5.31. 주재국 군참모총장 예방 시 동 총장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한국산 병기 및 방산시설 시찰차 전문가를 파견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
동 총영사의 1986.7.28. Abu Ghazala 주재국 국방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은 9~10월 시찰단 파견을 승인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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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결과
시찰단 구성

- Abou Shanab 육군준장 등 4명
방한 일정

- 외무부 제1차관보, 국방부 제2차관보 면담, 조달본부 방문
- 풍산금속, 현대정공 등 방산 업체 시찰, 포항제철 등 일반 업체 방문 등
외무부는 1986.10.11. 동 시찰단이 한국의 산업 발전에 놀라움을 표시했으며, 한국산 방산품 수입 보다는 기술
협력 등을 통한 합작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음을 주카이로총영사관에 통보

CAMARA, Iafai 기네비소 부통령 겸 국방장관
방한, 1986.6.10-14

| 86-0559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6-42 / 20 / 1~238(239p)

1. 방한 경위
1984.10월 Vieira 기니비사우 대통령은 주기니비사우대사의 신임장 접수 시 한국 정부가 Camara
국방상을 방한 초청해 줄 것을 희망
주세네갈대사(기네비소 겸임)의 건의에 따라 국방장관 명의로 Camara 국방상을 방한 초청

2. 방한 일정

6.13. 현대조선, 포항제철 및 국제농기구 공장 시찰,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6.14. 수원 농업진흥청 방문, 농수산부장관 예방 및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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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외무부장관 예방 및 오찬, 경제기술협력 협정 서명, 대통령 예방
6.12. 합참의장 예방, 동원수산 방문,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인도 국방대학원 시찰단 방한, 1986.9.7-12

| 86-056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42 / 21 / 1~107(107p)

1. 방한 경위
1986.5월 인도 정부는 장성급 장교 및 국장급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된 국방대학원 시찰단의 한국 파견을
희망
6월 한국 국방대학원이 동 시찰단의 접수를 결정

2. 시찰단 구성
628

단장

- P. N. Gour 해군소장
단원

- 준장 8명(영국군 1명 포함)
- 공무원(국장급) 4명
- 대령 1명(이란 해군)

3. 방한 일정
9.8. 국방대학원 방문, 대우조선 및 조달본부 방문, 국방부 예방, 국방대학원장 주최 만찬
9.9. 외무부차관 예방, 판문점 및 제3땅굴 방문, 주한 인도대사 주최 리셉션

9.10.
경제기획원 방문, 대우중공업 방문
9.11.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및 대우정밀 방문

Brainich von Brainich - Felth, Carl H. E. 네덜란드
해군참모총장 방한, 1986.3.18-22

| 86-056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6-42 / 22 / 1~35(35p)

1. 방한 경위
1985.12월 네덜란드 외무성이 주네덜란드대사관을 통하여 동국 해군참모총장의 한국 방문 가능성을 타진
주네덜란드대사의 건의에 따라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방한 초청

2. 주요 방한 일정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예방
판문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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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찰

| 86-0562 |

Sheikh Abdullah bin Khalifa AL - THANI
카타르 군총사령관 겸 NOC위원장 방한,
1986.4.17-25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근동과

MF번호

2016-42 / 23 / 1~38(38p)

1. Sheikh Abdullah bin Khalifa Al-Thani 카타르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제3왕자) 겸 카타르군
부총사령관보(Deputy Assistant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 참석차 1986.4.17.~25. 방한함.
2. 동 위원장은 체한 중 1986.9월 중순 군총사령관 자격으로 방한을 희망함에 따라 외무부는 1986.6.10.
합참의장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카타르대사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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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타르대사는 6.25. 동 위원장을 면담,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동인은 86 아시안게임 5일 전
방한 의사 표명

주카타르대사관은
9.7. 주재국 외무성으로부터 동일 동 위원장이 사정상 방한할 수 없음과 초청해 준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는 요지의 공한을 접수했음을 보고

미국 국방성 주요인사 방한, 1985-86

| 86-056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6-42 / 24 / 1~41(41p)

1. James A. Kelly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방한
방한 기간

- 1985.10.16.~19.
방한 목적

- SCM(한·미 안보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정책검토 위원회 참석
방한 시 주요 일정

2. Fred C. Ikle 미 국방부 정책담당차관 방한
방한 기간

- 1986.12.18.~21.
방한 목적

- 한·미 간 안보 현안 협의
- 주한미군 시찰
방한 시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기부장, 합참의장 등 예방
- 금성사 안양 공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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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검토 위원회 참석
-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한미연합사 방문
- 방산 시찰

인도 국방참모대학 연수, 1984-85

| 86-0564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6-43 / 1 / 1~161(161p)

1. 정부는 1983.12월 주인도대사관의 주재국 외무성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장교의 인도 국방대학원 및 참모대
학 수학을 위한 공석 할당을 요청함.
2. 인도 정부는 1984.7월 주한 인도대사관의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1985.1월 시작되는 제25차 국방대학원
및 제41차 참모대학에 한국 장교를 각각 1명씩 접수키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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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5.1월부터 한국군의 박종권 준장(공군)이 인도 국방대학원에서, 양병삼 소령(육군)이 인도 참모대학에서
각각 수학하게 됨.
국방부는 인도 국방대학원 및 참모대학에 대한 격년 파견 원칙에 따라 1986년에는 유학생을
파견하지 않기로 함.

CSIS 주관 동북아 문제 한·미국 학술회의, 제3차.
Washington, D.C., 1986.5.5-6

| 86-056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6-43 / 2 / 1~79(80p)

제3차 동북아시아문제 한·미협의회 세미나(CSIS 세미나)가 1986.5.5.~6.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 문제, 한미 관계, 국내 정치 문제, 경제 현안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해 논의함.
1. 의제
한·미 관계에 관한 양국의 시각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위치

한·미 무역 관계 현안 문제

2. 참석자
한국 측

-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등 국회의원 8명
- 최창윤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행정부 및 입법부 직원, 학계 및 실업계 인사 등
미국 측

- 상·하원 의원 15명
- 정부 인사 4명, 학계·실업계 인사 7명

3. 회의 일정
5.5.

- 한미 관계 전반
- 동북아의 전략적 위치(위컴 육군참모총장 연설)
- 동북아의 안정 위협 요인
- 한미 관계의 전망(브레진스키 교수 연설)
5.6.

- 한미 관계와 최근 미 의회 분위기
- 한미 경제 현안 문제
- 미 하원 외무위원회 주최 오찬 간담회, 봉두완 외무위원장 주최 만찬
5.7.

- CSIS 평가회의(조찬)
- 헤리티지 재단 주최 오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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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안정 위협 요인
한·미 관계와 최근 미 의회 분위기

각국의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요청, 1986

| 86-056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43 / 3 / 1~141(141p)

1986년도 한국에 대한 각국의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 요청 내용임.
1. ILC(유엔국제법위원회) 위원
지지 요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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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 나이지리아
- 바레인(의장직 입후보)
- 터키
- 인도
- 필리핀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2. 유엔대학 총장
지지 요청 국가

- 튀니지
- 이집트
- 방글라데시
- 브라질
- 니제르
- 스리랑카

3. 마약통제위원회 위원
지지 요청 국가

- 이란
- 바베이도스

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위원회 위원
지지 요청 국가

- 에콰도르
- 이집트
한국의 입장

- 한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투표권이 없음을 통보

중공 개최 국제기구회의 참가 추진, 1985-86

| 86-0567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동북아2과/국제기구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3 / 4 / 1~175(175p)

1985~86년 중 중국(구 중공)에서 개최된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임.
1. 제38차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ABU) 이사회(1985.5.15.~19. 북경)
참석자

- 박현태 KBS 사장, 이웅희 MBC 사장 외 5명
주요 활동 내용

2. UPU(만국우편연합) 농촌지역 우편서비스 순회 학술회의(1985.9.10.~19. 항주)
참석자

- 체신부 체신금융국 기획과장 권영수
주요 활동 내용

- 농촌 지역 우편서비스 협의

3. Master Card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1985.9.15.~24. 북경)
참석자

- 이석주 제일은행장 등 12명
주요 활동 내용

- Master 카드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사 간 업무 협의

4. FAO/아시아·태평양 식량유통기구협회(AFMA) 식량유통 훈련과정(1985.10.7.~17. 중국)
참석자

- 김진규 농어촌개발공사 비축사업본부장
주요 활동 내용

- 농산물 유통체제 훈련과정 참가

5. 제5차 제3세계 보험자회의 및 제3차 개도국 보험감독관협의회 총회(1986.6.23.~27. 북경)
참석자

- 백원구 재무부 증권보험국장 외 4명
주요 활동 내용

- 보험 문제에 관한 이해 증진 및 국제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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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방송 관계자 접촉 및 협력 방안 협의
- 1985년 ABU 서울총회 개최에 관한 업무 협의

6. ESCAP 과학기술 세미나(1986.7.25.~30. 북경)
참석자

- 최형섭 포항제철 기술 고문 외 2명
주요 활동 내용

- 강연 및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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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관련 동향
FAO/아시아·태평양 식량유통기구협회(AFMA) 사무총장이 김성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FAO/AFMA 협동조합경영 및 유통훈련 워크숍(1986.7.22.~8.10. 중국 연변)에 초청하였으나
동인에 대한 입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참가가 무산됨.
김구 서울대 교수가 참가 예정인 1985.5.13.~18. 일본 츠쿠바 대학 개최 제3차 JECSS(Japan and
East China Seas Study) 워크숍에서 제4차 JECSS 회의(87년)의 개최지가 중국으로 결정될 경우
한국 학자의 제4차 JECSS 회의 참석을 추진키로 함.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1986

| 86-056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다자통상협력과

MF번호

2016-43 / 5 / 1~86(86p)

1986년도 일부 경제 관계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담금 또는 기여금 내역임.
1. 아시아·태평양 개발센터(APDC)
기여금

- 35,000달러

2. 관세협력이사회(CCC)
- 704,621벨기에 프랑

3. 유엔환경계획(UNEP)
기여금

- 9,839달러

4. 국제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ICCAT)
분담금

- 26,234달러

5.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CGPRT 기여금

- 15,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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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한국의 UN 기구 분담금 비율 및 납부, 1985-86

| 86-0569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3 / 6 / 1~92(92p)

1. 1985년 제40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유엔 분담금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분담금 비율 산정
(1986~88년 3년간 적용)에 있어 기존의 0.18%에서 0.02%가 증가된 0.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짐.
주요국 유엔 분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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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5, 일본 10.84, 소련 10.20, 서독 8.26, 프랑스 6.37, 영국 4.86, 이태리 3.79, 캐나다 3.06, 스페인
2.03, 네덜란드 1.74, 브라질 1.40, 동독 1.33, 스웨덴 1.25, 벨기에 1.18 등
- 한국 0.20
- 북한 0.05

2. 본 문건에는 1985년 및 1986년 일부 유엔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서한
및 영수증 등이 수록되어 있음.

1986년도 UN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8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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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3 / 7 / 1~188(189p)

1. 유엔 개발활동을 위한 기여금 서약회의가 1986.11.13.~14. 유엔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은 김해선
대사가 참석하여 국회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1987년도 기여금을 서약함.
유엔개발계획(UNDP)

- 1,000,000달러(과학기술처 현지부담금 288,000달러 포함)
유엔아동구호기금(UNICEF)

- 160,000달러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유엔인간거주센터(UNCHS)

- 18,500달러
유엔과학기술개발기금(UNFSSTD)

- 30,000달러
유엔여성10개년계획기금(VFUNDW)

- 1,867달러
유엔훈련연구원(UNITAR)

- 9,333달러
유엔마약남용통제기금(UNFDAC)

- 2,000달러

2. 1986.11.14. 및 11.24. 별도로 열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및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관
(UNRWA)의 기여금 서약회의에서 한국은 UNHCR에 10,000달러, UNWRA에 5,000달러를 각각 서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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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91달러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기여금 납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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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3 / 8 / 1~90(90p)

1985~86년도 유엔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금 내역임.
1. 유엔마약남용통제기금(UNFDAC)
2,000달러(1985년도)
2,000달러(198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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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아동기금(UNICEF)
147,000달러(1985년도)
137,200달러(1986년도)

3.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금(UNRWA)
5,000달러(1985년도)

4. 유엔개발계획(UNDP)
605,000달러(1985년도)
10,000달러(1985년도 UN Volunteer Programme)
564,667달러(1986년도)
9,333달러(1986년도 UN Volunteer Programme)

5. 유엔여성개발기금(UN Development Fund for Women)
1,867달러(1986년도)

6. 유엔과학기술개발기금(UNFSSTD)
30,000달러(1986년도)

7.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9,333달러(1986년도)

UN 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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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3 / 9 / 1~6(6p)

1. 주유엔대표부는 1986.1.21. 유엔 사무총장이 공한을 통해 유엔 공채와 관련, 86년도 이자 및 원금
상환액 2만4백 달러에 해당하는 수표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6.1.29. 유엔 측이 한국 정부가 1962년 구입한 유엔 공채의 제24차 연도 원금상환액 및
이자를 송부해 왔음을 한국은행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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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UN가입 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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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3 / 10 / 1~154(156p)

1.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 관련 1986년 중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일본 산케이 신문은 1986.3.11. 쿠에야르 유엔 사무총장이 3.10. 방미 중인 다케이리 공명당 위원장
면담 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 관련 국제 여론의 환기를 위해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
하다고 발언한 것은 북한이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반도 정세에 약간의
파문을 일으킬 것 같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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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주유엔대표부는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정오 브리핑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에 엄정 중립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
미국 국무부 Sherman 부차관보는 6.12. 주미국대사관 공사에게 6.10.~11. 워싱턴 개최 동아시아
지역 문제 관련 미·소 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했으며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해 다음
요지로 설명

- 동 부차관보는 궁극적 통일 달성에 앞선 중간 단계로 유엔 가입 및 교차승인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소련
외무성 Rogachev 제1극동담당국장은 유엔 가입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고 남북한 교차승인 방안은
worthless trick이라고 반대
최광수 주유엔대사는 7.10. 유엔 사무국 고위관계관의 오찬 시 동 관계관이 지난 5월 De Pinies
유엔 총회 의장의 방한 시 동 의장이 한국 유엔 가입 지지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주유엔 북한대사는
동 의장을 면담, 항의하고 항의 서한도 동 의장에게 발송했다고 함을 보고
주유엔대표부는 7.11.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남북분단을 고착화한다는
요지의 6.12. 북한 외무성의 비망록(Aide Memoire)을 유엔 주재 외국공관에 회람하고 있음을 보고

- 주제네바 북한대표부는 7.22. 공한으로 ILO 사무국에 동 비망록 전달

2. 외무부는 1986.9.22.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한 다음 요지 한국 입장 설명자료(영문)를 주유엔대표부에
송부하고 유엔 주재 각국 공관 배포 등을 지시함.
남북한이 1949년 유엔 가입을 각각 신청한 이후 37년 경과

- 당시 회원국 58개국에서 현재 159개국이 유엔 회원국
1948~73년 한국 단독 가입 신청, 남북한 개별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1973.6.23. 선언 등 한국
입장 설명
1948~73년 북한의 개별 가입 신청, 73년 동시 가입 반대 입장으로 선회 등 북한 측 태도 배경 설명
북한 주장의 비합리성 설명

- 북한이 한국과 수교 중인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시도를 강화한 결과, 현재 64개국이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임에 비추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주장은 선전 술책에 불과 등
유엔 동시 가입 필요성 설명

- 통일 시까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남북한 대화 및 협력에 더 나은 정치 환경 조성에 유익 등

한·일본 외무부 UN국장 정책협의회, 제1-3차,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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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3 / 11 / 1~404(404p)

1984.4.12. 외무부 이장춘 국제기구조약국장의 방일 시 외무성 야마다 유엔국장에게 방한을
권유해 시작된 한·일 외무부 유엔국장 정책협의회 준비, 회의결과 문서 및 면담 요록 등에 관한
내용인바, 제1~3차 협의회 회의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제1차 한·일 외무부 유엔국장 정책협의회
개최 일자 및 장소: 1984.8.23. 서울
참석자: (한국 측) 신기복 국제기구조약국장, 김영기 국제연합과장 등, (일본 측) 야마다 유엔국장,

- 한국 측은 KAL기 사건, 랑군 사건 등 관련 일본 측 협조에 사의 표명 및 제39차 유엔 총회 쟁점 문의
- 일본 측은 군축, 이란·이라크 문제, 아프리카 난민지원 문제 등을 유엔 총회 쟁점으로 예상
- 한국 측은 미얀마(구 버마) 정부가 랑군 사건 관련 대유엔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KAL기 사건 1주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할 예정임을 설명
- 일본 측은 유엔 내 전반적 분위기는 랑군 사건 같은 행위가 재발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일본 유족들의 KAL에 대한 보상청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설명 등

2.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 일자 및 장소: 1985.6.10. 동경
참석자: (한국 측) 신기복 국제기구조약국장, 이성주 국제연합과 사무관 등, (일본 측) 야마다 유엔
국장 등

회의
결과 요지

- 제40차 유엔 총회 전망 및 유엔 40주년 기념행사 등 관련 의견 교환
-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 관련 한국 측 입장 설명, 한국의 유엔 내 아시아그룹 참가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북한의 IMO 가입 및 ESCAP 가입 움직임에 관한 협의
- 양국 유엔국장 정책협의회 정기화 합의 등

3. 제3차 정책협의회
회의 일자 및 장소: 1986.5.23. 서울
참석자: (한국 측) 신기복 국제기구조약국장, 안현원 조약심의관 등, (일본 측) 나카히라 유엔국장,
아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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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다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등
회의 결과 요지

회의 결과 요지

- 한국의 유엔 아시아그룹 활동 참여 및 ILO 가입 문제 협의
- 군축 문제 관련 미·소 교섭 현황에 대한 일본 측 평가 및 설명
- 1986.8월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의 관련 한국 측 입장 설명 등
상기 회의와는 별개로 동일 외무부 이동익 경제국장과 나카히라 유엔국장은 경제 문제(86년
ESCAP 총회, 제7차 UNCTAD 총회,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경제협력 등) 관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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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UN 아시아그룹 가입,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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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3 / 12 / 1~222(222p)

1. 유엔 아시아그룹 가입 추진 관련 1985.6.10.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외무부 유엔국장 정책협의회 시
한국 측이 1985.7월 야마다 유엔국장의 중국(구 중공) 출장 시 한국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한 이후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추진된 동 그룹 가입(1986.4.2.) 교섭 관련 외무부 지시
전문, 주유엔대표부 보고 전문 및 아시아 그룹 회의록 등에 관한 내용임.
2. 남북한 유엔 아시아그룹 가입에 관해 1986.4월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유엔 5개 지역그룹의 하나로 남북한 외에 아시아 지역 41개 유엔 회원국 및 PLO로 구성
- 유엔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아시아 국가의 의견 조정과 각종 유엔기구 선거에 아시아 국가의 입후보
조정, 추천 기능 수행
가입 의의

- 한국의 신장된 국제적 지위 반영 및 유엔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기반 강화
- 유엔 가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
가입 경위

- 정부는 유엔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아시아그룹 가입을 추진키로 결정(1985.6월)하고, 일본을 통해
대중국 교섭 전개
- 중국 측은 남북한 가입에 이의 없음을 일본 측에 통보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설득 전개
- 북한이 아시아그룹 가입에 원칙적인 동의를 표명(1986.1월)함에 따라 남북한은 각각 가입 신청서 제출
(1986.2월)
- 1986.4.2. 아시아그룹은 회의에서 남북한 가입 결의안을 전원 합의로 채택
북한의 태도 변경 분석

- 북한은 유엔 가입 반대 명분의 약화 등을 우려, 처음 중국에 대해 한국의 아시아그룹 가입 봉쇄를 요청하는
등 반대 태도 견지
- 한국의 아시아그룹 참여를 저지할 근거가 없다는 중국의 설득과 한국이 유엔개발계획(UNDP) 이사국에
피선된 선례에 비추어 한국을 더 이상 아시아그룹 밖에 묶어 둠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 등이 북한 태도
변경의 사유로 분석됨.
특기 사항(중국의 협조적 태도)

- 중국은 북한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한 한국 가입에 방해 의사가 없음을 표명(1985.9월)한 후, 남북한
가입 지지 입장 공식 확인(1985.12월)
- 유엔 옵서버인 남북한의 아시아그룹 참여 타당성을 북한에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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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시아그룹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1 기본대책: 유엔활동 참여확대

| 86-057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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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작성한 제41차 유엔 총회(1986.9.16.~12.19.) 전망 및 기본 대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전망
제40차 총회의 동서 간 화해 및 남북 간 협력 증진에 대한 기대 분위기에 비해 제41차 총회에서는
동서 및 남북 간 대립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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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축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미·소 정상회담 실현 전망 불투명 및 리비아, 니카라과 문제 관련 미·소
대립 등
남아공에 대한 경제 제재 및 나미비아 독립 문제가 주요 문제로 등장 예상
군축, 지역 분쟁, 국제경제 위기 등 기존 의제 외에 유엔 예산 절감 문제, 유엔 사무총장 임기 만료
(1986.12.31.)에 따른 후임 선출 문제, 유엔 기능 강화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

2. 기본 대책
한반도 문제의 유엔 총회 불상정 원칙 견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한 한반도 정책 지지 확보

-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및 유엔 가입 정책에 대한 지지 교섭 시행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를 통한 남북한 유엔 가입 추진

- 외무부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 시 요청
유엔 활동에의 참여 확대

- 주요 국제문제 및 우방국 관심사항에 대한 입장 표명
- 아시아그룹의 추천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국 입후보 추진
외무부장관 유엔 총회 참석

- 9.15.부터 약 2주간
- 한·미, 한·일 정례 외상회담 개최
- 탄자니아, 소말리아 등 미수교국과의 외상회담을 통해 관계개선 협의
- 비동맹 외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88 올림픽 방해 활동 저지

| 86-0577 |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2 기본대책: 기조연설 지지교섭
(memorandum 배포)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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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6.8.19. 제41차 유엔 총회 대책으로 기조연설을 통한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
발언 교섭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설명 각서(Memorandum)를 86개 재외공관에
송부, 주재국(겸임국 포함 110개국)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줄 것을 교섭토록
지시함.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대화의 조속 재개 촉구
한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통일까지의 잠정 조치로써 남북한의 유엔 가입 촉구

통일 원칙

- 남북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남북한 직접 당사자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 상호불신은 민족화해
및 상호신뢰로 대체 필요)
통일 방안

- 통일까지의 잠정조치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로 관계 정상화, 대화 및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 및 민족 화해를 위한 구체 조치, 양측 대표로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Consultative
Conference for National Reunification)에서 통일민주공화국 수립을 위한 단일 헌법 성안 및 동 헌법에
따른 단일정부 구성 등의 포괄적 통일방안 기제의
통일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유엔 가입

- 남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양측 간 대화 및 협력 기회 증대
- 유엔 가입은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등을 조성할 것이므로 한국은 유엔 가입 희망 및 북한에 대해 유엔
가입 요청
- 유엔 가입은 유엔 헌장상의 권리 및 의무를 수락토록 함으로써 평화 관계 구축에 기여
- 남북한 유엔 가입이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주장은 타당성 없음
최근 북한 측 제의에 관한 한국 측 입장

- 북한은 금년 1월 팀스피릿 훈련을 구실로 모든 계획된 남북대화 중단 조치, 특히 88 서울 올림픽 관련
세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선전 공세
-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전두환 대통령의
남북한 최고지도자 회담 제의 수락 필요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상기 각서(영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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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3 각국 기조연설: 주유엔대표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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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10.10. 주유엔대표부가 보고한 각국 기조연설 종합분석 요지는 다음과 같음.
기조연설을 한 국가는 총 146개국

-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연설 국가는 미국 등 18개국, 기타 국가는 부수상급 이하 연설
각국 기조연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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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축 문제, 미·소 정상회담 개최 촉구, 유엔 재정위기 및 유엔 기능의 효율성 증대 문제, 테러 방지 문제,
남아공의 인종차별 문제, 마약 문제, 인권 문제, 지역 분쟁(이란·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가 언급사항

- 미국은 소련에 대해 전략 공격무기 개발 및 배치에 관한 3단계 계획 제안, 핵실험 금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 주장
- 소련은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개선 모색, 이란·이라크전 종결 촉구
- 중국은 미·소에 대한 군축 촉구,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비난
- 일본은 유엔 기능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편 필요성, 미·소의 군축 촉구, 소련의 아시아 배치 핵무기
철폐 주장
- 프랑스는 중동평화를 위한 아랍, 이스라엘의 상호 생존권 인정, 중거리 핵무기 감축에 관한 미·소 간
합의 촉구
- 영국은 미·소 군축 및 관계 개선 촉구

2. 1986.10월 외무부가 작성, 보고한 각국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언급 관련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반도 문제 언급 국가: 98개국(제40차 총회 시 89개국)

- 한국 입장 지지 54개국(제40차 총회 시 50개국), 북한 입장 지지 26개국(제40차 총회 시 24개국), 중도적
입장 표명 18개국(제40차 총회 시 15개국)
남북한 입장 지지 내용

- 한국 입장 지지 (남북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통일 노력 지지, 남북한의 유엔 가입 지지)
- 북한 입장 지지 (외국군 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 지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평가

- 북한이 특히 강조하는 남북한 유엔 가입 반대 주장에 대해 동구권 등 대부분의 친북한 국가들이 외면하고
모잠비크, 토고, 탄자니아 3개국만이 북한 주장 지지
- 중국은 3자회담, 미군철수 등 북한 입장을 지지했으나 과거와는 달리 금차 총회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관계 당사자 간의 공동노력 희망을 피력한 것이 특징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4 각국 기조연설: 일일보고 및 공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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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유엔 총회 각국 기조연설(1986.9.22.~10.10.)의 한반도 관계 언급 내용에 관한 외무부의
일일보고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9.22. 토고는 남북한 유엔 가입은 분단 상태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발언
(북한 입장 지지)
9.23. 일본은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 남북대화에 응해 올 것과 남북한 유엔 가입 촉구, 영국(EC
12개국 대표)은 남북대화 재개 및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 그리스 및 파나마는 남북한 유엔 가입
존재라고 주장, 앙골라는 북한의 통일정책 지지(이상 2개국은 북한 입장 지지)
9.24. 프랑스는 남북대화 및 남북한 유엔 가입 지지, 네덜란드, 벨기에, 코스타리카도 한국 입장
지지, 중국(구 중공)은 북한의 3자회담 및 미군 철수 주장 지지(북한 입장 지지), 잠비아는 평화적 협상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중립 입장)
9.25. 서독은 한국 입장 지지 발언, 폴란드, 모잠비크 등 4개국은 북한 입장 지지 발언
9.26. 동독 등 2개국은 북한 입장 지지 발언, 세네갈 등 3개국은 중립적 발언
9.29. 칠레 등 3개국은 한국 입장 지지, 바레인 등 3개국은 중립적 발언
9.30. 캄보디아 등 2개국은 북한 입장 지지,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등 5개국은 중립적 발언
10.1. 호주 등 4개국은 한국 입장 지지, 시리아 등 4개국은 북한 입장 지지, 가나는 중립적 발언
10.2. 브루나이 등 4개국은 한국 입장 지지, 몽골 등 3개국은 북한 입장 지지, 지부티 등 4개국은
중립적 발언
10.3. 파라과이 등 3개국은 한국 입장 지지, 우크라이나 등 2개국은 북한 입장 지지, 바베이도스 등
3개국은 중립적 발언
10.6. 부탄 등 5개국은 한국 입장 지지, 베트남은 북한 지지, 기니비사우 등 2개국은 중립적 발언
10.7. 몰디브 등 4개국은 한국 입장 지지, 벨라루스(구 백러시아)는 북한 입장 지지, 북예멘은
중립적 발언

10.8.
온두라스 등 3개국은 한국 입장 지지, 탄자니아는 북한 입장 지지, 말리 등 3개국은 중립적 발언
10.9. 감비아는 한국 입장 지지, 에티오피아는 북한 입장 지지, 몰타 등 3개국은 중립적 발언
10.10. 파푸아뉴기니 등 2개국은 한국 입장 지지, 니카라과는 북한 입장 지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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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이상 4개국 한국 입장 지지), 소련은 한국민의 통일 열망에의 유일한 장애는 주한미군의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5 국가별 지지교섭: 1986.8월-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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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유엔 총회 각국 기조연설(1986.9.22.~10.10.) 시 한국 입장 지지 발언을 위한 재외공관들의
주재국 교섭 결과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미국대사관(1986.8.26.)

650

- 1986.8.22. 및 8.26. 국무부 Blackmore 한국과장, Ledsky 정책기획실 수석부실장 등을 접촉, 1984년
슐츠 국무장관의 기조연설,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의 유엔 40주년 기념연설에서 한국 입장 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금년 연설 시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및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
- 미국 측은 금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고 하고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백악관에 건의하겠다고 언급
주일본대사관(1986.8.22.)

- 이재춘 참사관은 1986.8.22. 외무성 후쿠다 심의관을 면담, 협조 요청
- 동 심의관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 및 한국 또는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일본 외교의 기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지금까지 한국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
주프랑스대사관(1986.9.9.)

- 주프랑스대사는 1986.9.8. 외무성 Noiville 정무국장을 면담, 협조 요청
- 동 국장은 시라크 수상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언급
주파키스탄대사관(1986.9.8.)

- 주파키스탄대사는 1986.9.8. 외무성 Ahmad 아·태담당 차관보를 면담(국제기구담당 차관보는 출장
중으로 귀국 후 면담 예정), 협조 요청
- 동 차관보는 주재국의 비동맹 중립정책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한국을 지지하는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작년과 같이 유엔 가입의 보편성 원칙을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6 국가별 지지교섭: 1986.9.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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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유엔 총회 각국 기조연설(1986.9.22.~10.10.) 시 한국 입장 지지 발언을 위한 재외공관들의
주재국 교섭 결과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에콰도르대사는 1986.9.9. Teran 외상을 면담, 외상 기조연설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
북한이 이를 반대할 경우 한국 단독 가입 지지 발언이 포함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동 외상은
정무차관 및 국제기구국장에게 지시하겠다고 언급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6.9.11.~12. 겸임국 세인트루시아에 출장, Compton 수상을 면담하고
기조연설에 포함해 주도록 요청한 데 대해 동 수상은 보편성 원칙 등에 대한 이해와 동감을
피력하고 이를 포함시키겠다고 언급

주수단대사는
1986.9.13. 외무성 Hamra 국제기구국장을 면담, 금년에는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대해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동 국장은 한국 정부의 희망을 유념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급
주바레인대사는 1986.9.13. 주재국 외무성 Mahroos 정무국장을 면담,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한데
대해 동 국장은 한국 지지 내용이 외상 기조연설 최종 문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공사는 1986.9.15. 외무성 Laquani 국제기구국장을 면담,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해 유엔 총회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가급적 거론치 않는
것이 사우디의 대유엔 기본방침이며 과거에도 한국 문제에 언급한 일이 없음을 설명하고 형편을
보아 필요시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언급
주가봉대사는 1986.9.24. 주재국 외무성 Ratanga 사무차관을 면담,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해 동 차관은 한국의 유엔 가입의 당위성을 인정하나 주재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비동맹
중립 원칙에 따라 북한이 반대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 천명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주재국이 중립을 취하는 것이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가봉 외무성 Latha 국제기구국장은 1986.10.3. 주가봉대사에게 11.9. 대통령 선거 관계로 외상이 금차
유엔 총회에 불참케 되어 기조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주니제르대사는 1986.9.23. Bako 외상을 접촉,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해 동 외상은 쿤체
주재국 대통령의 방북 등으로 예우 상 지난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어느 일방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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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 원칙, 남북한 대화 촉구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한국 입장 지지 내용을 유엔 총회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7 본회의 및 위원회별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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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1차 유엔 총회(1986.9.16.~12.19.) 본 회의 개최 동향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음.
1986.9.10. 발표된 유엔 사무총장의 제41차 유엔 총회 업무보고서 요지

- 주요 지역분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지역 분쟁, 사이프러스 문제, 캄보디아 문제,
이란·이라크 전쟁 등 지적
-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유엔 기능 강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특히 미·소 양국이 지역분쟁 해결에
상호 협조할 것과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정사항을 존중할 필요
652

1986.9.16. 본회의에서는 아시아그룹 합의에 따라 Choudhury 방글라데시 외상을 만장일치로
총회 의장으로 선출

결과
요지(1986.12.19. 외무부 국제기구국 작성 제41차 유엔 총회 평가)

- 동서 냉전 분위기 반영 및 유엔 재정위기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
- 남아공 인종차별, 나미비아 독립 문제, 세계평화의 해에 즈음한 각종 행사 및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
인권 문제, 외채 문제 등 경제 문제, 탈식민지에 대한 토의 활발
-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입장 지지국 꾸준히 증가

2. 위원회별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제1위원회

- 군축 문제, 남극 문제, 국제 안보 관계 등 논의
- 1986.12.3.~4. 유엔 총회 본회의는 동 위원회가 보고한 핵실험 폭발 중지에 관한 보고서 등 74개의
결의안 또는 결정사항 채택
제2위원회

- 세계 경제 문제, 외채 위기와 개발, 개발과 국제 경제협력 문제 등 논의
- 1986.10.2.~11.28. 개최된 동 위원회는 모리타니 등의 최빈국(LDC) 리스트 포함 결의안 등 47개의
결의안 또는 결정사항을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
제3위원회

- 자결권 및 인종차별 철폐 문제, 여성, 청년 및 노인 문제, 마약 남용 및 불법 거래 문제, 인권 문제 등 논의
- 1986.11.24. 체코 대표는 한국 정부가 수많은 학생을 체포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은 한국과 같은 개방사회와 체코와 같은 폐쇄사회는 인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반박
제6위원회

- 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 국제법의 규범 발전 문제, 제38차 ILC(국제법위원회) 회의 보고 등 논의
특별정치위원회(Special Political Committee)

- 1986.9.22. 본회의에서 배정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문제 등 논의

유엔 총회, 제41차. New York, 1986.9.16.-12.19.
전9권, V.9 총회 결과보고서

| 86-058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4 / 5 / 1~259(259p)

1. 1986년 제41차 유엔 총회 본회의, 특별정치위원회, 제2위원회, 제3위원회, 제4위원회, 제5위원회 회의
결과를 주요 의제별 배경, 토의 경과, 관련 회의 및 문서 등의 항목으로 작성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2. 동 자료에 수록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본회의

특별정치위원회

- 핵 방사선의 영향, 이스라엘의 점령지 주민 인권 관리조치 조사 특별위원회 보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평화유지활동 전반에 관한 포괄적 검토, 정보에 관한 문제, 중동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사업 기구, 신난민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유엔의 기구조직에 관한 문제
제2위원회

-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한 일반 토론,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 개발과 국제 경제협력, 개발을 위한 운영활동,
훈련과 연구, 특별경제 및 재난구조 지원, 외채 위기와 개발
제3위원회

- 인종차별 정책 대항 및 인권 준수를 위한 자결권의 중요성, 청년, 노인, 장애인, 범죄 예방 문제, 여성 문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효과적 향유, 난민 문제, 인권의 제도적 보장 문제,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 중 사회
및 인권 문제
제4위원회

- 식민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의 이행, 헌장 73조에 따른 비자치 지역으로부터의 정보,
나미비아 및 기타 식민 통치 지역에서의 탈식민 선언 이행과 남아공에서의 인종차별 철폐 노력을 저해하는
외국 경제 및 기타 활동 문제 등
제5위원회

- 인사 문제, 1986~87년 예산, 유엔이 당면한 재정위기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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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차 총회 대표 신임장, 식민지 독립 부여 선언 이행, 국제 평화의 해, 유엔과 이슬람 회의기구 간 협력,
이스라엘의 이라크 핵시설 공격, 캄보디아 사태, 아프가니스탄 사태, 유엔과 아프리카 단결기구와의
협력, 아프리카의 심각한 경제 상황, 유엔과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와의 협력, Mayotte 섬
문제, 해양법 문제,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유엔 회의, 팔레스타인 문제, 나미비아 문제, 중동 사태, 유엔의 행정·재정적 기능의 효율성 검토,
중미 사태, 남대서양의 평화협력 지대, 미국의 리비아 공격에 관한 OAU 정상회의 선언, 엘살바도르
긴급원조, 니카라과 사태 관련 1986.6.27.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유엔 사무총장 선출 등 기타 의제, 각종
선거 및 임명

UN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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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86년 유엔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제38차 유엔 총회

- 제1위원회(1983.11.28.~30.)는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제출한 결의안 채택 및 유엔 총회 본회의
(1983.12.15.)는 표결 없이 동 결의안 채택
- 동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남극 문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39차 총회에 보고토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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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유엔 총회

- 제1위원회는 1984.11.30. 남극조약 체약국 측과 말레이시아 간에 합의한 결의안 채택
-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공동제안으로 사무총장 보고서 치하 및 남극 문제의
제40차 총회 가의제 포함 등임.
- 동 위원회 토의 시 남극조약 체제에 반대하는 일부 개도국과 남극조약 당사국 간에 동 조약의 폐쇄성,
인류 공동유산 개념 적용 문제, 자원개발 문제 등 쟁점별 의견 대립
제40차 유엔 총회

- 1985.11.25. 제1위원회 토의에서 말레이시아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남극 광물자원 개발 및 탐사를
규율할 체제 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의 역할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유엔에
특별위원회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호주는 남극조약이 개방되어 있으며 유엔 회원국은
언제든지 동 조약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동 조약을 약화시키는 특별위원회 설치 반대
- 12.16. 유엔 총회 본회의는 유엔 사무총장이 동 조약 협의 당사국들의 유엔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보고서를 보완토록 요청하는 결의안 등 남극에 관한 3개의 결의안을 동 조약 당사국 등 40여 개국이
불참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표결, 채택
제41차 유엔 총회

- 제1위원회(1986.11.18.~19.) 토의에서 남극조약 체결국을 대표한 호주는 동 조약 협의 당사국들은
유엔 사무국에 상당한 분량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더 많은 정보 제공 요구는 현 체제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
- 동 위원회에서는 유엔을 남극 관계 정보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하는 결의안(말레이시아 등 14개국
공동제안) 등 3개 결의안을 표결, 채택(38개국 불참)

2. 상기 유엔 제1위원회 토의 시 한국 입장 표명 보류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1984.11.27. 유엔 회원국 여부에 상관없이 남극체제는 관심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개방
되어야 한다는 등의 한국 입장 표명을 주유엔대표부에 지시

주유엔대표부는 11.28. 향후 동 조약 가입 신청 시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한국 입장 표명 보류를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1.29. 입장 표명 보류 지시
Viglienzone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담당관 등 미국 측 관계관은 1985.11.25.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에게
한국으로서는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고 한국의 동 조약 가입이 정치적
의미가 없고 오직 기술적인 것임을 중국(구 중공)에 이해시켜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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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총회, 제13차(아프리카 경제위기문제)
New York, 1986.5.27-6.1. 전2권, V.1 내부검토
및 공관보고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6-44 / 7 / 1~162(163p)

아프리카 경제위기 문제 관련 1986.5.27.~6.1. 유엔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 특별총회 결과에
관한 내용임(1986.6.4. 외무부 국제연합과 작성 보고서 요지).
1. 회의 개요
배경
656

- 1985.6월 개최된 제21차 OA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 한발과 기근으로 피폐해진 아프리카의
경제회복을 위한 계획(Africa’
s Priority Programme for Economic Recovery 1986-90, APPER) 채택, 동 문서를
금번 특총에 제출 및 지원 요청
- 1985.12.20. 제40차 유엔 총회 시 특별총회 개최 결정
참가국

- 유엔 회원국 및 남북한을 포함한 옵서버 등 참석
- 미국, 영국 등 51개국에서 외상이, 18개국에서 각료급 대표단 참석
- 한국은 최광수 주유엔대사 등 주유엔대표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옵서버 대표단 참석

2. 회의 결과
회의는 각국 대표 연설을 청취하고 APPER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문제로 야기된 서방 선진국과
77그룹 간의 이견 조정을 위해 일정을 하루 연장, 최종문서(UN Programme of Action for African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1986-90) 채택
최종문서 요지

- 아프리카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일부는 식민시대에 일부는 독립 후 비롯되었으며 최근 한발 및 기근으로
더욱 악화
- 아프리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 경제 성장에도 장애가 되므로 국제 사회는 협력의
새 시대를 요구하는 아프리카의 요청에 부응할 필요
- 농업 개발, 사막화 방지, 인적자원 개발, 농업지원 사업에 1986~90년간 1,281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 중 아프리카 자체 재원으로 825억 달러 조달
- 460억 달러의 외부 지원이 필요하며 국제 사회는 아프리카의 외채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함을 인정
- 제43차 유엔 총회가 금번 유엔 행동계획의 이행을 검토, 평가하며 이를 위해 제42차 유엔 총회에서 동
준비를 위한 기구 설립
총평

- 아프리카 경제위기가 아프리카인의 문제가 아닌 global issue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프리카 경제회복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데 의의
- 최종문서 채택을 위한 협상은 미국, 일본, EC, 소련, 세네갈이 주도하였으며, 캐나다 및 네덜란드는
본 회의 기조연설에서 ODA 차관 상환 지불유예 의사를 표명

UN 특별총회, 제13차(아프리카 경제위기문제)
New York, 1986.5.27-6.1. 전2권, V.2 회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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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6-44 / 8 / 1~237(239p)

1. 1986.5.27.~6.1. 유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경제위기 문제 관련 제13차 유엔 특별총회 회의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음.
2. 동 문서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Annotated Provisional Agenda(86.5.23.)
Consideration of the Critical Economic Situation in Africa to Focus, in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anner, on the rehabilitation and medium-term and long-term developmen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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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20.)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an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with regar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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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economic situation in Africa(86.5.19.)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Whole(86.5.23.)
주유엔 이스라엘 상주대표의 1986.5.26.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86.5.27.)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f the Whole(86.6.4.) 등

UN 특별총회, 제14차(나미비아 문제) New York,
1986.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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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4 / 9 / 1~22(22p)

1. 외무부는 1986.6.23. 나미비아 문제에 관한 유엔 특별총회 기조연설에 한국의 참여를 추진하는 데
대한 미국 측 입장을 타진토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함.
주유엔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6.25.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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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동 특총 연설을 통해 아프리카 등 비동맹권을 겨냥한 외교적 효과를 노린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인상을 줄 만한 내용(한국의 대남아공 제재 정책, 실적 등)이 있는 한 연설 참여 시도 가능
- 그러나 유엔에서의 한국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국과 나미비아 문제의 개연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금번 나미비아 특총이 적절한 계기가 아니라고 봄.

2. 제14차 유엔 특별총회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1986.9.17. 나미비아 문제 토의를 위한 동 특총 개최

- 총회 의장은 개막 연설에서 나미비아가 남아공에 의해 강점되고 인적, 물적 자원이 약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미비아의 유일하고 정통성 있는 대표기구인 SWAPO의 지도하에 나미비아 국민들이 인종
차별 정권에 대항하고 있음을 치하
- 유엔 사무총장은 남아공의 안보리 결의 이행과 쿠바군의 앙골라 철수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
1986.9.19. 알제리, 유고, 인도 등 13개국은 다음 요지 결의안 제출

- 남아공의 나미비아 강점, 유엔 헌장 무시, 유엔 안보리 결의 불준수 등 규탄
- 나미비아 위원회로 하여금 나미비아에 집행위 기구 설치 촉구
- 유엔 회원국의 SWAPO에 대한 재정, 군사, 기타 원조 제공 촉구
- 총회는 미국의 나미비아에 대한 소위 건설적인 개입 정책(constructive engagement policy)을 거부하고
미국이 나미비아 독립 문제를 쿠바군의 앙골라 철수와 연계시키지 않을 것을 촉구
1986.9.20. 상기 미국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결의안 채택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회의(Copuos),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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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4 / 10 / 1~123(123p)

1. 1984~86년 주유엔대표부가 보고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s) 회의 결과에 관한 다음 문서(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제39차 유엔 총회 특별정치위원회 보고서
(1984.12.10.)

COPUOS의
과학기술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1985.2.28.)
1985.6.17.~28. 뉴욕 개최 COPUOS 제28차 회기 준비 문서(1985.4.17.)
COPUOS의 과학기술위원회 제23차 회의 결과 보고서(1986.2.28.) 등

토의 결과를 보고한바, 동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의제 토의 기간: 1984.11.23.~12.6.
토의 배경

- 제13차 유엔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임시위원회 발족
- 제14차 유엔 총회에서 24개 위원국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발족(현재 53개
위원국)
주요 토의 과제

- 우주의 군사화 방지 문제 토의 여부(제38차 유엔 총회는 동 문제 토의 채택)
- 우주공간의 정의, 원격 측정의 법적 문제 등
토의 경과

- 77그룹 국가는 우주공간에서의 주권 주장 배제, 우주의 군사경쟁 배제, 우주 개발 기술의 개도국 전파
등 주장
- 동구권 국가는 미국의 우주 군비경쟁 비난 및 COPUOS의 우주 군사경쟁 배제 문제 취급 주장
- 서구권은 우주문제 포함 모든 군축문제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만 취급될 것을 주장
- COPUOS 위원장 중재로 특별정치위원회는 우주의 군사화 문제의 우선적 고려를 COPUOS에 요청하는
내용을 삭제한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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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유엔대표부는 1984.12.27.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상기 특별정치위원회

659

KAL기 사건 관련 소련대표 발언에 대한 한국측
서한 안보리 배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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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유엔정책과

MF번호

2016-44 / 11 / 1~110(110p)

1. 주유엔대표부는 1986.2.7. 이스라엘 군용기에 의한 리비아기 강제착륙 문제를 토의한 유엔 안보리는
2.6. 가나 등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음을
보고함.
표결 후 투표 설명에서 영국 대표는 2년여 전 KAL기 격추사건에 언급하고 동 사건이 현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 규탄 결의안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언급
소련 대표는 답변권 행사를 통해 KAL기 사건이 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동 비행기는
660

당초 소련의 주장대로 스파이 임무를 띠고 있었음이 점차 명백해졌다고 주장

2. 외무부는 1986.2.22. KAL기 사건 관련 소련 대표의 발언은 첩보 행위설을 주장함으로써 국제여론 호도
및 책임전가의 시도를 위한 소련 측의 일관된 행동의 일환으로 판단, 동 주장의 허위성을 폭로하기 위한
주유엔대사 명의의 성명을 안보리 의장 앞 서한 형식으로 제출하고 안보리 문서로의 배포를 요청토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함.
동 성명에서 KAL기가 항로 이탈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소련은 비행기
식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 보고서 등을 인용,
소련 주장의 허위성 강조

3. 주유엔대사 명의의 서한 배포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음.
1986.2.25. 주유엔대사 명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보리 문서로 배포 요청
2월 안보리 의장인 콩고 대사는 소련 측 압력을 의식, 소련 측과 협의 후 2.27. 문서로 안보리 이사국에만
제한 배포

- 2.28. 영국 측이 안보리 관행에 따라 한국 측 서한을 모든 회원국에 배포할 것을 요구하고 콩고 대사는
동 문제를 이사국 비공식 협의에 제기, 논란 야기
3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취임한 덴마크 대사는 3.4. 유엔 사무총장 및 소련 대표와 협의하고
옵서버국의 여사한 서한 배포는 확립된 관행임을 강조
Bierring 안보리 의장(덴마크 대사)은 3.5. 유엔 사무국에 한국 대사의 서한 배포 지시
유엔 소련 상주대표 대리는 3.14. 상기 서한 배포를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수개국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조치라고 의장국을 비난하는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을 공식 문서로 배포해 줄 것을
유엔 사무국에 요청
3.31. 소련 측 서한에 대한 안보리 의장국의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 배포

- 유엔 비회원국 정부가 안보리 소관 사항에 관해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제출하고 이를 배포하도록
요청할 경우 의장은 이를 공식 문서로 배포하는 것이 관행

UN 안전보장이사회/중동문제 토의,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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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3~86년 유엔 안보리에서 토의된 중동 문제 관련 주유엔대표부의 보고 전문, 유엔 안보리 문서 및
리비아 사태 관련 해외 언론기사 등이 수록되어 있음.
2. 유엔 안보리에서 토의된 주요 의제별 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 문제

차드 및 수단 등 관련 리비아 문제

- 1983.8.11. 리비아는 미국 함대의 리비아 지역 파견, AWACS의 리비아 영공 비행 등 미국의 대리비아
군사 도발 주장, 미국은 리비아가 소련의 무기 지원하에 차드와 인근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
- 1984.3.27. 수단은 리비아 폭격기의 3.16. 수단 폭격 비난, 리비아는 동 주장은 수단이 내부 문제를
은폐하고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날조라고 주장
- 3.28. 미국은 AWACS 파견은 리비아의 공격을 받고 자위할 권리가 있는 수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격용이 아닌 정찰 항공기라고 주장
- 1985.1.30. 차드는 리비아의 차드 북부지역 점령 과정 설명 및 1984.9월 리비아에 의한 차드 대통령
암살기도 증거 제시
이스라엘 공군기의 튀니지 폭격 문제

- 1985.10.2. 튀니지는 이스라엘 공군기의 튀니지 폭격 규탄, 재발 방지 및 보상 등 주장, 이스라엘은
튀니지 PLO 본부가 계획·조직한 테러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
- 10.4. 이스라엘의 무력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미국 기권)
리비아 사태

- 1986.4.15. 리비아는 미국의 대리비아 무력공습은 자위권 행사가 될 수 없음을 규탄하고 이를 지원한
영국을 비난하였으며, 미국은 유엔 헌장 51조의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며 공격 목표는 군사시설 등으로서
동 시설은 리비아가 국제 테러 정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
- 4.16. 카타르는 미국의 예방적 자위 주장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
- 4.17. 영국은 문제의 핵심은 테러리즘이며 리비아가 국제 관계에 관한 규범을 계속 무시할 것이라는
미국의 판단은 정당하며 군사행동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
- 4.21. 안보리 5개 비동맹국(콩고, 가나, 아랍에미리트 등)이 4.7. 제출한 결의안을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덴마크의 반대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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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2.16.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에서의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으로 수락될 수 없다고 비난
- 7.28. 비동맹 의장국인 인도는 안보리가 Hebron 사태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 불법성 재확인
및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
- 8.3.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 내 정착촌 건설 중지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아랍 20개국 제안)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UN 안전보장이사회/남아프리카공화국 문제
토의,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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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86년 유엔 안보리에서 토의된 남아공 문제에 관한 주유엔대표부 보고 전문, 안보리 결의안
문서 및 비동맹 조정국 회의 선언문(1985.8.28.) 등이 수록되어 있음.
2. 남아공 문제 토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1985.3.12. 남아공 정부의 UDF 회원 체포 규탄 및 모든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6.19. 나미비아 사태 관련 대남아공 신규 투자 금지 등 유엔 회원국들의 적절한 자발적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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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6.21.
남아공의 보츠와나 수도 침략행위(6.14.)를 규탄하고 인종차별정책(apartheid) 희생자를
접수할 수 있는 보츠와나의 권리 등을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

7.26.
남아공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인종차별정책 종식 및 모든 국가의 대남아공 제재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 채택

- 동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프랑스는 대남아공 정책 변화를 위해 유엔 헌장 7장 강제 제재 및 대남아공
제재 유엔 결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미국은 인종차별정책은 제거되어야 하나 제거 수단이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되며 개선시키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constructive engagement 정책 옹호
9.20. 남아공의 앙골라 폭격(9.17.~18.) 규탄, 조사단 파견, 앙골라 및 Front-line States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채택

- 미국은 군사원조가 남부 아프리카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임을 들어 관련,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한 개별 표결을 요구했으며 14개국은 찬성, 미국은 기권
10.7. 남아공의 앙골라 침공(9.28.)을 규탄하고 모든 국가에 대남아공 무기금수 조치 이행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11.15. 인도 등 6개 비동맹 안보리 이사국은 나미비아 문제와 관련 유엔헌장 제7장에 의한 대남아공
원유 수출 금지 등 선별적 강제 제재 조치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 제출

- 동일 미국, 영국의 거부권 행사로 동 결의안 부결
12.30. 남아공의 레소토 침공(12.19.) 규탄, 피해 보상, 대레소토 긴급 경제원조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채택

1986.2.13.
남부 아프리카 상황에 관한 다음 요지 결의안 채택

- 남아공이 전선국가 및 남부 아프리카 기타 국가에 대해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동 국가들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데 대한 깊은 관심 표명 및 남아공의 동 행위 규탄
- 남부 아프리카 독립 국가를 혼란 상태에 빠뜨릴 어떤 형태의 원조라도 제공 국가에 대해 유감 표명

ECOSOC(UN경제사회이사회) 회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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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1986년 제1차 회기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4.29.~5.23. 뉴욕
한국 참석자: 주유엔대표부 김해선 공사(수석대표), 강웅식 참사관, 황용식 참사관 등

주요
의제

- 인종차별 문제, 여성차별 문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문제, 마약 문제, 사회개발 문제,
인권 문제 등
5.8. 사회개발 문제 토의 시 황 참사관은 한국이 1965년 1인당 GNP 100달러에서 1983년 2,010 달러로 증가한

2. ECOSOC 1986년 제2차 회기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7.2.~25., 제네바
한국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선준영 공사(수석대표), 주유엔대표부 송영식 참사관 등

주요
의제

- 국제경제 및 사회정책, 무역과 개발, 식량, 신규 및 재사용 가능 에너지 개발, 지역협력, 유엔 내 국제협력
및 조정 등
7.11. ECOSOC 본회의 국제경제 및 사회정책 토의 시 선 공사는 다음 요지로 연설

- 개발에서의 인적 자원 중요성 강조, 한국 경제발전 원동력으로서의 인적 자원 개발 현황 소개, 한국
경제 현황 및 무역입국 정책 소개 등

3. 본 문건에는 동 회의 동향 및 결과 등에 관한 주유엔대표부 및 주제네바대표부의 보고 전문, 한국
참석자의 연설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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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요인이 인적 자원 개발에 있었고 한국 정부가 사회 개발을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발언

UNCHS(UN인간정주위원회) 총회, 제9차.
Istanbul(터키) 198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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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차 유엔 인간정주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 회의 참가 한국 대표단 및 훈령
등 관련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5.5.~16. 터키 이스탄불
한국 대표단

- 유상열 건설부 주택국장(수석대표), 서정훈 내무부 새마을지도과장 등 총 5명
회의 참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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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간정주위원회는 세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환경개선, 상수도 시설 등의 사업을
지원 및 집행하는 유엔 총회 산하기구로서 금번 회의 시 국토개발 계획 및 지방도시의 인간정주 사업에
관한 한국 입장 설명, 새마을 사업 중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농촌 주택사업 등 인간정주 환경개선과
관계 있는 사업을 영상자료로 소개
- 참가국의 주택 관련 정보 수집 등
훈령 요지

- 상기 한국의 국토개발 사업, 새마을 사업 등 소개
- 국제 무주택자의 해 사업과 관련, 한국이 198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성과 홍보
- 한국의 주택 현황 및 정책 등 소개, 참가국의 주택 관계 정보 수집
한국 대표단 활동

- 회의는 총회, 제1위원회, 제2위원회로 구분, 운영되었으며 제1위원회에서 황명찬 국토개발연구원장은
5.6. 중소도시의 인간정주 사업에 관한 한국 측 견해를 발표하고 이화영 주택공사 부사장은 5.9. 한국의
소규모 주택자재 생산 현황에 관해 설명
- 세계 무주택자의 해 관련 사업을 논의한 제2위원회에서 유상열 주택국장은 5.9. 한국의 임대주택 사업에
관해 연설
- 한국 대표단은 5.14. 회의 의장인 터키 Giray 건설장관을 예방, 도시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정보교환,
기술교류 등 상호협력을 제의한 데 대해, 동 장관은 양국은 해외건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여지가
많음을 강조하고 1984.11월 방한 시 소감으로 한국 경제발전 모델을 터키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2. 본 문건에는 건설부의 회의 참가 보고서, 유엔 인간정주위원회 가입 필요성 및 가입에 따른 실익 등에
관한 1986.3.27. 건설부의 외무부 앞 공문, 동 위원회 가입 문제 관련 외무부 내 협의 문서, 인간정주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에 관한 결의안 초안 등 동 회의 관련 유엔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특별회의. New
York,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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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OC 결의에 따라 1983~86년 뉴욕에서 개최된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특별회의 관련 내용임.
1. 1983년 회의 요지
전기 회의(3.9.~20.)

- 다국적기업(TNC) 활동 및 대우에 관한 Working Paper를 차기 후반 회의에서 토의하기로 결정
후반 회의(5.9.~21.)

2. 1984년 회의(1.9.~13.) 요지
외무부는 1.9. 동 회의 관련 다음 기본 입장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

- 기본적으로 개도국과 입장을 같이하되 한국은 투자 수용국 및 진출국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이 어느 일방의 이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
- 장기적인 원자재 공급선 확보 및 비교열위 산업의 해외이전 필요성 감안 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은
필연적이므로 동 규범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
동 회의에서는 다국적기업 정의, 동 규범의 적용범위 문제 등 주요 쟁점별 각 그룹 간 심각한
견해 차이 노정

3. 1985년 회의(6.17.~21.) 요지
UNCTC 사무처장으로부터 TNC 행동규범상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 설명 청취

- 동 보고서는 규범 필요성, 내국민 대우 등 주요 쟁점 검토

4. 1986년 회의(1.20~31.) 요지
한국 참석자: 주유엔대표부 강웅식 참사관(수석대표), 재무부 경제협력국 김범석 사무관
동 회의는 하등의 성과 없이 ECOSOC에 제출할 간략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

- 폐막 연설에서 77그룹 의장국인 유고 및 소련은 서구제국이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 금번 회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비난하고 TNC 규범 제정 작업 계속을 촉구
- 선진제국(특히 미국 및 영국)은 강경한 자세를 견지했으며 결국 선진제국이 동 규범 제정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
- 77그룹은 강경 및 온건파로 대립, 그룹 입장 정립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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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C 행위규범 입법 작업을 마치지 못했으나 일부 문안에는 합의 도달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1-12차.
New York,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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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4.10.~19. 뉴욕에서 개최된 제11차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대표단

- 주유엔대표부 강웅식 참사관(수석대표), 주철기 1등서기관 및 재무부 외자정책과 김범석 사무관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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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과 국제경제 관계의 최근 진전사항, 유엔 다국적기업센터의 활동,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및
기타 국제협정, 남아공 및 나미비아의 다국적기업, 포괄적 정보체제, 회계 및 보고의 국제적 기준, 국경
간 데이터 유통에 있어서의 다국적기업 역할, 기술협력, 다국적기업 정의 등
한국 대표단에 대한 기본 훈령

- 한국은 투자 수용국 및 진출국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느 일방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
- 현재로서는 순자본 수입국의 위치에 있지만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자원 민족주의에 따른
장기적인 원자재 공급선 확보 및 비교열위 산업의 해외이전 필요성 등 감안,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제
측면에서만 제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다국적기업과 투자 수용국의 상호이익 추구 원칙 견지 등

2. 1986.4.9.~18. 뉴욕에서 개최된 제12차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4.8. 동 회의에는 관계 부처 사정상 본부대표 참석이 어려우므로 주유엔대표부 직원이
참석토록 지시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4.8. 외무부 경제기구과장을 방문, 다국적기업 정의에 공산권 국영기업체
포함과 2년마다 회의 개최에 대한 지지 요청

- 한국 측은 이에 대해 공산권 국영기업체 포함에 대해서는 미측 입장을 지지하나, 2년마다 회의 개최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측 입장에 반대하지 않으나 한국은 77그룹 회원국이므로 동 그룹 입장을 고려해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

ECA(아프리카 경제위원회) 회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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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제1차 특별 각료회의 결과에 관한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의 보고(1986.3.29.)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3.28.~29. 아디스아바바
회의 결과

2. 상기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제2차 특별 각료회의 결과에 관한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의 보고(1986.10.16.)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10.13.~16. 아디스아바바
회의 결과

- 동 회의는 당초 10.15. 폐막 예정이었으나 10.16. 결의안과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폐막
- 아프리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유엔 특별총회 결과 검토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외채, 교역조건
악화, 경제구조 조정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아프리카 지원 활성화 등 촉구
- UNDP(유엔개발계획) 제4차 계획(1987~91) 실행 문제에서는 동 기간 중 제공될 2억 달러의 자금을
증액하는 문제, UNDP와 아프리카 경제개발계획의 우선순위 간 연결 문제, 국별 경제조정 문제, 여성인력
개발이용 문제, 교통·체신 분야에 대한 지원 증대 문제와 아프리카 경제통합 필요성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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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회의는 아프리카 경제위기에 관한 유엔 특별총회(1986.5.27.~31.)에 제출할 아프리카의 기본 입장
보고서 검토
- 동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저개발 및 계속되는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구조 조정 결여
및 낮은 생산성 등 지적
- 아프리카 경제개발 우선계획 1986~90(제21차 OAU 정상회의 시 채택)의 효율적 이행 등 아프리카
자체의 적극 노력과 함께 국제 사회의 자금 지원, 1차 산품 가격하락 방지, 교역조건 개선, ODA 증액,
외채부담 경감 등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 필요성 강조

제53차 신탁통치이사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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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네시아 등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신탁통치국: 미국) 종료를 위한 1986년 유엔 신탁통치이사회
회의 결과에 관한 주유엔대표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제53차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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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5.12. 시작된 동 회의에서는 현재 유일한 신탁통치 지역인 동 지역의 신탁통치를 해제하고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마셜제도, 팔라우 등으로 독립시켜 미국과 자유연합(Free Association)의 관계를
맺게 하는 문제를 의결할 예정으로 동 지역이 전략지역인 관계로 신탁통치이사회에서 의결될 경우
안보리에 상정될 예정
- 5.28. 회의에서 동 지역 장래에 관한 결의안 거수 표결 결과 3:1(소련 반대)로 채택
• 동 결의안은 영국, 프랑스 공동 제안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신탁통치이사회 참관단 참관하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마셜제도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자유연합을,
북마리아나의 경우에는 commonwealth 관계를 선택했음에 주목하고, 미국 정부가 해당 정부와 협의해
1986.9.30. 이전 Compact of Free Association 및 Commonwealth Covenant를 각각 발효하도록 일자를
정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토록 요청
• 소련은 투표 설명 발언을 통해 전략지역 신탁통치 협정의 변경 문제는 안보리만이 결정권이 있다고
강조하고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의 자결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
- 6.30. 회의에서 안보리에 제출할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 지역에 관한 보고서를 거수 표결 3:1(소련 반대)로
채택하고 1986년도 회기 종료
10.23. 주유엔 미국대사는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마이크로네시아 연방(1986.11.3.), 마셜제도
(1986.10.21.), 북마리아나(1986.11.3.)와의 해당 약정 등이 발효되었으며 팔라우와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통보

제17차
특별회기

- 미국의 요청으로 1986.11.20.부터 개최, 12.2. 실시 예정인 팔라우 주민투표에 유엔 참관단 파견 문제 토의
- 11.21. 영국 및 프랑스가 공동 제안한 참관단 파견 결의안을 3:1(소련 반대)로 채택
- 동 주민투표는 미국·팔라우 간 Compact of Free Association 내 특정 조항(미국의 핵추진 함정 및 항공기의
팔라우 영내 진입 허용 여부)에 관한 투표로 2월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72%에 그쳐 3/4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실시

2. 본 문건에는 상기 결의안, 신탁통치이사회 작성(1986.5.6.) 해당국 개황 자료 등 동 회의 관련 유엔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De Cuellar UN 사무총장 선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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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 연임 동향 관련 1986.1.22. 주유엔대표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동 사무총장 자신 스스로는 연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오고 있으나 다수에 의해 연임 요청을 받을 경우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지의 지배적 관측
현재로서는 다음 사유로 연임 가능성 높음.

2. 주유엔대표부는 1986.7.30. 현 사무총장이 심장수술(7.24.) 후 상태는 정상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동 수술 후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후보 추진을 위해 다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소련
및 서방 강대국에서는 재정 기여도 등을 감안,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보고함.
3. De Cuellar 사무총장 임기 만료(1986.12.31.)에 따른 후임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1986.10.10.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로 개최되어 현 사무총장의 1987.1.1.~1991.12.31. 사무총장직 임명 추천 결의안을
이사국 전원 일치에 의해 채택함.
동일 유엔 총회 본회의는 동 사무총장 추천 결의안을 전원 일치로 채택
10.11. 외무부는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을 주유엔대표부에 타전, 전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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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무총장이 재선 입후보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사무총장은 지역 안배 순서로 보아 아프리카그룹
국가에서 나와야 하나 아프리카권은 영·불어 사용권으로 분립되어 단일 후보 추대가 어려울 전망
- 현 사무총장은 다수국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도 신임을 받고 있고 소련도 주소
대사를 역임한 동인에게 대체적으로 만족
- 영국은 포클랜드 문제 관련 일시 동 사무총장에게 불만을 표시한 바 있으나 최근 사무차장에 영국인
기용 등 프랑스와 함께 주요 보직 충원 등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 등 동 사무총장에 큰 불만
없고, 중국(구 중공)은 아프리카권이 단일 후보 추대 시 지지할 가능성은 높으나 현 사무총장에 별다른
이견 제기는 없을 전망

UN 팔레스타인문제 아프리카지역 세미나.
Nairobi(케냐) 1986.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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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의권리행사위원회(Committee on the Exercise of the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는 1986.8.18.~22. 케냐 나이로비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아프리카 지역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동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 및 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한국 대표단: 최동진 주케냐대사(수석대표) 및 주케냐대사관 박태숙 참사관
훈령 요지
670

-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인 연대감 표시
- 중동 정세의 미묘성을 고려, 세미나 토론 시 적극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론 분위기에
따라 한국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유엔 결의에 의해 확인된 바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포함한 합법적 권리 존중 등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 대PLO 지원 내용
설명 등

2. 동 세미나의 세부 주제, 참석국 및 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세미나 세부 주제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Middle East, Role of PLO, Africa and the Question of Palestine, UN
and the Question of Palestine
참석국

- 40개 국가, PLO 및 9개 국제기구
토의 요지

- 대부분의 발언자들이 PLO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 및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중동문제
해결을 위해 PLO가 참가하는 국제회의 개최 필요성 강조
- 팔레스타인 문제와 남아공의 인종차별주의가 동종의 문제로서 남아공 및 이스라엘이 제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점 감안, 아랍·아프리카 협력 증진 필요성 강조
- 1947년 이래 유엔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책임과 PLO의 팔레스타인 민족 염원 실현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 주관하의 PLO가 참가한 국제 회의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 재강조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 국제회의. Paris,
1986.6.16.-20

| 86-060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5 / 7 / 1~195(195p)

1. 남아공 제재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Sanctions Against Racist South Africa)가 1986.6.16.~20.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됨.
개최 근거: 1985.12.10. 유엔 총회 결의
목적

- 1981.5월 파리 남아공 제재 국제회의 개최 이후 진전사항 검토 및 인종차별정책 조속 철폐를 위해
유엔 헌장에 따른 구체 방안 건의
참석국

한국 대표로 윤억섭 주프랑스대사(수석대표), 외무부 국제연합과 박병연 사무관 참석
한국 수석대표 연설(6.18.) 요지

- 남아공의 아파타이트 정책을 규탄하고 한국의 아파타이트 반대 정책 및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언급하고,
금번 회의가 아파타이트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구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
토의 요지

- 유엔 사무총장, Diouf 세네갈 대통령(OAU 의장 자격), Faleiro 인도 외교담당국무상(비동맹 의장
자격) 등은 6.16. 개막연설에서 남아공이 Sweto 폭동 10주년을 맞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파타이트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금번 회의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 행위인 아파타이트의 조속
철폐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 북한(문병력 주유네스코대사)은 6.18.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이 배후에서 남아공을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
최종 문서(Declara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Sanctions Against Racist South Africa) 요지

- 남아공 정부의 주민 탄압에 심각한 우려 표명, 아파타이트 즉각 철폐, 나미비아 독립 실현을 위해 남아공
및 유엔 안보리에 대해 필요한 조치 촉구
- 서방 제국, 특히 미·영에 대해 안보리에서 남아공 제재를 위한 강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
- 각국 정부의 남아공과의 관계 단절 촉구, 석유 전면 금수 및 신규 투자 전면 중지 등 안보리의 대남아공
포괄적 강제조치 채택 촉구 등

2. 본 문건에는 상기 한국 수석대표 연설문(영문), 북한대사 연설문(프랑스어), 최종문서(영문) 등 회의 관련
자료도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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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개 유엔 회원국, 남북한을 포함한 3개 비회원국, SWAPO 등
- 미국, 영국, 서독은 불참했으며,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옵서버 대표단
참석

나미비아의 독립을 위한 국제회의. Vienna,
1986.7.7-11

| 86-060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5 / 8 / 1~229(229p)

1. 나미비아의 조속한 독립을 위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Immediate Independence
of Namibia)가 1986.7.7.~11.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됨.
개최 근거: 1985.12.13. 제40차 유엔 총회 결의
목적

- SWAPO 주도하에 나미비아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지 기반 강화 및 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국제적인 행동계획 수립 등
672

참석국

- 남북한 포함 114개국 참석,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및 서독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한국 대표로 이상옥 외무부차관(수석대표), 이시용 주오스트리아대사(교체수석대표), 외무부
함명철 국제연합과장 등 참석

한국
수석대표 연설(7.8.) 요지

-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SWAPO) 지도하의 나미비아인의 독립 적극 지지, 유엔 안보리 결의 435호가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 한국은 유엔의 각종 기금 및 계획을 통해 나미비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며 남아공과의 각종 교류에 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요지의 연설
토의 요지

-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 유엔 총회 의장, 탄자니아 외상 등은 7.7. 개막연설에서 안보리 결의 435호
(1978)만이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는 나미비아 독립 방안임을 강조하고 동 결의안의 무조건 이행을 통한
나미비아의 조속한 독립을 촉구하고, 나미비아의 독립 문제를 앙골라 주둔 쿠바군 문제와 연결시키는
소위 Linkage 정책 반대
- 북한(최기철 주오스트리아대사)은 7.8. 연설에서 SWAPO 및 전선국가의 투쟁에 대한 지지 표명
- 소련은 7.8. 연설에서 쿠바군의 앙골라 주둔은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앙골라의 주권 문제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지원에 의한 남아공의 Linkage 정책 반대
- 7.11. 폐막 회의에서 37개 항목의 행동계획 및 25개 항목의 선언문 채택

2. 본 문건에는 한국 수석대표 연설문(영문), 동 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책자), 동 회의 관련 유엔 문서 및
참고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외활동, 1985-86

| 86-060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5 / 9 / 1~127(127p)

1. 1985~86년 주유엔대사 및 주유엔대표부 직원들의 각종 대외활동 관련 보고 내용임.
김경원 주유엔대사는 1985.3.5. 콜럼비아대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토론회에 참석, 남북한 관계
및 총선 후의 국내 상황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해 연설 및 질의응답
김경원 대사는 4.9. Vance 전 미 국무장관, Lord 외교협회 회장, Gleysteen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을
만찬에 초청(부부 동반), 한국의 최근 정세 등 설명
김경원 대사는 4.15. Council of Foreign Relations의 초청으로 월남 패망 10주년 기념 회의에
패널 member로 참석, 아시아 국가들은 월남 패망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의견 교환

최광수
신임 주유엔대사는 11.27.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 한국 외무장관의 임명 통지서를 수교하고
남북한 관계 등에 관해 환담

최광수
대사는 신임 인사차 12.4. Kuroda 일본대사, 12.9. Garba 나이지리아대사, 12.10. Shihab
사우디대사, 12.16. Waters 미국대사, 12.17. Alatas 인도네시아대사 등 방문

최광수
대사는 1986.1.29. 신임 인사 및 국정연설 홍보 등을 위해 유엔 기자단을 관저로 초청,
리셉션 개최
최광수 대사는 2.19. Cordovez 유엔 특별정치담당 사무차장과 오찬, 최근 남북한 관계, 유엔 가입 문제,
중국(구 중공)의 대한반도 시각 등에 대해 의견 교환

5.29.
최광수 대사는 5.14.~18. 방한 후 귀임한 De Pinies 유엔 총회 의장을 예방, 방한 결과 등
에 관해 환담

최광수
대사는 8.20. Kasemsri 태국대사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 동 만찬에 참석한 Li 중국(구 중공)
대사와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에 관해 환담

박근
주유엔대사는 10.16.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 임명 통지서 수교 및 남북한 문제 등에 관해 환담

박근
대사는 10.17. Walters 미국대사, 10.21. Kikuchi 일본대사 등 주요국 대사와 10.23. Cordovez
유엔 특별정치담당 사무차장 등 유엔 사무국 고위인사를 순차적으로 신임 인사차 예방

2. 본 문건에는 이시영 주유엔대표부 공사의 1985.1.9. Yevstafiev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과의 오찬
면담요록, 시아누크와 김일성과의 관계에 관한 뉴욕 발간 Interview 잡지 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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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연설
김경원 대사는 11.13. 이임 인사차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을 방문, 남북대화 현황 등에 관해

De Pinies Jaime UN총회의장 방한, 1986.5.14-18

| 86-060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5 / 10 / 1~165(165p)

1. 방한 경위
Jaime De Pinies 주유엔 스페인대사는 1985.3월 김경원 주유엔대사 앞 서한에서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명하고 바쁜 일정상 1986년 방한 가능성을 시사

- 외무부는 동인의 1986년 중 방한을 희망하는 주유엔대사 명의의 서한을 1985.4.24. 발송
1985.9월 제40차 유엔총회 의장으로 피선된 De Pinies 의장은 1986.5.1. 김경원 대사에게 5.14.~18. 방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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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후 일본 방문)
De Pinies 의장은 1986.5.14.~18. 부인 동반 방한

2. 방한 결과
방한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면담, 국무총리 예방, 대통령 예방, 국제 평화의 해 기념식 참석 및 연설(동 기념식은 세계
대학 총장회와 경희대 주최),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비공식 오찬, 호암 박물관 및 민속촌 관람,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5.15.), 현대중공업 시찰, 경주 시찰 및 부산 유엔 기념묘지 헌화(5.16.), 국무총리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5.17.), 올림픽경기장 시찰 및 이한(5.18.)
동 의장은 5.17. 기자회견 시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 관련 다음 요지로 발언

- 유엔 가입이 통일을 방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틀린 주장
- 남북한은 유엔에 가입해야 하며,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려고 할 수 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의해
거부(veto)될 수도 있음.
- 거부권 남용은 평화 애호국의 유엔 가입을 방해하는 것임.
- 남북한이 동시가입 신청을 한다면 훨씬 쉬울 수도 있으나 모든 국가는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자격 보유
- 한국이 유엔 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77그룹 활동을 통해 유엔 가입을 촉진할 수 있기를 조언

Kubota, Yo 인권위사무국 진정서 담당관 방한,
1986.8.24-30

| 86-060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5 / 11 / 1~69(70p)

1. 방한 경위
주제네바대표부는 1986.6.27. 유엔 인권센터 사무국 Yo Kubota 진정서 담당관을 8.24.~30.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2차 ILA(국제법협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을 건의
7.21. 국제법협회 한국지회 회장 명의 동 담당관 앞 초청장 발송

2.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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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8.24.~30. 방한
제62차 국제법협회 총회 참석,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등

Muniz, Carlos M. 주UN 아르헨티나대사 방한,
1986.6.17-22

| 8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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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5 / 12 / 1~130(130p)

1. 방한 경위
Muniz 주유엔 아르헨티나대사는 1986.6.17.~22. 유엔 및 비동맹 관계 주요 인사 방한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방한
한바, 동인은 1962~63년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을 역임함.

2. 방한 일정
외무부차관 예방,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및 미주국장 면담, 서울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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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시찰,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만찬(6.18.)

- 동 대사는 외무부 인사와의 면담 시 유엔 및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계속 지지 및 한·아르헨티나
가축위생협정 체결 등에 관심 표명
판문점 시찰, 외교안보연구원장 주최 오찬 및 간담회(6.19.)

- 동 대사는 외교안보연구원 간담회에서 아르헨티나의 대유엔 정책에 관해 연설
경주, 현대자동차 시찰, 주한 아르헨티나대사 주최 만찬(6.20.)
삼성전자 시찰 및 민속촌 관람(6.21.)

Salah, Abdullah 주UN 요르단대사 방한,
198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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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5 / 13 / 1~72(72p)

1. 방한 경위
Salah 주유엔 요르단대사는 1986.4.5.~12. 유엔 및 비동맹 관계 주요 인사 방한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한바,
동인은 1966~67년 요르단 외무장관, 1970~72년 교통장관 역임함.

2. 방한 일정
호암박물관 관람(4.6.)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제1차관보, 중동국장 면담,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올림픽경기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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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만찬(4.7.)
대우 부산공장 시찰, 경주, 현대중공업 시찰, 한·아랍친선협회 주최 만찬(4.8.~10.)
판문점 시찰,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주최 만찬(4.11.)

UNMCK(UN기념묘지위원회), 1986

| 86-060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5 / 14 / 1~159(159p)

1. 1974.2.15. 설 립 된 유 엔 기 념 묘 지 관 리 위 원 회(Commission for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CUNMCK)의 1986년 제13차 정기총회 회의록(영문), 소위원회(Sub-Committee) 회의록(영문), 유엔기념
묘지 관리소장의 월별 재정보고서 및 연례보고서(영문), 1987년 예산자료(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2. 제13차 정기총회 관련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678

개최 일자 및 장소: 1986.10.23., 부산 소재 유엔기념묘지 사무실
참석자(CUNMCK 위원국 대표)

-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주한 호주, 캐나다(현 의장국), 프랑스(차기 의장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터키, 영국대사, 주한 미국대사(참사관 대리 참석), 주일본 남아공대사관(한국 겸임) 영사
주요 의제

- 제12차 총회 회의록 채택, 관리소장의 연례보고, 소위원회 보고, 감사 임명, 1987년 예산 심의 등
1987년 한국 정부의 분담금은 전체 예산의 45% 수준인 125,618.90달러(전년 대비 5.1% 증가)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 행사,
1986

| 86-060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5 / 15 / 1~75(75p)

1.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행사 관련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기념행사 개최 경위 및 한국 관련 사항

- 제32차 유엔 총회 결의(1977.12.2.)로 11월 29일을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International
Day of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 People)로 정하고 매년 유엔 본부에서 기념행사 거행
- 한국은 비동맹의 주요 관심사인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을 표시하고 중동과의 유대 증진을 위해 1981년
이래 동 행사에 메시지 발송
1986.12.1. 개최(11.29.은 토요일)되는 동 행사에 다음 요지 외무부장관 명의 메시지 발송

2. 1986.12.1.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상기 기념행사에는 유엔 사무총장, 제41차 유엔 총회 의장 등이 참석,
성명을 발표함.
소련, 중국(구 중공) 등 45개국은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명의 메시지, 한국, 일본 등 7개국은
외상 명의 메시지 송부
북한대사는 동 행사에 참석했으나 1985년에 이어 1986년에도 김일성 메시지를 보내지 않음.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예년과 같이 동 행사 불참

3. 본 문건에는 동 메시지 홍보 관련 외무부의 아주, 중동, 아프리카지역 비동맹 국가 주재 공관에 대한
지시 전문(1986.12.1.) 및 관련 공관의 보고 전문, 동 기념행사 시 유엔 사무총장 및 총회 의장 성명문 등
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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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 행사 및 국가독립 성취를 위한 투쟁 지지 재확인
- 팔레스타인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해 1967년 점령한 아랍 영토로부터 이스라엘군의 철수
- 국제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무력에 의한 영토 취득 불인정, 자결권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권리의 완전한 행사 등

| 86-0609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2차. Bangkok, 1986.4.22-5.2. 전4권, V.1
기본계획 I(1985-86.2)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5 / 16 / 1~305(308p)

1986.4.22.~5.2. 방 콕 에 서 개 최 된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총회 참가를 위한 정부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임.
1. ESCAP 사무국에서 작성한 동 총회 잠정 의제는 다음과 같음.
아·태지역 경제·사회 개발정책 및 전망
아·태지역 인적 자원 개발(기술 차원)
680

- 금차 총회 주제
아태지역 교통통신 10년(1985~94) 검토
ESCAP 활동 강화 방안 검토 등

2. 제42차 ESCAP 총회준비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의 일자 및 장소: 1986.2.21., 외무부 회의실
회의 참석자

- 오행겸 외무부 경제기구과장(회의 주재), 경제기획원, 재무부, 과학기술처 등 13개 관련부처 실무자
동 회의에서 수석대표 선정 문제, 기조연설 작성, 기여금 및 분담금 관계, 대표단 규모 등 협의

3. 본 문건에는 회의 참가 준비를 위한 외무부와 관계 부처 간 협의 문서, 외무부 주관 실무자회의 자료,
총회 잠정 의제안에 관한 ESCAP 문서, ESCAP 상임대표 자문회의(Advisory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and Other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Members of Commission) 회의록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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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2차. Bangkok, 1986.4.22-5.2. 전4권, V.2
기본계획 II(1986.3)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1 / 1~308(310p)

1986.4.22.~5.2. 방콕에서 개최된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총회 참가를 위한 정부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임.
1. 동 총회 의제 중의 하나인 아시아 환경관리선언에 대한 환경청의 검토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5.2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환경 각료급 회의 시 채택된 환경관리선언 환영
한국은 동 선언에 부응하는 환경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으며 또한 시행할 예정

2. 외무부는 1986.3.24. 제42차 ESCAP 총회 및 제19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수석대표 임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재가를 상신함.
ESCAP 총회 및 1986.4.30.~5.2.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9차 ADB 총회에 참석할 한국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에 정인용 재무부장관 임명
파견 목적

- 아태지역 경제·사회 개발과 관련 ESCAP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ESCAP 활동 적극
참가를 통해 동 기구 내 한국의 지위 향상 도모 및 한국 관련 주요 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 등
- 한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특별증자 희망 및 ADB의 재원 보충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의사 표명을
통해 한국의 ADB 기여 활동 제고

3. 본 문건에는 ESCAP 총회 의제별 상세 설명 ESCAP 사무국 작성 문서, 동 의제 관련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체신부, 환경청 등 관련 부처의 소관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과 동 총회 참석 직원
명단을 통보하는 외무부 앞 공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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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1월 환경관리 전담기구인 환경청 설립
- 국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
-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중으로 1986년 말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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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2차. Bangkok, 1986.4.22-5.2. 전4권, V.3
기본계획 III(1986.4)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2 / 1~210(210p)

1986.4.22.~5.2. 방콕에서 개최된 제42차 ESCAP 총회 한국 정부 대표단 및 주요 의제별 훈령
등은 다음과 같음.
1. 대표단
권원기 과학기술처 차관(수석대표), 김좌수 주태국대사(교체수석대표),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682

농수산부, 상공부, 동자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환경청 관계관 등
참가 목적

- ESCAP 활동에의 적극 참가를 통해 동 기구 내 한국 지위 향상 도모
- 총회 주제인 인적 자원 개발 관련 역내 개도국의 개발지원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한국의
대ESCAP 기여 활동 제고

2. 주요 의제별 훈령 요지
한국의 대표권 문제

- 미수교 공산국 대표의 한국 대표권 이의 제기 경우 한국 정부는 유엔에 의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되었으며 1949년 ESCAP 가입 이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점을 들어 그 부당성 지적
인적 자원 개발

- 한국은 개발과 관련된 경험 및 기술을 개도국에 제공할 용의가 있고 남남협력 차원에서 실제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개도국의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국의 동 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 필요성 지적
최저 개도국을 위한 Substantial New Programme of Action

- 역내 최저개도국들은 1차 산품 수출국들임을 감안, ESCAP 사무국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과
협조해 1차 산품 수출가격 안정을 위한 구체 행동계획 수립이 바람직함을 지적
아·태 교통·체신 10년 개발계획

- 선진국과 개도국 간 동 분야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긴요하며 ESCAP과 선진 회원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한국은 88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동 분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설명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문(영문) 요지

- 저금리, 저유가, 달러화 가치 하락이 세계 경제 및 ESCAP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언급
- 보호무역주의의 해독, New Round 협상에 임하는 한국 입장 설명
- 방콕협정 확대 협상 참여 권유 및 한국의 무역자유화 노력 소개
- ASPAT(아·태무역박람회) 88 유치 의사 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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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2차. Bangkok, 1986.4.22-5.2. 전4권, V.4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3 / 1~163(164p)

1. 1986.4.22.~5.2. 방콕에서 개최된 제42차 ESCAP 총회 참가 결과에 관한 1986.5.7. 외무부 작성 요약
보고 자료 요지는 다음과 같음.
참가국 및 기구

- 회원국 34, 준회원국 7, 옵서버 국가 15, 유엔 기구 및 기타 정부 간 기구 40 등
한국 대표단

- 권원기 과학기술처 차관(수석대표) 등 관련 부처 관계관 17명
주요 의제

한국 관련 사항

- 한국은 아태무역박람회(ASPAT)를 1988.5월 하순경 서울국제무역박람회(SITRA)와 병행하여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ASPAT 총회 시 ASPAT 정기 개최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한국만이 유일하게
차기 ASPAT 유치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중국(구 중공)이 개최지 문제에 대한 유보 입장을 표명하였더라
도 한국이 유치 문제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으로 평가
- 방콕협정 확대 협상 제2라운드 2차 회의의 서울 개최 추진
- 아·태기술이전센터(APCTT) 및 지역광물자원개발센터(RMRDC) 집행이사국으로 피선
- 한국 대표권 문제 관련, 4.24. 신임장위원회 개최 시 민주캄보디아연정의 대표권에 대해 베트남, 소련
등 5개국이 공동 이의를 제기했을 뿐 전례와 달리 한국의 대표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음.

2. 외무부는 1986.8.11. ESCAP에 대한 기여금을 외무부 예산으로 확보해 매년 ESCAP 총회 시 공표해
왔으나 ESCAP 기여활동을 종합하여 ESCAP에 별도로 통보하는 것이 한국의 대ESCAP 기여도를
부각시키고 ESCAP 내 한국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견지에서 기여금 포함 ESCAP 기여활동을
ESCAP 고위층 접촉 시 또는 문서로 통보토록 주태국대사관에 지시함.
1986년도 ESCAP 기여금 및 분담금 137,395달러(현금), 석탄 활용 기술훈련 등 국내 유치
ESCAP 사업 포함 ESCAP 활동지원 234,000달러(현물)임을 1986.10.2. 주태국대사 명의 서한으로
Kibria ESCAP 사무총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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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자원 개발(총회 의제), 최저개도국 개발지원 행동계획, 동경계획 이행, ECDC/TCDC, 기타 전문 분야
현안 사항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개발
계획위원회, 제6차. Bangkok, 1986.11.4-10

| 86-061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4 / 1~115(115p)

ESCAP 개발계획위원회(Committee on Development Planning) 제6차 회의가 1986.11.4.~10.
방콕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주요 의제
684

- 개발정책 및 전략에 있어서의 주요 과제, 개발계획 수립, 거시경제 모델 및 계획, 역내 경제협력, 다국적
기업,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사회복지제도 확충 등
한국 정부 대표단

- 장기호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수석대표), 정선길 재무부 외자관리과 사무관 등
회의 참가 목적

- 최근 확정된 바 있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역내 회원국과의 이해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 도모

2. 회의 결과
한국 대표단 활동 요지

- 11.4. 아·태지역 개도국의 경제개발 정책 및 전략 논의 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하에 안정
기조를 구축했음을 홍보하고 산업능률 향상, 국민복지 증진, 과학기술 개발, 균형 있는 지역발전 등
제6차 5개년 계획 내용 설명
- 11.6. 다국적 기업 논의 시 한국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기술, 투자 등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하고
다국적 기업이 야기하는 환경문제 관심 촉구 등
11.10. 동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보고서 주요 요지

- 개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문제 survey 발간 계속
- 아·태지역에 있어서의 개발경험 교환을 위한 세미나 지속 (1987년 개최는 ESCAP 사무국과 KDI 간
협의 진행 중)
- ESCAP 사무국의 공공재정 연구를 위한 지역기구 설립 문제는 타당성 조사 업무에 국한
- 자본, 기술 및 경영기법 제공 등 다국적 기업의 긍정적 역할 인지 및 다국적 기업 야기 환경문제 규제를
위한 지역, 국제적 협력 촉구 등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공업
기술장관회의. Bangkok, 1986.9.22-24

| 86-061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5 / 1~371(373p)

1. 1986.9.22.~24. 방콕에서 개최된 ESCAP 공업·기술장관회의 참석 한국 정부 대표단 및 훈령 등 관련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대표단

- 김좌수 주태국대사(수석대표), 장성태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교체수석대표), 장기호 주태국대사관
참사관, 경제기획원, 외무부, 과학기술처 관계관 등
훈령 요지

2. 동 회의 결과에 관한 1986.10.14. 외무부 경제국 작성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주요 의제

- 아태지역 공업·기술 발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공업·기술 분야에서의 지역협력 촉진 방안,
제2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준비 등
참가국: 한국 등 25개 회원국 및 UNIDO 등 8개 국제기구
주요 의제별 토의 요지

-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산업구조 조정, 공기업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정책 및 경험 소개
- 소련의 제의로 제3차 유엔개발연대의 개발전략 목표 실행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ESCAP 사무국이 행하도록 권고, 미국의 제의로 사기업화 평가에 관한 연구를 동 사무국이 행하도록
권고
- 인적자원개발 관련 APCTT Training Course on HRD Policy and Planning for Technology and Development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치에 사의 표명 등
- 1987.11월 태국 개최 UNIDO 총회 이전 ESCAP 지역 공통 문제점에 관한 대책 수립 추구 등
한국 대표단 활동 요지

- 김좌수 주태국대사(수석대표)는 9.23.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 개발 장기계획,
제6차 경제사회개발계획 등 소개
- 장성태 기술협력관은 고위실무자회의(9.17.~19.)에 참석,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대개도국 지원 의사
등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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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회의는 공업화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ESCAP 역내 국가들의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협력방안 강구를
위해 각국의 공업·기술정책 및 발전 현황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동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험 및
정책을 소개하고 대개도국 협력 실적 설명
- 공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지역협력 강화 및 ESCAP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 채택 필요성 지적
- 경제 여건상 구조적 제약 요인을 안고 있는 최빈개도국의 공업화 추진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
지적 등

| 86-0615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농촌
종합개발에 관한 국별 연락관회의. Bangkok,
1986.6.23-27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6 / 1~32(32p)

ESCAP 농촌종합개발에 관한 국별 연락관 회의가 1986.6.23.~27. 방콕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
조규담 농수산부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2. 참가 목적
686

한국의 농촌종합개발 현황 및 경험 설명
아태지역 내 개도국의 농촌종합개발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검토, 여타 회원국의 농촌개발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수집
농촌개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3. 훈령
아태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도국들로 농업 분야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의 동 분야 개발 추진 현황
및 경험 설명을 통해 여타 개도국의 동 분야 정책수립에 기여
동 분야 자료 및 정보 수집을 통해 한국의 동 분야 정책수립에 참고 등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산림
피해 전문가 회의. Bangkok, 1986.1.28-2.3

| 86-061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7 / 1~75(75p)

1. ESCAP 열대 산림 피해의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 관한 전문가회의(Expert Group Meetings on
th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Aspects of Tropical Deforestation)가 1986.1.28.~2.3. 방콕에서
개최됨.
2. 동 참석 한국 정부 대표 및 훈령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의제

한국 정부 대표: 산림청 임업시험장 김재수 임업연구사
훈령 요지

- 대국제기구 및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
- 산림보호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을 적극적으로 발표, 반영함으로써 국익 증진에 기여
- 참가 회원국의 동 분야 기술·정보 및 정책 자료를 수집, 한국의 동 분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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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파괴가 사회, 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보고서 발표, 산림 경영의 법적 제한 사항,
산림 보전 홍보활동 등

| 86-0617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수자원
개발 훈련을 위한 지역기구 설립에 관한 정부간
회의. Bangkok, 1986.5.27-31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8 / 1~44(45p)

1. 외무부는 1986.1.31. ESCAP 사무국이 1986.5.27.~31. 방콕에서 개최 예정인 수자원 개발훈련 지역망
설치에 관한 정부 간 회의(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Network for
Training in Water Resources Development)에 대한 한국의 참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왔음을 농수
산부에 통보하고 참가 여부를 문의함.
2. 농수산부는 1986.4.30. 예산 사정상 참석이 어려우므로 주태국대사관에서 동 회의에 참석토록 외무부에
688

요청하고 의제에 관한 다음 요지의 의견을 통보함.
수자원 개발훈련 지역망 설립

- 아·태지역 개도국 간 수자원 개발에 대한 기술훈련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동 지역망 설치는 향후
동 지역 수자원 개발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동 지역망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별도 기구 설치
여부는 구체 검토 필요
지역망 운영

- 지역망이 설립된다면 운영 경비는 한정된 지역망 참가국보다는 ESCAP 회원국의 합리적인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 선진국의 적극 참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지원 필요 등

3. 외무부는 1986.5.13. 동 회의에 참석, 상기 농수산부 의견에 따라 적의 대처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할
것을 주태국대사관에 지시함.

| 86-0618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제2회
아시아실크박람회 운영위원회 회의, 제1-2차.
Hong Kong, 1985-86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9 / 1~79(79p)

1985~86년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주관 제2차 아시아 실크박람회(1986.6월,
홍콩)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 관련 내용임.
1. 아시아 실크박람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5.4.1.~3. 홍콩
대표단

- 이은직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업개발부장 및 박찬혁 홍콩무역관장
- 동 실크박람회를 1986.9.16.~20. 홍콩에서 개최키로 결정
- 참가국은 제1차 박람회 참가국(7개국) 외에 일본이 참가토록 ESCAP에서 적극 권유키로 함.
- 박람회 종료 후 약 1주일간 실크산업 시찰을 실시하며 지역은 한국이나 인도 중에서 선정

2.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3.4.~6. 홍콩
대표단

- 조성호 대한무역진흥공사 시장개척본부장, 박찬혁 홍콩무역관장, 허문 상공부 아주통상과 행정사무관
훈령

- 실크산업 발전 및 교역 증진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 및 정책 최대한 반영
- 실크산업 및 교역 분야에 대한 각국의 최신 정보 및 자료 수집
- 중국(구 중공) 대표와의 접촉을 통해 교역증진 기회 모색 등
회의 결과

- 동 박람회 종료 직후 실시되는 실크산업 시찰(1986.9.22.~28.) 대상국으로 한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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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정부간
철도 그룹회의, 제5차. Bangkok, 1986.11.25-12.1

| 86-061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10 / 1~96(96p)

ESCAP 정부간 철도그룹 회의(Intergovernmental Railway Group Meeting)가 1986.11.25.~12.1.
방콕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
임홍재 주태국대사관 2등서기관, 김형균 철도청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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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령 요지
한국 철도는 과거 15년간의 전산운용 경험 및 미·캐나다 등의 전문가들에 대한 용역 시행을
통해 고도의 철도 통계제도와 회계 및 운영에 관한 각종 활용기법을 개발, 보유하고 있으므로
1984년 이래 철도청과 국내 전산회사가 공동으로 개발, 시행 중인 승차권 전산발매 등을 적극
홍보

아시아
횡단철도망 및 Master Plan 관련 지역적으로 한국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자금 및
시설 공여 제의에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

한국
철도 발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자료, 1985.1월 이래 개최된 각종 철도 관련
ESCAP 세미나 및 Workshop 자료 수집 등

3. 1986.11.25. 회의 시 한국 대표 활동 요지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철도 운영 개선책을 중심으로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 등 소개

4. 1986.12.1. 채택된 동 회의 최종 보고서 요지
재정 면에서 철도의 정부 의존도 감소 필요성 및 철도의 상업화 활동 적극 추진 지지
철도 운영 및 관리에 컴퓨터 응용으로 안전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함에 주목하나 아태지역
개도국 대부분이 노동집약 경제임을 고려할 필요

아시아
횡단철도 계획 관련 지역 내 및 지역 간 철도·해양 운송, 환적시설 및 운영, 아시아
철도 규격화 등 47개 사업 선정(일본은 동 계획 반대, 소련은 적극 찬성) 등

| 86-0620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천연자원위원회 회의, 제13차. Bangkok,
1986.10.14-20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11 / 1~315(316p)

1. 1986.10.14.~20.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13차 ESCAP 천연자원위원회 참석 한국 정부 대표단 및 훈령
등 관련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대표단

- 김종환 동력자원연구소 광산연구부장, 임홍재 주태국대사관 2등서기관
훈령 요지

2. 한국 대표는 1986.10.14. 회의 시 한국의 수자원 현황,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통제를 위한 각종 입법 등을 설명하고 회원국이 자국 경비 부담하에 한국 수자원 개발 현황을 시찰코자
할 경우 협력 용의를 표명함.
상기 ESCAP 문서 수정 요청 관련, ESCAP 사무국 측은 동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중국이 북한과
해당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수정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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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 del Plata Action Plan 이행상태 검토) 장기 수자원 개발계획(1981~2001)을 수립, 풍수해 예방을
위해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
- (수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 환경보존법에 따라 대규모 수자원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조절 극대화로 홍수 피해 방지에 큰 효과를 보고
있음을 설명
- (천연자원에 관한 ESCAP 활동 검토) ESCAP 산하기구인 광물자원개발센터(RMRDC)의 활동보고서 상세
검토 및 한국 실정에 필요한 자원 분야 개발 현황에 관한 자료 입수
- (ESCAP 문서 수정) ESCAP 문서에 따르면 중국(구 중공)이 한국과 압록강에 관한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한국은 공유 수자원 개발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 체결 사실이 없음을 ESCAP
사무국 측에 지적, 수정 요청

| 86-0621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통상
장관회의. Bangkok, 1986.6.16-18.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12 / 1~263(265p)

1. 1986.6.16.~18. 방콕에서 개최되는 ESCAP 통상장관회의 한국 정부 대표단 및 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대표단

- 정영의 재무부차관(수석대표), 김좌수 주태국대사(교체수석대표),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관계관 등
참가 목적

- 1978년 이래 8년 만에 개최되는 아·태지역 교역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 회의에 참석,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익 증진에 기여
692

주요 의제

- ESCAP 회원국 간 교역 확대 전망에 관한 토의, 역내 무역 및 금융 협력을 위한 기존 계획 및 제도적
장치의 진전 사항, 국제무역 확대를 위한 역내 무역 증진 방안 검토 등
주요 세부 의제별 훈령 요지

- (섬유류 교역의 GATT 체제 복귀) 세계 섬유교역 자유화 및 GATT 복귀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제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MFA(다자간섬유협정)의 수정, 연장을 지지하며 수정 연장에
있어서도 새로운 규제조치 도입 방지 및 문제 조항(수입급증 방지 장치, 최소 적정 생산보장) 제거 등을
통한 보다 자유로운 MFA 필요성 주장
- (방콕협정 확대 협상) 동 협정 비회원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한국은 ESCAP 역내 개도국에 대해 향후
확대협상에서 상당한 특혜 폭으로 양허를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
- (서비스 교역) 향후 New Round 협상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으로서는 동 분야에 대한
국제 규범이 성립할 경우 경제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므로 동 분야 협상 시 개도국 우대원칙
명시 필요성 지적
- (상이한 경제, 사회체제와의 교역) 한국 정부는 1974.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이래 이념을 초월해
개방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도 경제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

2. 1986.3.17.~21. 동 통상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전문가회의, 1986.6.11.~13. 사전 고위실무자회의가
방콕에서 각각 개최됨.
동 회의에 이기성 상공부 통상진흥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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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통상
장관회의. Bangkok, 1986.6.16-18.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13 / 1~240(240p)


1986.6.16.~18.
방콕에서 개최된 ESCAP 통상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1986.6.18. 외무부 작성 보고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참가국

- 29개국 및 16개 국제기구 참석
회의 진행 방식

의제별 토의 요지

- (세계경제 및 무역현황 평가) 선진국들은 세계경제 회복세와 개방무역 체제 지향으로 ESCAP 개도국의
무역 확대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는 견해인 반면, 개도국들은 1차 산품 가격하락, 보호무역조치 강화,
대개도국 금융지원 축소 등으로 세계경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성의 촉구
- (역내 무역 및 금융협력) 방콕협정 확대와 관련해 아세안의 참여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세안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고, 아시아준비은행(ARB) 및 아시아재보험공사(ARC) 설립 문제는 선진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함.
- (국제무역 확대) 국제무역 확대를 위해 1차 산품 가격안정을 위한 공동기금 조속 발효, 농산물 보조금
철폐, 섬유류 교역 GATT 체제 복귀, 뉴라운드 추진, 인적자원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데 선·후진국 간
의견 공유
한국 대표 발언 요지

- 세계적인 보호주의 만연, ESCAP 개도국의 대선진국 시장 접근 기회 상실 등으로 ESCAP 역내 협력
필요성 증대
- 보호주의 현상 타개를 위해 뉴라운드 개시 전에 Standstill 및 Rollback 약속 필요
- 역내 무역 확대를 위한 방콕협정 확대 추진이 필요하며, ASPAT 88 서울 유치는 역내 무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
동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세계경제무역 현안 문제, 보호무역주의, 뉴라운드 추진, 농산물 보조금,
1차 산품 문제, 섬유류 교역, 방콕협정, 부채 문제, 무역협력단 문제 등에 관한 각료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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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13. 개최된 고위실무자 회의에서는 1986.3월 개최된 전문가회의 건의안을 기초로 의제별 세부
토의를 거쳐 통상장관회의에 상정할 각료선언 초안 채택
- 6.16.~18. 각국 대표의 연설을 통해 일반적인 토의를 진행하고 각료선언 초안 중 뉴라운드 개최 시기 등
미결 문제에 대해서만 비공식 그룹에서 토의, 그 결과를 선언문에 반영해 각료선언 채택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표준관계
책임자 회의. 북경, 1986.11.2-8

| 86-062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14 / 1~67(68p)

1. ESCAP 표 준 관 계 책 임 자 회 의(Meeting of Heads of Standards Institutions on the Exchange of
Experience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ESCAP Countries in Standardization, Quality
Control and Metrology)가 1986.11.2.~8. 북경에서 개최됨.
한국 대표: 김영배 공업진흥청 표준국장
의제
694

- 국가 및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창의적인 활동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 표준화 현황 검토 및 의견 교환
- 회원국 간 협조 가능 분야에 대한 인식
참가 목적

- 표준화 분야 개발을 위한 회원국 간 노력에 적극 참여, 동 분야 최신 자료 및 정보 수집
- 미수교국인 중국(구 중공)과의 비정치적인 분야 접촉을 통해 관계 개선에 기여
훈령 요지

- 한국의 표준화 추진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한 참여 현황 홍보
- 점증하는 공업규격 표준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동 분야에 있어서 태평양지역 표준회의를 통한 중국 등
태평양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ISO 등 국제표준화 관련 기구에서의 규격 제정 단계부터 각국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국제 규격과
국내 규격과의 차이가 사전 제거될 수 있도록 각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 지적
- 한국의 경우 교육 관계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므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등으로부터의 재정 지원하에
한국에서 ESCAP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업표준화 연수 또는 세미나 유치 의사 표명 등

2. 본 문건에는 동 회의에 제출할 한국 공업표준화 체계에 관한 Country Paper 및 회의 관련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해운·
운수·통신위원회, 제10차. Bangkok, 1986.12.8-13

| 86-062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6 / 15 / 1~121(121p)

제10차 ESCAP 해운·운수·통신위원회(Committee on Shipping, Transport and Communications)가
1986.12.8.~13. 방콕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장기호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수석대표), 김종만 해운항만청 내항과장 등

2. 기본 입장에 관한 훈령

관련하여 역내 개도국 간의 상호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해운협력 강화 및 교역 확대 차원에서 동 위원회의 해운 관련 활동 및 작업계획에 적극 참여와 협력
자세 견지

3. 주요 회의 결과
1986.12.8. 동 위원회의 선박, 항만 및 내수로 분야 개발검토 논의 시 호주, 중국(구 중공), 소련,
네덜란드, 태국, 인도, IMO 등은 선복량 과잉, 세계 일주 컨테이너 서비스, 요율 인하 전쟁으로
인한 주요 동맹의 붕괴 등 최악의 해운 불화에 우려 표명

- 특히, 스리랑카 등 개도국들은 요율 하락은 수입자가 요율 선택권을 가지므로 선진 수입국에만 유리하며
수출 개도국 하주에게는 극히 불리함을 지적하고 몇몇 선진국의 국내 선사 보조행위 등 해운 보호주의
비난
해운관리정보체제(PORTMIS) 관련 한국 대표단 활동 요지

- 1986.12.10. 회의 시 PORTMIS 도입 계획을 설명하고 ESCAP 사무국 및 관계 국제기구의 지원이 회원국의
동 제도 도입에 불가결함을 지적
- 동일 ESCAP Turner 해운국장을 별도 방문, ESCAP 사무국의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타진한 데
대해, 동 국장은 한국의 PORTMIS 도입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키 위해 1987년 초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하고 태국 등 기추진 국가에 대한 지원 등으로 예산상 제약이 있으나 가능한 한
협력하겠다고 언급

69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참가 회원국과의 교류를 통해 각국의 해운 동향 파악, 해운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최근 아·태 지역에서의 해상 운송량 증가 및 Containerization 등 해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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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CPR(상임대표 자문위원회) 제103-112차.
Bangkok, 1986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7 / 1 / 1~105(105p)

1986년 중 방콕에서 개최된 제103~112차 ESCAP 상임대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and Other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Members of the
Commission, ACPR)에 관한 내용인바, 제108차 및 제11차 ACPR 회의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제108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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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AP 사업계획 평가, 기획 및 조정을 위한 ACPR 특별회의는 1987.1월 및 3월 2차에 걸쳐 개최키로
하고 동 회의에서는 1988~89년 사업계획안 심의, 과거 사업계획 이행실태 검토, ESCAP 기구 상호간
및 ESCAP과 여타 국제기구 간의 사업조정 문제 등 논의
- ESCAP 사무국 공업국장은 ESCAP 공업·기술장관 회의(1986.9.22.~24.) 준비 관련 설명
- ESCAP 제43차 총회 개최 시기에 관한 문제는 장시간 토론 끝에 1987.4.21.~30.(필요시 5.1.까지 연장
가능) 개최키로 합의 등
제111차 회의 결과

- 제110차 ACPR 토의기록 채택
- 제43차 총회 Annotated Provisional Agenda에 대한 토의는 한국, 일본 및 호주 대표들이 동 문서가
11.21.에야 배포 되었음과 본부 검토 및 훈령이 필요한 사안임을 주장, 동 건 토의를 제112차 ACPR 회의까지
연기
- 1987.1월 개최될 ACPR 특별회의 의제(1988~89 사업계획) 검토 시 인도, 중국(구 중공) 대표들은 ACPR의
ESCAP 사업계획 검토는 자문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 총회의 최종검토 및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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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PRCG(아시아태평양철도협력단) 회의 참가
문제, 제3차. 북경, 1986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7 / 2 / 1~55(55p)

1. 1986.5.6.~11. 중국(구 중공) 북경에서 개최되는 ESCAP 아태지역 철도협력단(Asia Pacific Railway
Cooperation Group, APRCG) 제3차 회의에 참가할 한국 정부 대표단에 대한 중국 측의 비자발급 거부
경위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후 1986.4.18. 동 회의에 참가할 정부대표로 철도청 신영국 기획관리관
및 철도청 직원 1명을 임명하고 비자 발급 관련 주태국대사관 및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주태국대사관은 4.25. ESCAP 사무국 관계관이 4.24. 중국 철도청 당국과 주일 UNDP 사무소에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5.5. 현재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
외무부는 5.6. 비자 발급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ESCAP 사무국 측에 협조 요청토록 주태국
대사관에 지시

- 주태국대사관은 5.7. ESCAP 사무국 측은 중국 철도청으로부터 중국 휴일인 May Day와 연휴로 인해
시간적으로 비자발급 조치가 불가하다는 전보를 5.6. 입수했다고 함을 보고
- 외무부는 5.7.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 대표단의 귀국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2. 외무부는 1986.5.12. 중국 등 미수교국 개최 각종 ESCAP 주관 행사 참가 한국 대표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ESCAP 당국에 각별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ESCAP 고위층을 접촉토록
주태국대사관에 지시함.
주태국대사는 5.29. ESCAP 사무총장을 면담, 중국 측의 비자발급 거부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고
회원국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 대우는 회원국의 원만한 ESCAP 활동을 저해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함.

사무총장은
동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유감된 일이라고 하고 중국 측에 경위를 알아보겠으며
회원국 간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고, 다만 중국 측에 비자 거부 구실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는 등의 행정적 준비가 필요함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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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참석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전문을 발송

주일대사관은
5.5. 동 회의 참가 한국 대표단은 5.2. 중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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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HRD(인적자원개발) 정부간 회의. Bangkok,
1986.1.29-31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7 / 3 / 1~129(129p)

ESCAP 인적자원개발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Meeting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가
1986.1.29.~31. 방콕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및 참가 목적
한국 대표

- 김광림 경제기획원 인력개발과장 및 주태국대사관 재무관
698

회의 참가 목적

- 동 회의는 제42차 ESCAP 총회(1986.4.22.~5.2.) 주제로서의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 간 사전 검토
및 주제 연구에 대한 지침을 회원국에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므로 동 회의 참석을 통해 ESCAP 총회
의제에 대한 한국 입장 설정에 기여
-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한국 입장 발표, 반영을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

2. 한국 대표 발언 요지
그동안 한국이 추진해 온 장기 인력수급 계획의 추진기구, 일정, 결과 및 문제점 설명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공급 추계의 기본이 되는 산업별 직종 분류가 대학, 업계, 통계업무
담당 정부기관 간에 일치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 훈련교사들에 대한 선진기술 습득 훈련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ESCAP 사무국 및 회원국의 관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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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WMO 태풍위원회 회의, 제19차. Bangkok,
1986.10.28-11.3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7 / 4 / 1~170(170p)

1. ESCAP 제19차 태풍위원회(Typhoon Committee) 참석 한국 정부 대표단 및 훈령 등 관련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10.28.~11.3. 방콕
동 회의는 세계기상기구(WMO) 협조하에 개최

한국
정부 대표단

- 이선호 건설부 수자원국 하천계획과장, 성학중 중앙기상대 기상연구관, 임홍재 주태국대사관 2등서기관
훈령 요지

2. 북한의 동 회의 옵서버 참가 가능성에 관해 외무부는 1986.9.22. 다음 요지의 주제네바대표부 보고
내용(WMO 관계관 접촉 결과)을 주태국대사관에 통보함.
태풍위원회 옵서버국은 과거 동 회의에 참가해 온 국가들로서 과거 참가 경력이 없는 북한에게는
초청장이 발송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옵서버 참가를 위해서는 태풍위의 결정 선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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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 활동 보고) 기상업무 현대화 계획에 따른 1986년 사업 추진 현황, 기상 레이더 및 자동기상
관측장치 등 기상연구 장비 구입 현황, 한강의 홍수통제 및 경보시설의 개선 현황 등 설명
- (회원국의 기여) 제18차 회의 시 1986년 이후 기금 기여 고려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다수 회원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되 조속한 기금 기여가 불가피할 경우 1987년부터 기금 기여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
- (차기 회의 개최지) 1988년 제21차 회의의 한국 개최와 관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1987년
제20차 회의 시 개최 여부를 언급할 것임을 표명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
이사회) 제32차. Geneva,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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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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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7 / 5 / 1~206(208p)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제32차 무역개발이사회(Trade and Development Board)가
1986.3.10.~21.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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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절차 문제, 무역·개발금융·국제통화체제 간의 상호 의존성, 개도국 외채 및 개발 문제,
UNCTAD 제7차 총회, 무역과 개발에 관련된 기타 문제, 이사회 보고서 채택 등)
- Sessional Committee I(수단 사하라 지역 중장기 재건 개발계획, UNCTAD 산하위원회 활동과 관련
이사회가 취할 조치 등)
- Sessional Committee II(보호무역주의 및 산업 구조조정)
한국 대표단

- 박근 주제네바대사(수석대표), 주제네바대표부 채재억 상무관, 김동배 재무관, 외무부 경제기구과
임홍재 사무관 등

2. 주요 회의 결과
무역, 개발금융, 개도국 외채 및 개발 문제 등에 관한 주요 그룹별 발언 요지

- 77그룹(스리랑카)은 다자무역제도의 강화는 국제금융제도의 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개발금융 확대, 외채부담 완화, 보호무역주의 완화 등 촉구
- B그룹(스위스)은 선진국은 많은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case-by-case에 의한 장기적 해결 노력 필요성 지적
- D그룹(소련)은 선진국의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 조치는 사회주의 국가를 표적으로 하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약탈로 개도국의 성장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데 대해 우려 표명
1986.3.19.~20. 비공개로 진행된 제2위원회의 보호무역주의 및 산업 구조조정 관련 UNCTAD의
역할에 관한 논의에서 선진국, 개도국 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77그룹 결의안과 B그룹 Position
Paper를 이사회 회의 보고서에 각각 첨부하는 것으로 결론

제32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 속개회의가 1986.6.16.~17.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1987년
제7차 UNCTAD 총회 개최 장소, 의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986.9월 제33차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제7차 총회의 하바나 개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쿠바는 동 개최를 철회하는 대신 조건(제7차
총회 제네바, 제8차 총회 남미 개최 등)을 제시했고 77그룹 내 동 조건에 대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 작업반
회의, 제1차. Geneva, 1986.9.2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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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7 / 6 / 1~60(60p)

1986.9.29.~10.3. 제네바에서 개최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1차 산품 가공, 마케팅,
유통에 관한 작업단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77그룹(에티오피아)은 기술지원 및 인력자원개발에 관한 77그룹 공동안으로 훈련, 기술지원, 재정
지원 및 R&D 4개 분야에서 선진국과 선진국 기업들에 대해 개도국 1차 산품의 수출 시장 접근 개선,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
협력 미진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토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지적
소련 및 동구그룹은 77그룹 지지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으로 개도국안(대개도국 기술훈련 및 인력개발 지원에 관한 지침) 및 추후
서면 제출 예정인 선진국 입장안을 1차 산품 위원회에 각각 보고하기로 하고 회의 종결

2. 한국 대표(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는 77그룹 대책회의에 참석,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1차 산품 분야에서는 공업 분야에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가 갖는 총괄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가 없으므로 UNIDO 기능을 모델로 한 지침 작성 필요성 원칙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으나,
기술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과 예산은 선진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구체적 지침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진국과의 협상을 통해 Consensus 형식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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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그룹(영국 및 덴마크)은 원칙 문제(Framework)보다는 개도국의 특별한 관심 분야와

| 86-0631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2차(제1부) Geneva,
1986.12.8-19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7 / 7 / 1~132(132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12차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Committee on Invisibles
and Financing related to Trade) 제1부 회의가 1986.12.8.~19.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최혁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수석대표), 김영준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이철우 재무부 국제
기구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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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의제별 회의 결과(1986.12월 외무부 경제기구과 작성 회의 결과 보고)
무역 및 개발 관련 국제통화, 금융 문제 검토

- 77그룹(유고)은 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폭적인 대개도국 재원 이전,
실질 이자율 감축, SDR 추가 배분, 1차 산품 가격 안정, 외채 완화 등 조치의 시급성 주장
- B그룹(프랑스)은 동일한 국제금융 여건하에서도 아시아 지역 개도국 등 다수 개도국들은 수출 증대
및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각 개도국 자체의 구조조정, 저축증대, 해외투자의
효율적 활용 등 경제정책의 운용이 개발재원 및 부채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
- D그룹(소련)은 현 국제금융 및 통화 위기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무역 적자, 높은 실질이자율 등 선진국
경제의 불안정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치, 경제적 종속 관계에 기인함을 지적하고 서방 제국의 군비 감축을
통한 대개도국 재원이전 확대 촉구
공공개발원조(ODA)

- 77그룹은 선진국은 1990년도까지 GNP의 0.7%의 ODA 공여 목표를 이행토록 ODA 규모 대폭 확대
필요성 강조
- B그룹은 개도국은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나 계획된 사업과 지출
프로그램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당사자 간의 협력과 공동노력 필요성 지적
- D그룹은 서방 선진국의 대개도국 ODA는 식민지적, 신식민지적 이용의 결과로 서방 선진국이 얻은
자원에 대한 부분적 보상이므로 개도국의 주장은 합법적임을 지적
한국 수석대표는 1986.12.12. 회의에서 해외 저축에 의존하면서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 경제성장 지속 및 외채상환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시장개방
확대, 실질 이자율 인하, 환율안정 등 유리한 국제금융, 통화 및 교역환경 조성이 긴요함을 강조

| 86-0632 |

UNCTAD(UN무역개발회의) 수출소득감소
보상기금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Geneva,
1986.7.7-18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7 / 8 / 1~118(118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수출소득 감소 보상 금융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그룹 회의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s on the 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Earnings
Shortfalls)가 1986.7.7.~18. 제네바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차 산품 수출소득 보상을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각 그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요지 agreed conclusions만 채택함.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요청
87년 2/4분기에 전문가회의를 재개최, 동 문제를 계속 검토토록 무역개발이사회에 요청

2. 동 보상기금 토의에 반대하는 미국은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았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1차
산품 수출 선진국도 불참함.

70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차 산품 수출소득 불안정이 다수 개도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 합의
UNCTAD 사무국에 기존의 보상 메커니즘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정도 등에 관해 World Bank 등과 협조,

| 86-0633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IPP(항만운영
효율성향상) 교재 남북한 공동도입 추진 검토,
1986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7 / 9 / 1~34(34p)

1986년 중 항만 운영 종사 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UNCTAD(유엔무역
개발회의)에서 개발되어 세계 30여 개국에서 도입, 시행 중인 IPP(Improving Port Performance)
교재의 남북한 공동 도입이 추진됨.
1. 해운항만청은 1986.4.11. UNCTAD 해운 관계관(북한의 항만 개발사업 참여)은 영국의 Wales 대학 교수
(IPP 교재 작성에 참여)를 통해 IPP 교재의 남북한 공동 추진(자료 번역 비용: 한국 부담, 시청각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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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비용: 북한 부담) 가능성을 문의해 왔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경제적 실익보다는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검토 의견을 문의함.
남북한 공동 도입에 따른 경제적 실익은 미미하며 남북한 용어상의 차이로 어려움 예상
외무부는 4.24. 동 건 관련 주제네바대표부에 의견 문의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86.5.9. UNCTAD 항만담당 관계관 면담 결과에 관해 다음 요지로 보고함.
UNCTAD 관계관은 동인이 1985.11월 북한에 공동 도입 의견을 타진했을 당시 북한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1986년 초부터 IPP 교재의 독자적 번역을 시작했으며 이미 확보된 UNDP
(유엔개발계획) 기금을 사용, 독자적인 시청각 교재의 한국어판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번역을 완료하면 한국이 동 번역 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한국어 번역문
확정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주제네바대표부로서는 북한이 교재의 독자적 번역을 이미 시작한 것 등으로 보아 북한은 교재
도입 관련 남북한 협력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의 용어 차이 등을 감안할 때
통일된 한국어판 교재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의문

3. 외무부는 1986.7.2. 상기 주제네바대표부 의견을 토대로 동 건의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협력 시도는
그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해운항만청에 통보함.
4. 주제네바대표부는 1986.8.1. UNDP 항만 담당 관계관이 시청각 교재 제작 비용을 UNDP가 전액 부담할
용의가 있으며 이에 따라 IPP 교재의 단일 한국어판 제작 문제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을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를 통해 타진 중이라면서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해 왔음을 보고함.
북한 측의 단독 번역이 이미 상당히 진행 중인 점을 감안, 동 UNDP 측 문의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
전에 한국 측 입장 표명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각국의 GSP(일반
특혜관세제도) 1985-86

| 86-0634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47 / 10 / 1~30(30p)

미국, 오스트리아 및 호주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
내용임.
1. 미국
GSP 2기 적용 관련, USTR Inter-Agency Subcommittee에 의한 GSP General Review를 통해
1985.12.15.까지 각국의 관행 조사, 공청회 및 관련 자료 접수 후, USTR은 내부적으로 비공개하에
경쟁력 충족 기준 면제, 수혜국의 무역 관행, 수혜 품목의 미국 내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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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동 보고에 따른 GSP 수혜 변동사항을 1987.1.4.까지 대통령령(Executive Order)으로 발표, 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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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등

2.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1985.3.12. UNCTAD 사무국이 배포한 오스트리아 GSP 수정 통고자료(1985.2.7.)를
상공부에 송부

- 동 수정 내용은 1985.1.1.부터 시행
UNCTAD 사무국은 1986.1.6. 오스트리아의 GSP 수정 내용을 동 사무국 문서로 회람

- 1985.9.1.부터 오스트리아와 양자협정 체결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특정 목재 수공예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등

3. 호주
외무부는 1986.1.28. 제네바 주재 호주대표부가 1.6. 주제네바대표부에 알려 온 호주 GSP 변경
자료를 상공부에 송부

- 관세율 5% 이상인 경우 1986.7.1.부터 관세율 5% 적용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6

| 86-063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16-47 / 11 / 1~81(81p)

1. 1986년 주벨기에대사관이 보고한 1987년도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계획안 채택 경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EC 집행위는 1986.7.23. 각료이사회에 상정할 다음 요지의 1987년도 EC GSP 계획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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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의 경우 경쟁력 판단 기준(EC 시장점유율 20% 이상인 상품 또는 최근 2년간 평균수입량이
Tariff Quota의 10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의해 1986년도 GSP 계획에서 Tariff Quota가 반감된 상품에
대하여는 1987년도 GSP 혜택에서 제외(한국의 경우 10개 품목)
- 동 경쟁력 판단 기준에 새로이 해당하는 상품(한국의 경우 타이어, 페인트용 솔)도 GSP 혜택에서 제외
- Tariff Quota의 회원국별 할당제도 폐지 등
EC 각료이사회는 1986.11.25. 다음 요지의 1987년도 EC GSP 계획안을 확정

- EC 집행위가 제안한 졸업 정책(GSP 혜택 제외) 도입 조건 3가지 중 수입시장 점유율 20%의 기준만을
채택 (이에 따라 한국은 가죽제품, 신발 등 4개 품목이 GSP 혜택에서 제외)
- EC 집행위가 제안한 CTQ(Community Tariff Quota)의 회원국 간 할당제 폐지안은 석유화학 제품에만
적용하고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현 할당제 유지
- (한국 관련 주요 변동사항) 자동차는 지금까지 1,500cc 이하가 민감 품목이고 1,500~3,000cc는
비민감 품목인 것을 1987년에는 3,000cc까지를 민감 품목으로 조정(CTQ는 61백만 ECU), 1986년
대비 CTQ가 50% 감축대상이 되는 한국 상품은 페인트용 솔(CTQ가 383,250 ECU로 반감)
상기 한국 자동차 3,000cc까지 민감 품목으로 확대된 이유

- 주벨기에대사관은 1986.11.18.~19. EC 집행위 및 영국대표부를 접촉, 1,500cc 이상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GSP 민감품목 전환에 이의 제기
- EC 집행위는 한국의 승용차 문제와 같이 회원국이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서 집행위 안을
수정하는 경우 집행위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언급
- 영국대표부는 영국 업계가 한국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상당한 품목에서 한국에 대한 GSP 공여는 GSP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업계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EC 국가 중 유독
영국에만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불평하면서 승용차에 대한 GSP 공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 부득이 1,500cc 이상 승용차를 민감 품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2. 본 문건에는 동 GSP 계획안에 대한 한국 입장(졸업 정책 반대, CTQ의 회원국별 할당제 폐지안 환영 등)을
설명하는 Aide Memoire, 동 입장 설명 결과에 관한 주벨기에대사관 등 해당 공관의 보고, GSP 논의
동향 등에 관한 주벨기에대사관의 보고 등도 수록되어 있음.

UNDP(UN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33차. Geneva
1986.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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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7 / 12 / 1~219(220p)

제33차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가 1986.6.2.~28.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주요 의제
인력자원개발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UNDP의 역할, 사업계획 시행 방안, 유엔 인구활동기금,
유엔 기술협력 활동, 기타 기금 및 계획(유엔봉사단, 유엔여성개발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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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주유엔대사(수석대표),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교체수석대표), 조원일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등

3. 기본 훈령
집행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유엔 체제를 통한 국제협력 추구 의지 과시 및 유엔 활동에의
참여 기반 확대
한국의 적극적인 남남협력 정책 이행 의지 표명을 통해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증진 기회로 활용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시아그룹 및 개도국들과 공동 보조

4. 한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1986.6.11.) 요지
한국으로서는 집행이사국으로 피선된 이래 처음 참석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UNDP 활동에
적극 협조 예정

인력자원
개발 문제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며
한국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한 결과 오늘날 우수한 인적 자원 보유에 크게 기여

1971년부터
농촌 지역에서 전개된 새마을운동은 국민들의 지역사회 발전 과정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창의성 개발 및 여성의 사회 참여에 중요한 기여

한국은
남남협력 차원에서 1985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개도국으로부터 1,000여 명의 연수생 초청

5. 회의 결과
동 이사회는 1986.6.27. 19개의 결정/결의 및 예산재정위원회 건의를 채택하고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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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대표단

| 86-0637 |

UNDP(UN개발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원조조정관회의, 제3차. Bangkok(태국)
1986.10.6-9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47 / 13 / 1~52(52p)

제3차 UNDP(유엔개발계획) 아·태지역 개발원조 조정관회의(Meeting of Govern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ordinators and UNDP Resident Representatives)가 1986.10.6.~9.
방콕에서 개최됨.
1. 회의 참석자
권오갑 과학기술처 국제협력담당관, 임홍재 주태국대사관 서기관
708

2. 회의 결과
1986.10.6. Prem 태국 수상 개회사, Draper UNDP 총재, Kibra ESCAP 사무총장 등 연설
Prem 수상은 1차상품 가격 하락 및 외채 누증 등 개도국이 처한 어려운 국제 환경을 지적하고 이러한 대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인력 개발 및 기술 이전의 중요성 강조
Draper 총재는 UNDP는 향후 5년간 160여개의 사업에 2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
사업들은 인력 개발과 기술 이전에 우선을 둘 것임을 언급
Kibra 사무총장은 1988~89년 ESCAP 사업 계획에 대한 UNDP의 적극 지원 요청
한국은 최저개도국 지원 사업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개발훈련 계획, 무역정책 연구, 통신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여성훈련, 수산양식 개발 등 ICP(Inter-Country Programme)
제시 지역협력 사업을 개도국 간 기술협력 차원에서 주관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북한은 한태혁 대외무역성 부국장 외 2명이 참석했으나 발언하지 않음.

한국의 UNEP(UN환경계획) 집행이사국 피선,
1981-86. 전2권, V.1 1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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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7 / 14 / 1~76(76p)

1981~85년간 한국의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국 진출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1. 환경청은 1981.12.17. UNEP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처 Phantumvanit 자문관이 11.9. 한국(유엔
비회원국)도 UNEP 집행이사국에 선임될 수 있음을 알려 왔다고 하고 빠른 시일 내 한국의 UNEP
집행이사국 피선을 외무부에 요청
동 자문관은 유엔 비회원국인 스위스가 UNEP 집행이사국으로 피선된 전례가 있으며 한국이 동
이사국 진출을 희망할 경우 유엔 아시아그룹의 추천을 받기 위해 동 건을 아시아그룹에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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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견 개진
1972년 유엔 총회 결의로 창설된 UNEP(사무국: 케냐 나이로비)는 집행이사국이 58개국(임기 3년, 연임 가능)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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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유엔 지역그룹에서 사전 조정해 매년 1/3씩 개선하며 아시아그룹에 13개국 배정

2. 외무부는 1982.3.5. UNEP 집행이사국 임기가 1982.12.31. 만료되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주재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재출마 여부를 타진토록 지시
- 중국(구 중공)도 12.31. 임기 만료

3. 외무부는 1982.8.4. 해당국의 재출마 여부 타진 결과, 인도네시아, 사우디 및 아랍에미리트는 재출마
의사를 표명했고, 방글라데시는 재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므로 82년 중 집행이사국 출마를
위한 절차 등 파악토록 주유엔대표부 등에 지시
주유엔대표부는 8.6. 아시아그룹 8월 의장국인 부탄 등에 확인 결과, UNEP 집행이사국 진출을
위해 아시아그룹 추천을 이미 받은 국가는 필리핀, 사우디,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5개
국임을 보고

외무부는
8.17. 82년 말 임기 만료되는 5개 아시아 지역 UNEP 집행이사국 관련 유엔 아시아그룹은
이미 상기 5개국을 추천했고 지역그룹 추천 없이 유엔 총회에 직접 후보 통고할 수 있으나 동
그룹의 지지 없이 피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1983년도에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환경청에 통보

4. 외무부는 1985.3.9. 85년도에 UNEP 집행이사국 임기 만료되는 사우디,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주재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재출마 여부를 타진토록 지시
외무부는 3.28. 다음과 같은 입후보 동향을 환경청에 통보

- 중국(미정), 인도네시아(불출마), 사우디(불출마), 필리핀(미정), 파푸아뉴기니(미정)
- 신규 입후보(태국, 시리아, 이란)

한국의 UNEP(UN환경계획) 집행이사국 피선,
1981-86. 전2권, V.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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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7 / 15 / 1~111(111p)

1986년 한국의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국 피선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1. 외무부는 1986.7.30. 유엔활동 참여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제41차 유엔 총회 기간 중 실시될 UNEP
집행이사국 선거에 입후보 의사를 아시아그룹 의장에게 통보토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
아시아그룹 내 경합이 심할 경우 한국이 아시아그룹 회원국으로서 처음 입후보하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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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입후보국에 대한 우호의 표시로 입후보 사퇴

주유엔대사는
8.7. 아시아그룹 8월 의장인 이란 대사를 방문, 입후보 의사를 통보하고 협조 요청

8.12.
주유엔대표부는 아시아그룹 회원국 중 한국과의 수교국에 대해 입후보 사실을 통보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으며 인도네시아 등이 북한 입후보 유발 가능성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음을 보고

2. 1986.11.7. 아시아그룹 회의에서 의장(요르단 대사)은 UNEP 집행이사국 공석 4석에 입후보 의사
표명 국가가 4개국(한국, 일본, 이란, 이라크)이므로 반대가 없으면 인준한 것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자
시리아 등이 반대한 데 대해 아랍에미리트 등이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회의 예정 시간을 넘기게
되어 토의를 연기키로 결정함.
11.24. 아시아그룹 회의에서 한국 등 4개국의 입후보를 인준하고 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키로
결정

- 북한대사의 방해 발언과 일부 친북한 국가의 북한 입장 지지 표명으로 2시간에 걸친 열띤 논쟁이 있었으나
아랍에미리트,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한국 지지 발언과 의장(요르단 대사)의 리더십으로
한국을 포함한 4개국 모두의 입후보 인준

3. 1986.12.5.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을 포함 19개 국이 신규 UNEP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됨.
각 지역그룹이 후보국을 clean slate로 추천하여 모두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

4. 외무부는 1986.12.8. 전 재외공관에 대해 UNEP 이사국 피선은 한국이 유엔 총회 선거를 통해 주요
유엔 산하기구에 진출한 최초의 예가 되며 한국의 유엔 아시아그룹 가입(1986.4월) 이래 최초로 지역
입후보 추천을 획득한 것으로써 그간 유엔 내에서 신장된 한국의 지위와 아시아그룹 가입 의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통보함.

UNICEF(UN아동기금) 일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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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7 / 16 / 1~215(215p)

1. 1986.4.14.~25. 뉴욕에서 개최된 UNICEF(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회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동아시아, 파키스탄 및 중국 지역사업 계획에는 북한에 대한 다음 요지 국가사업계획(Country
Programme) 포함

회의 결과

- 일 반 토의(4.14.~16.), NGO와의 공동회의(4.16.), 극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주제로 정책 토의
(4.17.~18.), 프로그램 위원회(4.18.~22.), 행정 및 재정 위원회(4.22.~24.), 의결 및 회의 종료(4.25.)
순으로 회의 진행
- 무력 분쟁, 착취 등 극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고 부랑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UNICEF 계획 강화를 촉구하는 권고문 채택
- 1986~87년 예산으로 2억3,300만 달러 승인
- 세계 아동과 가족들의 심각한 상황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보다 강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아동 생존
및 개발 전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UNICEF 40주년 선언문 채택

2. 본 문건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안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f the Draft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on the Rights of the Child)
자료, Luis Alberto Machado 전 베네수엘라 지적개발 국무상(Minister of State for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의 방한 시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에 관한 KBS와의 인터뷰(1986.5.22.) 요록, 한국
주재 UNICEF 대표의 활동 및 행정사항 관련 외무부, 과학기술처, 보건사회부 등 관계 부처 앞 서한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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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등 아동 생존을 위한 사업, 아동 교육, 아동 영양보급 사업 등 총 1,050천 달러 할당
- 1986~88년 매년 35만 달러씩 집행
- 동 사업계획은 북한 당국의 책임하에 집행되며 방콕 소재 UNICEF 동아시아 및 파키스탄 지역사무소
직원들의 주기적 북한 방문과 UNDP 평양 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동 사업 이행 관찰 및 평가
- 동 사업계획은 1986.4.22. Programme Committee에서 채택

UNICEF(UN아동기금) 주관행사, 1986. 전2권,
V.1 Sport Aid 행사

| 86-0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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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년 UNICEF(유엔아동기금)와 영국의 Band Aid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Sport Aid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Sport Aid는 UNICEF 창설 40주년에 개최되는 아프리카 긴급구호 및 장기 프로그램을 위한 세계
규모의 모금 행사
 행사의 핵심은 Race against Time으로 동 행사에는 한 명의 아프리카 출신의 마라톤 선수가
동
자신의 모국을 출발, 아프리카인의 메시지를 휴대하고 유럽의 12개 도시를 경유해 아프리카
712

특별총회 하루 전날인 1986.5.26. 유엔 본부에 도착, 유엔 사무총장에게 횃불을 전달하고 Sport
Aid 성화가 점화되어 48개국 115개 도시에서 달리기 경주 시작

2. 동 행사와 관련 서울에서 개최되는 5km 달리기 행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일시: 1986.5.25. 07:00
장소: 여의도 광장
주관: 대한육상경기연맹
후원: 체육부, UNICEF 및 MBC
참가비: 어른 5천 원, 학생 2천 원
자발적 기부금도 접수되며 모금 총액의 70%는 Sport Aid로 송금하며 30%는 UNICEF 한국지부
사업비로 충당 등

| 86-0642 |

UNICEF(UN아동기금) 주관행사, 1986. 전2권,
V.2 First Earth Run 행사(세계일주 성화달리기
행사)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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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년 세계 일주 성화달리기(First Earth Run) 행사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행사 개요

동 행사에 한국 참여 추진 경과

- 동 행사 추진 단체에서는 당초 남북한 관계 등을 고려, 한국의 동 행사 포함에 소극적 입장 견지
- 정부 초청으로 1986.7월 방한한 Grant UNICEF 사무총장은 7.11. 전두환 대통령 예방 시 동 행사에 남북한
참여 문제를 제기(기확정된 중국(구 중공)-일본 코스를 변경, 중국-북한-한국-일본으로 연결시킨다는
구상)한 데 대해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 의사 표명
- 주유엔대사는 8.8. Grant UNICEF 사무총장을 면담, 동 행사에 남북한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고 북한 측이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 단독으로라도 참여할 것임을 설명
- UNICEF는 1986.8월 방콕 소재 UNICEF 아태담당 국장을 북한에 파견, 북한의 동 행사 참여를 권유했으나
북한 측은 10월 초 동 행사 불참을 UNICEF에 통보
- Kuloy 한국 주재 UNICEF 대표는 9.30.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이 동 행사에 포함되었음을 통보
세계일주 성화달리기 서울행사 요지

- 유엔에서 점화된 평화의 횃불은 미국-캐나다-소련-유럽-중동-아프리카 통과 후 북경, 나가사키, 동경을
거쳐 유럽, 중남미, 미국 및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4명(남녀 각 2명)의 성화 봉송자에 의해 1986.11.15.
저녁 서울에 도착, 11.16.(일) 서울 행사 후 11.17. 인도네시아-호주-뉴질랜드-남미로 향발
- 11.16. 평화의 횃불이 서울 시내를 거쳐 기념식장(여의도 광장)에 도착하면 서울시장이 동 횃불을
접수, 기념행사 후 여의도 순환도로에서 한국인 주자 4명과 일반 시민 참여하에 달리기(5km) 행사 거행
- 동 행사는 KBS 주관, 한국 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 걸스카우트연맹 후원으로 개최

2. 본 문건에는 동 행사 검토자료 및 UNICEF 자료, 서울 행사 개최 관련 외무부의 서울시 등 관계 기관
앞 협조요청 문서, 국내외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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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평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UNICEF의 후원하에 1980년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위원회 등 미국의
민간위원회가 주관
- 제41차 유엔 총회 개막일이며 국제 평화의 날인 1986.9.16. 유엔에서 점화된 평화의 횃불이 국제적으로
선발된 주자에 의해 86일 동안 39개국 67개 도시 통과
- 성화는 지구를 일주한 후 UNICEF 40주년 창립기념일인 1986.12.11. 유엔에 도착하며 동 성화 통과
도시에서는 일반 시민 참여하에 기념행사 개최
- 성화 주자로부터 km당 25~500달러의 헌금 접수, 모금액의 85%를 UNICEF 기금으로 사용

Grant, James P. UNICEF 사무총장 방한,
1986.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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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주한 UNICEF 대표는 1985.1.30.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Grant UNICEF 사무총장의 방한 희망
전달
1985.5.10. 김경원 주유엔대사 명의 동 사무총장 앞 방한 초청 서한을 전달한 데 대해, 동 사무총장은 6.3. 김경원
대사 앞 서한을 통해 1986년 중 방한 통보
주한 UNICEF 대표는 1986.6.20. 동 사무총장의 7.10.~13. 방한 희망을 외무부에 통보
714

2. 방한 결과
1986.7.10.~13. 부부 동반 방한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대통령 예방, UNICEF 직원들과 오찬,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7.11.), 과학기술처장관,
보사부장관, 문교부장관 예방, 기자회견, 한국 주재 UNICEF 대표 주최 리셉션(7.12.)
- 7.11. 전두환 대통령 예방 시 수교훈장 광화장 수훈
- 동 사무총장은 1940년대 초, 한국전쟁 직후 및 1975년 각각 방한한 바 있으며 UNICEF 사무총장으로서는
최초의 방한
- 동 사무총장은 방한 후 미얀마(구 버마), 인도네시아 및 일본 방문
동 사무총장의 외무부장관 예방(7.11.) 및 Press Center에서의 기자회견(7.12.) 주요 언급 요지

- 1948년 이래 한국과의 협력 사업은 성공적이었으며 향후 보다 긴밀한 협력 희망
- 최근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수혜국의 입장에서 타국을 원조할 수 있는 위치로 변화하였으며
UNICEF 기여금 증액 기대
- 한국이 UNICEF 이사국으로 진출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여타 개도국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
- 한국의 교육은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나 유아들에 대한 조기교육 분야가 아직 미진하므로 동 분야
관심 필요
동 사무총장은 상기 대통령 및 외무장관 예방 시 세계 일주 성화달리기(First Earth Run) 행사에
남북한 참여를 제의

Wilkinson, Ronald UNRWA(UN팔레스타인난민
구호기구) 공보과 부과장 방한, 1986.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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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 경위
UN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극동지역(한국, 싱가포르, 일본) 기여금 제공 국가들에 대한
공보 및 사실 조사 목적 방한

2. 방한 결과
1986.10.5.~8. 방한
주요 일정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10.6.) 요지

- Wilkinson 부과장은 UNRWA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설명하고 한국의 기여금 증액을 요청
- 국제기구조약국장은 외채 등 한국의 경제 사정 등을 감안, 현재의 기여금(5천 달러)을 더 이상 증액시키기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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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중동국장 면담, 외무부 근동과장 주최 오찬

한국의 UNV(UN봉사단) 사업 참여 추진, 1984-85

| 86-0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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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네바 소재 UNV(유엔봉사단) 사무국 Nabulsi 조정관은 1984.1.27.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ESCAP 지역 내 알리기 위해 UNV가 지원하는 아태 지역
내 지역단체 개발사업(Domestic Development Service, DDS)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과기처는 2.16.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유엔봉사대 참여 추진 계획안을 외무부에 송부
외무부는 7.9. 유엔을 통한 대개도국 협력 사업이 남남협력 추진에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1985년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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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UNDP 기여금(609,700달러)에 추가, UNV를 통한 대개도국 협력사업(봉사단 파견)에 45만 달러를 추가해 줄
것을 경제기획원에 요청

2. 외무부는 1985.2.7. 내부 결재를 통해 다음 요지의 UNV 활동 참여 방향을 설정함.
UNV 측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UNV 계획에 의거 소액 경비 전액을 한국 부담하에 정규 유엔 봉사원 파견 방안 등)
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한국의 정책적 목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30명 이내의 봉사단원에 대한 경비 전액(1인당 연 15,000달러 예상)을 한국 측이 부담, 파견하되 UNV 측과
교섭, 한국이 희망하는 국가에 파견 (대상국 선정은 아프리카 국가와 협의)

UNV
측과 협의 결과 미수교국 파견이 어려워지거나 파견 인원이 소폭일 경우에 대비, 아태지역 내
DDS 사업에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

3. 외무부는 1985.12.4. 내부 결재를 통해 다음 요지의 UNV 활동 참여 기본 계획안을 수립함.
UNV가 시행하고 있는 대개도국 협력사업에 봉사대(UN Volunteers), UNV가 지원하고 있는 아태지역
개발사업에 봉사단(UNV DDS Volunteers) 파견
DD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의 지역사업개발사업 지도자를 한국에 초청, 연수교육 실시, 한국과
UNV가 공동으로 대개도국 개발지원 사업 설정 및 시행 등
한국의 UNV 사업 참여를 위해 UNV 내 특별기금(Trust Fund) 설치, 한국과 UNV 간 동 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985년 예산에 계상된 대UNV 기여금(35,100만 원) 범위 내에서 1986년부터 소규모 사업에 참여하고
동 사업의 성과를 보아 가며 확대 여부 재검토
UNV 활동 참여에 따른 국내에서의 동 사업 주관기관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로 지정

4. 외무부 국제연합과장은 제네바에 출장, 1985.12.10.~12. UNV 측과 양해각서 문안을 협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2.19. UNV 측과 양해각서 정식 서명 시까지 잠정적으로 납입한다는 조건부로 기여금 41만 달러를
UNV 측에 지불토록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함.

UNV(UN봉사단) 정부간회의, 제2차. Maseru
(레소토) 1986.1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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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유엔봉사단(UNV) 정부간회의가 1986.11.16.~21. 레소토 Maseru에서 개최됨.
회의 의제

- International Volunteerism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Volunteerism and Youth, Volunteerism and
Participatory Development at Grass-Roots Level 등
한국 대표

- 함명철 외무부 유엔과장, 배영한 주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
UNV 사무국은 1986.7.21. 주제네바대사앞 서한을 통해 동 회의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전경환 총재의 참석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는 사정상 동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음.

2. 1986.11.3. 외무부 작성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남남협력 추구 등을 위해 1985.12월 UNV에 41만
달러의 기여금을 제공했으며 UNV 행정조정관이 1986.12월 방한, 한국과 UNV 간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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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했으며 외무부는 10.23.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동 회의 참석 여부 문의

WFC(세계식량이사회) 각료회의, 제10-12차,
1984-86

| 86-0647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48 / 3 / 1~90(92p)

1. 제10차 세계식량이사회(WFC) 각료회의
회의 기간 및 장소: 1984.6.11.~15. 아디스아바바
동 각료회의 준비회의 1984.4.30.~5.3. 로마

- 동 회의에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참석
- 동 회의에서 소련 등 일부 공산국가는 세계 식량문제 해결은 일부 선진국의 식민정책 및 군비 확장이
계속되는 한 불가능함을 지적 및 신국제경제질서 확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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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차 WFC 각료회의
회의 기간 및 장소: 1985.6.10.~13. 파리
동 각료회의 준비회의 1985.4.29.~5.2. 로마
동 각료회의 시 주요국의 발언 요지 (동 회의에는 한재철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이 옵서버로 참석)

- 6.10.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은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나 완전한 곡물 교역의
자유만이 개도국 경제를 부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보지 않으며 적절한 시기에 개도국 의사가
반영되도록 GATT에서 통상 관계 협상을 행할 예정임을 강조
- 일본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근을 방치할 수 없으며 식량 위기는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본다면서
1985년도에 60백만 엔 지원 예정임을 언급
- 미국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가격 통제를 해제함으로써 생산 증가가 가능하며 공정거래가 식량 증산의
주요한 자극제가 됨을 강조
- 소련은 기근을 없애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하며 개도국에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및 다국적기업을
배제해야 함을 지적

3. 제12차 WFC 각료회의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6.16.~19. 로마
동 각료회의에는 회원국 및 옵서버 등 80여 개국 참석

- 동 회의에는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참석

WFC(세계식량이사회) / CFA(식량원조정책계획
위원회) 회의, 제18-22차. Rome, 1984-86

| 86-0648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48 / 4 / 1~167(167p)

1. WFP(유엔세계식량계획) 식량원조정책계획위원회(CFA) 제18차 회의(1984.10.29.~11.7., 로마)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옵서버로 참석
10.29. WFP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심각한 식량난에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에티오피아에 대한 식량원조 증가 대책 호소

2. 제19차 회의(1985.5.20.~31., 로마)

3. 제20차 회의(1985.9.30.~10.11., 로마)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옵서버로 참석
잠정 의제와는 별도로 멕시코 지진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결의 요청이 중남미국가 중심으로 제안됨.

4. 제21차 회의(1986.5.26.~6.6., 로마)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옵서버로 참석
30개 회원국 및 80여 옵서버 국가 등 참석

5. 제22차 회의(1986.10.20.~31., 로마)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옵서버로 참석
일본의 식량원조 정책 보고

- 일본의 원조는 모두 무상원조이며 다자간 식량원조는 대부분 WFP를 통해 시행
WFP는 1986년 상반기 중 난민구호 등에 현물 포함 760백만 달러 지원
Mckinsey 보고서에 의거 WFP 조직 운영 방법 취약성 지적 및 개선 방안 제시

- WFP 권한과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이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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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옵서버로 참석
WFP와 FAO 간 기능 조정 및 원조물자 수송체계 확립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부속서 개정,
1984-85

| 86-0649 |

생산연도

1984~198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48 / 5 / 1~261(261p)

1. 제115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기간 중 1985.6.27. 민항기 안전문제 토의 후 다음 요지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바, 1985.6월 미국 TWA-847 피랍·억류 사건, 프랑크푸르트 공항 폭발 사건 등
일련의 테러 행위에 자극을 받아 미국 등이 ICAO 이사회에 토의를 요청한 것이 그 배경임.
민항기 안전 관련 ICAO 사무총장의 14개 행동계획(Plan of Action)에 관한 보고서에 유념
불법납치위원회(Committee on Unlawful Interference)로 하여금 제116차 이사회(1985.9.4.~12.18.)
시작까지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서 제출 지시
720

- 시카고협약 부속서 17(Security 관련) 및 항공안전 관련 ICAO 문서를 검토, 안전 강화 대책 강구 등
불법납치위원회 작업 지원을 위한 임시 전문가그룹 구성 등

2. 제116차 ICAO 이사회는 1985.9.17. 및 9.19. 민간항공기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시카고협약 부속서
17의 수정 문제를 논의, 다음 요지의 수정 건의안을 채택함.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unauthorized) 자가 휴항 중인 비행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시행
효율적인 안전검사대 제도의 운영을 통해 안전검사대를 통과한 자와 통과하지 않은 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
비행기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계획 수립 등

3. 주미대사관은 1984.9.24. 주재국 국무부가 9.12. 외교단 앞 회람공한을 통해 인도 정부가 1982.11.12.
항공기 불법탈취방지협정(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및 민간항공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 방지협정(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비준서 기탁 시 유보한 조항을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86-0650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6차.
Montreal(캐나다) 1986.9.23-10.1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2016-48 / 6 / 1~288(288p)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6차 총회가 1986.9.23.~10.10. 몬트리올에서 개최됨.
대표단 명단

- 이종업 주몬트리올총영사(수석대표), 서풍진 교통부 항공국 국제과장, 이한곤 외무부 국제기구과
사무관, 원보희 대한항공 국제업무실장(자문위원) 등
기본 훈령

총회 결과

- Crosbie 캐나다 교통장관은 1986.9.23. 환영사에서 최근 김포공항 내 폭발사건 및 카라치 공항에서의
테러사건에 언급, 민항기 및 국제공항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필요성 강조
- 한국 수석대표는 9.24.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 민항기 및 공항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세계 각국과 협조, 공동 조치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
- 북한 수석대표 조건형 민항국 부국장은 9.26. 러시아어로 행한 기조연설에서 한국 비방 내용 없이 북한
항공산업 발전 등만 언급
- 9.27. 및 9.30. 실시된 이사국 선거에서 Part I(주요 항공운수국) 이사국으로 호주 등 10개국, Part II
(민항시설 설치 공헌국) 이사국으로 스위스 등 11개국, Part III(지역대표) 이사국으로 파키스탄 등
12개국이 각각 피선
- 외 무 부 는 10.2. 캐 나 다 가 제 안 한 Instrument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및 동 건에 관한 결의안에 한국을 공동제안국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몬트리올총영사관에 지시
- 10.2.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출한 남아공 인종차별 규탄 및 유엔 총회 결의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Roll-Call Vote)이 10.7. 실시되어 찬성 83표, 반대 12표 등으로 통과 (한국은 표결에
참석, 찬성 투표)

2. 주이란대사대리는 1986.9.2. 이란 외상 고문이 동 대사대리를 초치, 이라크가 1984.3월 이란 전 영공을
전쟁구역으로 선포, 민간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ICAO 총회에서 동 행위를
비난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다음 요지의 한국 입장을 주재국에 설명토록 주이란대사관에 통보

- 이란-이라크전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 종식되기를 희망
- 민항기에 대한 납치 등 무력사용 금지를 규정한 시카고협약 개정안(1984.5.10. 채택)의 조속 발효를
위한 국제적 공동대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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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입장과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국익증진 도모, 주요 항공관계 정보 수집 및 국제
협력을 통한 한국 항공 발전에 최대한 기여
- 대한항공 007기 격추사건의 정치문제화 재연을 지양하되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를 성문화하는
시카고 협약 개정안(1984.5.10. 채택)의 조속 발효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 경주

| 86-0651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6차.
Montreal(캐나다) 1986.9.23-10.10. 전2권, V.2
ICAO Reference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2016-48 / 7 / 1~508(511p)

1. 제26차 ICAO(국제민간 항공기구) 총회 관련 문서임.
ICAO 협약 Annex 14 개정에 관한 의견 문의(1985.12.31.)
양자 항공협정을 위한 항공안전 관련 모델 조항에 관한 의견 문의(1986.1.7.)
Annex 6, Part I 및 II 개정 필요에 관한 의견 문의(1986.1.14.)
승무원 이외의 인원에 대한 면허 발급 관련 Annex 1 개정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 문의
(1986.2.12.)
722


Annex
6의 Amendment 12 채택 관련 반대 여부 등 문의(1986.3.21.)

공항
비상계획 관련 Annex 14 개정 필요 여부 문의(1986.4.10.)

이사회
의장 선출 관련 공지(1986.4.22.)
국제항공 요금 연구를 위한 설문에 답변 요청(1986.5.27.)
항공기 call sign 문제 관련 Annex 10, Volume II 등 개정 필요 여부 문의(1986.6.11.) 등

2. ICAO가 1985.12.10. 회원국에 통보한 ICAO의 항공 관계 조약 등록 규칙의 개정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음.
ICAO에 등록되는 항공 관계 협정, 약정을 수록하는 목록을 매 분기마다 발행
매 5년마다 등록된 모든 협정, 약정을 집대성한 목록 발행

- 매년 동 목록에 대한 추록 발행
동 개정 전에는 체약국이 협정, 약정을 ICAO에 등록하면 ICAO에서 해당 체약국을 대신해 유엔
사무국에 등록 조치를 하였으나, 동 개정으로 체약국이 유엔 사무국에 직접 등록

한국의 CATC(민간항공훈련센터)에 대한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원, 1986

| 86-065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48 / 9 / 1~23(23p)

1. 주몬트리올총영사는 1986.6.3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국 아태지역 Field Operation 담당
과장이 6.26. 한국의 민간항공훈련센터(Civil Aviation Training Center, CATC)에 대한 UNDP/ICAO
공동지원 문제와 관련 UNDP(유엔개발계획) 측이 1987~91년 사업계획을 곧 확정할 예정이므로 동
사업계획 확정 전 ICAO Planning Mission의 방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고함.
2. 상기 건의에 대해 과학기술처 및 교통부는 다음 요지의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UNDP 제3차 계획(1982~86)의 일환으로 CATC에 대해 약 60만 달러 규모로 사업을 지원 중이며, ICAO는
동 사업의 추진을 보조하는 집행기구일 뿐 ICAO 측 자금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님.
- 동 Mission의 방한 목적은 CATC 사업 등이 UNDP 제4차 계획사업으로 계속 선정되도록 한국 정부와
교섭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UNDP 제4차 계획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는 계획 수립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ICAO 등 각 기구의 Mission 방한은 바람직하지 않음(UNDP 사업의 집행기구는 사업 예산의
약 13%를 UNDP로부터 지원받는 혜택).
교통부(1986.7.23.)

- ICAO 측은 1986.3월 및 5월 Mission 방한을 제의해 왔으나 과학기술처 의견에 따라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ICAO 측에 통보
- CATC 사업에 대한 UNDP/ICAO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처 동의 시 동 Mission 방한에 이의
없음.

3. 외무부는 1986.8.2. 상기 과학기술처 의견을 기초로 UNDP 제4차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동 Mission의 방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침을 주몬트리올총영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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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1986.7.28.)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6-57차. Londo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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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8 / 10 / 1~204(204p)

1. 제56차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결과에 관한 1986.6.25. 주영국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6.10.~20. 런던 소재 IMO 본부
한국(옵서버) 측 참석자: 주영국대사관 라원찬 공사, 최병효 1등서기관, 김종태 해무관

- 1986.4.16. IMO 회원국이 된 북한은 최민규 해사국장 등 4명이 옵서버로 참석
- 북한 가입에 따라 IMO 회원국은 총 129개국
회의 결과
724

- 이사회 회원국의 비밀투표에 의해 스웨덴의 Per Erikson이 1985년도 국제해운상 수상
- 많은 회원국이 IMO의 여러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IMO 사무총장에게
부여
- 해상의 선원과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발한 제52차 해상안전
위원회 회의 결과 평가
- 제56차 법률위원회, 제22차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제16차 간소화위원회에서 식물위생 표준증서(Standard Phytosanitary Certificate) 제도를 FAO와 공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을 추인
- IMO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가 IMO에 파견된 회원국 연락관이나 대표(Permanent Representative)에게
적합한 외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

2. 제57차 IMO 이사회 회의 결과에 관한 1986.11.25. 주영국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11.10.~14. 런던 소재 IMO 본부
참석 국가: 31개 이사회 회원국, 한국 등 16개 옵서버 국가 등

- 바누아투의 가입으로 회원국은 총 130개국
회의 결과

-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관한 해사안전 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
- 법률위원회,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보고서 승인
-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의 세계 해사의 날(1986. 9월 셋째 주) 경축 사례 발표
- 이 탈리아 등 3개국이 공동제안한 해상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진압을 위한 협약 초안(Draft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관련 특별
작업반을 구성, 문안 작성을 완성하고 제58차 이사회(1987.6.)에서 검토키로 결정 등

해상 수색 및 구조에 대한 IMO 북서태평양지역
회의 및 세미나, 동경. 1986.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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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12.24.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은 12.23.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 일본 해상보안청
주최로 1986.12.15.~20. 동경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해상 수색구조 회의에서 동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해난구조 협력에 관해 일·중국(구 중공)뿐만 아니라 남북한 대표도 참석해 합의를 보았다고 보도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1986.12.24. 외무부 작성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국 측에서 해양경찰대 김기택 감시과장 참석
토의 요지 및 대책

- SAR(국제해상 수색구조 협약) 가입을 촉진하고, 특히 해난구조를 위한 책임구역 설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 형식의 약속은 부재
- 한·일 간에 해난구조에 관한 협정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동 회의에서 공산국가, 특히 북한과의 그룹
의견교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순한 세미나적 성격의 회의라 하더라도 향후 외무부와 사전 협의할
것을 관련 부처에 통보 예정

3. 상기 관련, 1986.12.24. 주일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동 회의에서는 1979년 SAR 협약 시행을 위한 기술적 협력 문제 토의
해난 구조를 위한 담당구획 획선 문제에 대해서는 북태평양소위원회(남·북한, 일본, 중국 등)에서
동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해난구조 문제 논의 결과, 동 해역에서 책임구역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협력 및 협의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함(동 회의 보고서에 수록).

주일대사관이
북태평양소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한 일본 해상보안청 2구난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동 과장은 12.23. 요미우리 신문 보도 내용은 오보이며 관련국 간 구체적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토의 내용을 상기 보고서에 남기는 정도로 끝났다고 언급

- 또한 동 과장은 한국 측 참석자는 해난구조 구획에 관해 발표했으나 북한은 준비 자료가 없어 발표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구획 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난구조 연락을 받은
가까운 곳에서 구조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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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의 정식 명칭: 해상 수색구조에 대한 IMO(국제해사기구) 아태지역 회의 및 세미나
참가국: 34개국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영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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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48 / 12 / 1~189(190p)

1. 1986년 런던 소재 IMO(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다음과 같은 IMO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관한
주영국대사관의 보고 문서임.
제31차 화재방지 소위원회(2.24.~28.), 제31차 무선통신 소위원회(4.14.~18.), 제38차 위험화물운송
소위원회(4.21.~25.), 제27차 컨테이너 및 화물 소위원회(5.12.~16.), 제29차 선박설계 및 의장
소위원회(5.19.~23.), 제31차 선박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소위원회(6.2.~5.), 제18차 구명
설비 소위원회(6.22.~26.), 제19차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소위원회(9.29.~10.3.), 제32차 무선통신
726

소위원회(12.1.~5.)

2. 상기 소위원회 회의 중 제19차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소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대표

-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대표), 김태우 한국선급협회 런던사무소장(자문), 박희도 한국해기사협회
국제부장(자문)
회의 결과

- 제18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연안 항해 적용 원칙 설정에 관한 지침(협약 적용상 연안 항해는
각국이 임의로 정하되 동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채택, 차기 해사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되면
동 위원회 회보로 각국에 배포키로 결정
- 제18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통신 체제 FGMDSS(Future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운용 및 기능자격 요건 내용을 일부 수정, 1988년 외교회의(IMO Conference) 결과를 보아
IMO 문서에 공식 포함하기로 결정
- 해상 시추선 선원의 추가 훈련 및 자격 관련 영국은 동 추가 요건이 연안국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키로 결정
- 아·태지역 국가의 해상 수색 및 구조 회의가 1986.12.15.~20. 동경에서 개최됨을 공지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제51-52차. London,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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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8 / 13 / 1~232(232p)

1. 제51차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회의 결과 등에 관한 1985.6.14.
주영국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5.5.20.~24. 런던 소재 IMO 본부
한국 대표

- 주영국대사관 김종태 해무관(대표), 한국선급협회 신호철 런던사무소장 및 김태우 검사원(고문)
회의 결과

2. 제52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결과 등에 관한 1986.2.13. 주영국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1.27.~2.5. 런던 소재 IMO 본부
한국 대표

- 주영국대사관 이윤복 참사관(대표), 한국선급협회 김태우 런던사무소장(고문)
회의 결과

- 테러 행위로부터 여객 및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제안을 검토, 작업의 원칙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으나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에 이견이 있어 작업반을 조직, 기술적인 조치 안을 작성토록 결정
- FGMDSS에 포함되는 EPIRB(조난위치 표시 무선표지)의 주파수 관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1.6 GHz를 대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406 MHz를 FGMDSS로 채택하는 안을 34:8로 가결
- 동 주파수 관련, 한국은 INMARSAT 가입국으로서 1.6 GHz 지지 입장이었으나 회기 중 미국이 전격적으로
COSPAS-SARSAT 위성 무료사용을 발표함에 따라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 해상 사기 방지 등을 위한 선박 식별번호 부여 방안 검토는 해운업계 전반의 반대를 고려해 검토를
일시 중지하고 제54차 회의에서 거론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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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S 및 LL 협약 수정을 위한 1986년 회의를 1988년 FGMDSS 도입을 위한 국제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 88년까지 연기하는 데 합의
- FGMDSS 통신 체제 도입 관련 재정적 평가 검토에 대한 일부 국가의 우려가 있었으나 통신 소위원회에서
선내 FGMDSS 장비 예정가격을 검토 중임 등에 주목
- 해상에서의 해적방지 및 구조에 관한 IMO 기술 기지를 싱가포르에 설치하기 위한 기금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 주려는 계획을 평가
- 해상에서의 사기행위, 오염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IMO 식별번호를 각 선박에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특별작업반이 작성한 시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1985.9.30.까지 제출토록 결정 등

북한의 IMO(국제해사기구) 가입,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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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9 / 1 / 1~368(369p)

1. 영국 런던에서 1985.6.25.~28. 개최된 제54차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는 북한의 IMO 가입 권고안을
채택하고, IMO 협약 규정에 따른 전체 회원국에 대한 의견 문의 절차로써 북한의 가입 문제를 우편 투표
에 회부하여 처리키로 결정함.
동 결정에 따라 Srivastava IMO 사무총장은 1986.7.3. 북한의 가입에 대한 의견문의 서한을 127개
회원국 외상 앞으로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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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측은 북한의 IMO 가입을 가능한 한 지연시키되 최소한 1986.11월 IMO 총회 이후에 회원국들이
응신토록 한다는 목표하에 총 127개 IMO 회원국 중 53개 우방국을 선정하여 1986.7월 이후 교섭을
시행함.
3. 북한의 IMO 가입 문제에 대한 우편 투표에서 1986.4.7. 찬성국이 전체 회원국(128개국)의 2/3인 86개국
에 달하였으며, IMO 사무총장이 1986.4.8. 동 사실을 북한 측에 통보함.
북한은 1986.4.16. IMO 협약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IMO의 129번째 회원국이 됨.

4. 영국 런던에서 1986.6.17.~20. 개최된 제56차 IMO 이사회에 북한 대표 4인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함.
동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은 Srivastava IMO 사무총장 및 Mensah 사무차장을 방문하여
북한의 IMO 가입 및 북한 대표단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무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 북한 대표단은 6.20. Mensah 사무차장 면담 시 IMO 회의 참석을 위한 입국 비자를 수주 전에 신청할
것을 영국 측이 요구하고 있음에 불만을 표시하고 IMO 상주대표직원의 특권, 면제에 대해 문의함.

5. 북한은 1986.8월 Srivastava IMO 사무총장에게 직원 5인으로 구성된 북한 IMO 상주대표부의 설치를
신청하였으며, IMO 사무총장은 1986.8.16.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함.
6. 1986.9.8.부터 개최되는 IMO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 3인의 북한 대표단이 참석함.
북한 대표단은 Srivastava IMO 사무총장 및 Mensah 사무차장을 방문하여 북한이 제출한 상주대표부
신청서 처리 결과를 문의하였으며, IMO 측은 이를 영국 측에 전달하고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IMO(국제해사기구) 세계해사대학, 19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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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9 / 2 / 1~148(148p)

1. IMO(국제해사기구)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에 한국 연수생 파견 추진에 관한 내용임.
해운항만청은 1982.12.2. IMO 직원 방한(1982.9월) 시 협의한 바 있는 Malmo 시에 개교 예정인
세계해사대학에 한국의 파견 가능 인원 등을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으로 하여금 IMO 측과 협의토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은 12.20. IMO 사무처 아태지역 담당관 접촉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

외무부는 해운항만청의 요청에 따라 1983.4.1. 선박기술관리자과정 및 해사안전행정과정에 연수생
각 1명의 입학 지원서를 주영국대사관에 송부
외무부는 1983.10.24. 해운항만청의 요청에 따라 1984년도 일반해사행정과정(2년), 해사교육과정
(2년) 및 해사안전행정과정(1년)에 각 1명의 입학 지원서를 주영국대사관에 송부
주영국대사는 1984.3.13. IMO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1984년 상반기 내 세계해사대학 재정 기여금
(4만 달러)을 납부할 예정임을 통보

- 동 사무총장은 3.19. 주영국대사에게 감사 서한 송부

2. 주영국대사관은 1983.2.3. IMO 사무총장이 1983.1.25. 주영대사 앞 서한을 통해 세계해사대학 운영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이는 한국에 동 대학 운영경비 기부를 요청한 데 대한 고려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을 외무부에 보고함.
해운항만청은 3.25. 이준수 한국해기사협회장을 운영위원으로 추천
해운항만청은 1986.1.24. 동 운영위원을 양시권 한국해양대학장으로 교체 임명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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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IMO 직원은 퇴직 직원으로 IMO 요청으로 아시아지역 훈련기관을 답사하고 IMO에 보고서 제출
- 동 대학 연간 운영경비는 36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며 현재 200만 달러는 확보되어 있으나 잔액에
대한 기금 기여국이 없을 경우 참가국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훈련 인원은 100명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60%는 개도국에 배정 예정

IAEA(국제원자력기구) 위원회 회의. Vienna
(오스트리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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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9 / 3 / 1~64(64p)

1. IAEA(국제원자력기구) 행정예산위원회(1986.5.6.) 회의 결과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한영성 과학관이 교체이사로 참석
직원채용 지연 사례 시정 등의 주석과 함께 1985년도 결산을 6월 이사회에 상정

1987~88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한국 측은 장기사업 우선 및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술원조 증액에 환영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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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공급보장위원회(Committee on Assurances of Supply) 회의 결과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한영성 과학관이 교체이사로 참석
제18차 회의(1986.1.21.~23.)

- 핵 분야 국제협력 Draft Principle에 대해 협의했으나 NPT 및 IAEA Safeguard와 당사국 간의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공약 방안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각 회원국의 의견을 1986.2.21.까지 사무국에 제출,
사무국에서 새로운 제안을 작성키로 결정
- 미·소를 비롯한 핵 선진국은 NPT와 IAEA Safeguard 동시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인도, 이란 등 핵
개도국은 선택적 가입 입장 고수
제19차 회의(1986.4.28.~30.)

- Internationally Binding에 관한 핵 보유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로 사무국에서 새로운 안을 작성토록 결정
제20차 회의(1986.11.25.~27.)

- 국제협력 Principle 관련 의장, 스웨덴, 멕시코, 이란 및 인도가 각각 제안한 수정안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협의하기로 결정

3. 기술원조 및 협력위원회(1986.12.10.~12.) 회의 결과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한영성 과학관이 교체이사로 참석
기술원조사업 기금 상한선(32,479,400달러) 설정 등 총 39,979,400달러에 달하는 1987년도
IAEA 기술원조 사업계획을 확정,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
기술협력 정책 평가

- 4년간의 시험 기간을 설정, 시행
서방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기술협력 예산 현상유지 및 대폭 확충으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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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0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6.9.29-10.3. 전3권, V.1 기본
문서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49 / 4 / 1~192(192p)

1. 1986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제1차 특별총회 및 제30차 정기총회 개요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 1986.4월 Chernobyl 원전 사고 이후 IAEA의 조치를 결산하는 특별총회는 9.24.~26. 개최
- 정기총회는 9.29.~10.3. 개최
한국 대표단

2. IAEA 제30차 정기총회 회의 결과에 관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북한 대표는 1986.10.1. 본회의에서 다음 요지의 기조연설

- IAEA의 각종 기술협력 사업에 사의 표명 및 IAEA의 Safeguard 활동 강화 필요
- 북한의 NPT 가입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며, 9월 초 평양에서 개최된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결과 등 언급
10.2. 본회의에서 브라질 등 11개 이사국 선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14개국은 10.2. 이스라엘의 핵 위협 관련 이스라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요구하는 결의안 제출

- 동일 미국 대표는 이스라엘 문제가 과거 5년간 계속 토의, IAEA를 정치화시킨 것을 개탄하고 동 결의안
반대
- 10.3. 미국이 동 결의안을 회원국 2/3 다수를 요하는 중요 문제로 취급할 것을 제의, 가결되었으며
(한국은 찬성 투표), 막후교섭 결과 이스라엘 문제 토의 연기 결정
10.3. 튀니지 등 아프리카 그룹이 제안한 남아공의 회원국 자격 정지를 이사회가 권고하는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투표 결과 가결(한국은 찬성 투표)

3. 동 총회 계기 개최된 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회의에서 이병휘 원자력 비상임위원이 지명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는 RCA 협력 범위 조정
등 협정 개정안에 대해 1986.11월까지 의견을 IAEA에 제출키로 함.
협력 범위에 원자력 발전 분야 포함도 협정상 문제가 없다는 IAEA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라 한국은
동 분야 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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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총회: 이수용 주오스트리아대사(대표), 한영성 과학관(교체대표) 등
- 정기총회: 권원기 과학기술처 차관(대표), 이수용 대사(교체대표), 문유현 과학기술처 원자력 개발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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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0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6.9.29-10.3. 전3권, V.2 회의
문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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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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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9 / 5 / 1~407(407p)

1986.9.29.~10.3.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제30차 총회 회의 결과 등에 관한
IAEA 작성 문서임.
1. 제46~50차 Committee of the Whole 회의록

732

기술원조 재원 문제
Amendment of Article VI.A.2 of the Statute
1985년 결산
1987~88 IAEA 사업 및 예산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등

2. 제282~292차 본회의 회의록
이사국 선출
이스라엘의 핵 위협 문제 토의
1985년 연례 보고서
1987년 기술원조 및 협력 자발적 기여금
한국 대표 등 각국의 발언 요지 등

3. 제48~49차 General Committee 회의록
각 대표 제출 신임장 검토 등

| 86-0662 |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0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6.9.29-10.3. 전3권, V.3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49 / 6 / 1~107(109p)

1. 1986.9.29.~10.3.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제30차 총회에서의 이사국 선거 관련
문서임.
한국에 지지를 요청한 국가는 브라질, 파나마, 칠레, 나이지리아, 사우디, 이란, 이라크, 태국,
스위스 등

외무부는
9.2. 내부 건의 문서를 통해 브라질 등 지지 결정

2.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86.3.25. 파키스탄 대표부가 3.12. 공한을 통해 자국 Munir Ahmad Khan
보고함.
오스트리아 주재 인도대표부는 5.15.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Raja Ramana 인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1986.9월 IAEA 총회 의장으로 입후보할 예정임을 알려 오면서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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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이사를 차기(1986.9월~1987.9월) IAEA 이사회 의장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UN회의 실무자회의,
제1-4차. Vienna,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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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49 / 7 / 1~79(79p)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유엔회의(UN Conferenc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개최에
앞선 제7차 준비회의(1986.11월)를 위해 1986년 중 비엔나에서 개최된 실무자회의 결과임
(동 회의에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관 참석).
1. 제1차 실무자회의(1986.1.27.~29.)
734

향후 일정 및 잠정의제 등 협의

2. 제2차 실무자회의(1986.4.21.~25.)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Based on Available Documents 등 의제별 비공식 회의로 진행,
장시간 협의를 했으나 77그룹 안과 미국,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 안이 제기되어 차기
회의에서 구체 협의키로 결론

3. 제3차 실무자회의(1986.6.23.~7.4.)
미국 안과 77그룹 안의 절충을 시도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장의 제의로 차기 회의까지
양 그룹 간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계속 협의키로 결론

4. 제4차 실무자회의(1986.10.27.~31.)
77그룹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중심으로 협의했으나 원칙 및 constraints 등 관련 양 그룹 간
상당한 의견 차이로 결과보고서 채택에도 실패하고 Non-Paper 작성에 그침.

- 제7차 준비회의에 동 건 검토 요청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UN회의 준비회의,
제7차. Vienna, 1986.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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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과

MF번호

2016-49 / 8 / 1~124(126p)

제7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회의 준비회의(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가 1986.11.10.~21. 비엔나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 관련 사항
대표단 구성

- 한영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관, 김영목 외무부 국제기구과 서기관 등
- 1987.3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회의의 준비회의 참가를 통해 각료급 대표가 참가할 내년
본회의에 대비 및 원자력 평화적 이용 증진 방안과 동 분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일반원칙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 입장 정립

2. 회의 결과(1986.12월 회의 참가 보고서 요지)
회의 참가국: 53개 준비회의 회원국, 3개 옵서버국(한국, 스위스, 로마교황청) 등

- 북한은 등록하지 않고 비공식 참관
회의 진행상의 특징

- 동 회의 개최 전 실무자 회의가 4차례 개최되었으나 동 회의에 제출할 문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동
실무회의를 사실상 계속하기 위한 Contact Group(CG) 회의로 회의 기간의 대부분을 소진하고 본회의는
이틀간 개최
- CG 회의는 8차례 개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방안 및 원칙 문제 등 토의
본회의(1986.11.18.~19.) 토의 결과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원칙에 대해 선진국, 77그룹, 동구권 그룹 간의 이해 대립으로
각 제안을 공히 미합의 문서로 회부하고 동 원칙 문제를 다룰 제1위원회 절차 및 topic은 원칙 문제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대립으로 내년 본회의에서 협의키로 잠정 합의
- 제2위원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토의키로 하고 핵에너지 기획, 핵
발전의 발전과 전망, 핵 안전과 방사능의 보호, 방사능 폐기물 재처리 등 8개 topic에 합의
동 준비회의 특성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 원칙 문제 등에 있어 선진·개도국 간 근본적 대립으로 인해 준비위
고유 의무의 무난한 종결 불가능
- NPT 정신과 핵 주권 개념의 날카로운 대립 노출
- 미국의 핵 에너지 정책의 딜레마(NPT 고수와 대개도국 핵에너지 분야 협력 또는 상업적 이익 추구
필요성의 갈등)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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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중 개최된 WMO(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제9차 대기과학전문위원회(Commission for Atmospheric Sciences)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10.6.~17. 불가리아 소피아
한국 정부 대표: 김문일 중앙기상대 기상개발관

기본
훈령
736

- 각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수시 접촉,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WMO를 통한 친선 유대 강화 및 한국
정부 입장과 정책을 충분히 반영시켜 국익 증진에 노력
- 기상 분야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입수를 통해 한국의 동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
- 동 회의가 공산권인 불가리아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 북한 또는 일부 동조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비방
또는 중상을 할 경우 비정치적 성격의 본회의에서 의제와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함이 부당함을 들어
반박하고 필요한 경우 민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노력 설명

2. 제8차 WMO 항공기상전문위원회(Commission for Aeronautical Meteorology)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11.4.~15. 제네바
한국 정부 대표: 최정부 중앙기상대 기상연구관

3. 제9차 WMO 농업기상전문위원회(Commission for Agricultural Meteorology)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11.17.~28. 마드리드
한국 정부 대표: 김병찬 중앙기상대 기상연구관

미국 및 각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1983-86. 전3권, V.1 미국,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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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배경 등에 관한 1983.12.30. 외무부 작성 보고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미국은 UNESCO로부터 1984.12.31. 탈퇴할 것임을 파리 주재 미국대표부를 통해 1983.12.28. UNESCO
사무총장에게 통보

- 주한 미국대사관은 12.29.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을 외무부에 통보
탈퇴 배경

미국은 유네스코 내에 구체적인 변화가 보이는 경우 1984년 중 탈퇴 결정을 재고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미국은 1978~79년 ILO(국제노동기구) 탈퇴 후 복귀

2. 상기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관련 재외공관이 보고한 주재국 반응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83.12.28. 서독 정부 대변인은 유네스코의 정치적 방향과 재정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난에
공감이나 서독은 앞으로 유네스코 회원으로 계속 남을 것이며 구주 우방국들과 함께 유네스코의 성격 변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언급
캐나다 외무성과 유네스코 캐나다위원회는 유네스코의 변질을 개선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며 탈퇴 의사는
없다는 입장 표명
Mochtar 인도네시아 외상은 1983.12.30. 미국의 탈퇴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나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하고 어떤 나라도 국제기구에 참가, 탈퇴할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과거 유엔에서 탈퇴했다가 수년 후 복귀했던 사실 상기

3. 본 문건에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에 관한 주미대사관 및 주프랑스대사관 등의 보고, Heritage
Foundation 발간 Backgrounder에 게재된 Owen Harries 전 주유네스코 호주대사의 연구 보고서,
유네스코 탈퇴 관련 미 국무부 공식 발표문 및 유네스코 및 유엔 사무총장 앞 슐츠 국무장관 명의
통고 서한, 국내외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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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 포함 공산권 및 비동맹권이 유네스코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 유네스코를 반미 및 반서방 정치
도구로 악용(이스라엘 및 남아공의 정책 비난, 평화 및 군축 문제 취급 등)
- 공산권 및 비동맹권 주도하에 신국제정보질서의 기본원칙을 채택(1980년)함으로써 서방 통신사 및
언론기관의 활동 제한 시도
- 유네스코 예산의 증액(매 2년마다 4~6% 증액 원칙 채택)을 통해 무절제한 사업 확장 기도(1984~85년도
예산 3억8천만 달러 중 미국이 약 9천3백만 달러 부담)
- M’Bow 사무총장(세네갈 문교장관 역임, 1974년 이래 재직)의 반서방 성향과 독주
- 미국의 198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계 등을 겨냥한 선거 포석 등

미국 및 각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1983-86. 전3권, V.2 미국,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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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1984.12.31.)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1983.12.28. 미국의 탈퇴 통보 관련 주재국 반응에 관한 재외공관 보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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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문교상은 12.31. 유네스코가 미국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 것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타전
- 오스트리아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탈퇴 결정은 보편성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논평
- 프랑스 외무성은 미국의 결정에 실망을 표시하고 재고 희망
- M’Bow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1984.1.18.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재고를 요청하는 Shultz 국무장관 앞
서한 발송
Newell 미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는 1984.2.16. 유네스코 아시아그룹 회의에 참석,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배경(유네스코의 정치무대화, 예산 낭비 등)을 설명하고 교육자, 언론담당 고위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유네스코의 구체적 계획 변경 유무 검토 후 탈퇴 여부에 관한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
포함 서방 24개국은 1984.3.15. 유네스코의 개혁을 촉구하는 문서를 유네스코에 제출

- 정치화 지양, 예산 집행에 통제를 할 수 있는 투표제도 변경, 전통적 언론자유 보장 등
유네스코 사무국은 미국 행정부의 감사 허용 요청에 따라 US General Accounting Office가
1984.4.2.부터 유네스코의 재정 및 인사 분야 감사를 시작하였고 GAO 보고서는 11.1.경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
1984.11.22. 영국은 1985년 말 유네스코 탈퇴 예정임을 발표
Newell 미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는 1984.12.19.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1984.12.31. 유네스코
로부터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탈퇴 후에도 유네스코 개혁을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 독자적인 Reform Observation Panel을 임명, 개혁을 자체적으로 평가
- 미국의 대유네스코 관계를 관장하기 위한 Observer Mission 임명 등
1985.1.24. 파리에서 발간된 헤럴드 트리뷴지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미국이 1985년도 유네스코
기여금(4,700만 달러)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보도

- 동 문제 관련 미 국무부 작성 문서(Position Paper)는 유네스코 규약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탈퇴국의
재정 의무는 탈퇴 통고 기간과 일치한다고 주장

2. Eger 주한 서독대사는 1984.9.5. 외무부차관을 방문,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관련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비
망록을 전달하면서 한국 입장을 문의한 데 대해 외무부차관은 유네스코의 정치화 경향이 개선되고
미국의 탈퇴가 재고되어 유네스코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미국 및 각국의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 1983-86. 전3권, V.3 기타 국가,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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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관련 주요국의 입장 및 동향 등에 관한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1. 서독
Genscher 외상은 1984.12.17.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다음 입장 표명

- 서독 정부는 집행위 등이 현재 개혁 문제 관련 추진하고 있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1985년 제2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예상되는 결정은 서독의 장래 유네스코 참여를 위해 결정적이 될 것으로 판단

1985.12.31.부로 유네스코를 탈퇴한다는 Chanabalan 외상 명의의 통고 서한을 1984.12.27.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전달

싱가포르
정부 대변인은 1984.12.27. 성명을 통해 자국의 탈퇴 결정은 미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단순히 재정적 이유라고 밝히고 1976~84년 기간 중 자국의 기여금이 4배나 증가되어
과중한 부담이라는 입장 표명

3. 일본
1985.2.13. 유네스코 임시 집행위원회에서 일본의 가가와 집행위원(주유네스코 대사)은 유네스코
개혁이 금년 10월 총회까지 실현되지 않으면 일본은 유네스코와의 관계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나카소네 수상은 1985.2.15. 중원 예산위에서 유네스코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개혁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탈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언급

4. 캐나다
1985.2월 유네스코 집행위에서 캐나다 대표 Clark 대사는 유네스코 개혁 필요성에 대한 캐나다의 입장이 과
거보다 더욱 확고하며 만약 캐나다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흡할 경우 매우 심각한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

5. 네덜란드
외상 및 교육과학상은 1985.3.7. 하원에서 네덜란드는 유네스코를 탈퇴할 계획은 없으나 서방 제국이
희망하고 있는 개혁이 없을 경우 입장을 재고할 것이라고 발언
외상은 1986.9.24.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만일 유네스코가 1985년 소피아 결의 이행에 실패하는
경우 유네스코 잔류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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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24-125차. Pari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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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9 / 13 / 1~373(373p)

1. 1986년 파리에서 개최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제124차
(5.7.~23.) 및 제125차(9.10.~10.8.) 회의 결과에 관한 주프랑스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제124차 회의

740

- 사무총장은 5.7. 활동보고에서 제7차 IPDC 이사국 회의 시 한국, 캐나다, 일본 등의 대표가 자발적
기여금 공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사의 표명
- 5.12.~13. 회의에서 사무국 직원 감축 및 재배치 문제 관련 가봉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역균형 원칙의
비례적 감축을 주장, 아프리카 출신 직원 대량 해고를 반대한 데 반해 일본 등 서구권 국가들은 업무의
효율성 및 보편적 원칙을 강조
- 5.20. 회의에서 영국의 탈퇴에 따른 옵서버 지위 부여 문제 관련 중앙아 등 제3세계 대표는 영국의
유네스코에 대한 특권면제 협약상 혜택부여 거절 문제를 일괄 타결할 것을 주장했으나 보편성 원칙을
주장하는 서구권 주장대로 옵서버 지위 부여
- 동 회의에서 제3차 중기계획안(1990~95) 작성 관련, 대부분의 국가가 제2차 계획과 같은 체계(6년 단위,
4단계 프로그램 등) 유지를 주장했으나 캐나다, 일본 등은 총회 개최 시마다 변경될 수 있도록 신축성
요구
제125차 회의

- 서구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집행위원들은 사무국 직원 감축 및 조직 재정비 노력에 대한 성과에 만족
표명
- 특기할 만한 발언으로 소련 대표는 핵전쟁 위기의 탈피와 평화의 토대 구축을 위해 유네스코가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했으며, 그리스 및 카메룬 대표는 제3차 중기계획에
자연재해 대비책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
- 본회의와 별도로 개최된 행정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서독 등의 대표는 1988~89 예산 작성에 있어서
회원국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제로 증가 원칙을 주장했으며 대다수 위원들이 지지, 프로그램위원회에서
호주 대표는 World Heritage 보호를 위한 협정 미가입국의 조속 가입 및 기금 조성을 위해 동 협정
당사국은 유네스코 분담금의 1%를 의무적으로 납부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다수 국가들이 찬성

2. 동 집행위원회 관련 UNESCO 문서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제124차 회의

- 제3차 중기계획 관련 결의안 초안, 영국 및 싱가포르 탈퇴에 따른 예산안 수정 결의안, 유네스코 개혁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 직원 감축 및 재배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집행위에서 채택된 결정 등
제125차 회의

- 1985년 예산 감사 결과 자료, 집행위에서 채택된 결정, 행정예산위원회 보고서 등

Keller, Thomas 유네스코 사무차장보 방한,
1986.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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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9 / 14 / 1~34(35p)

Thomas Keller 유네스코 사무차장보가 1986.8.20.~24. 방한함.
1. 방한 경위
주프랑스대사관은 1986.8.6. Keller 유네스코 사무차장보가 8.5. 동 대사관 한 참사관에게 8.24. 동경
개최 회의 참석 계기 방한을 희망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방한초청을 건의
외무부는 8.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Keller 차장보를 방한 초청키로 하였음을 주프랑스 대사관에
통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방문, 문화공보부차관 예방 및 동 차관 주최 오찬, 외무부차관 예방, 유네스코
청년원 방문(8.21.),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문교부장관 예방 및 동 장관 주최 오찬(8.22.), 경주
시찰(8.23.)

3. 특기 사항
동 차장보는 86.8.21. 이상옥 외무부차관 예방 시 미국 및 영국의 유네스코 탈퇴로 30%의 예산이
삭감된 폭이나 작년 총회에서 미국 탈퇴분 25%를 감안하여 임시 예산서를 작성,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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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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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CPES(체육
및스포츠정부간위원회) 회의, 제5차. Paris,
1986.10.7-14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0 / 1 / 1~119(120p)

1. 제5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체육 및 스포츠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CPES) 한국 유치 의사 철회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음.
체육부는 1984.10.12.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해 ICPES 1986년 회의 한국 유치를 외무부에 협조 요청
외무부는 12.1. 멕시코에서 개최된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1984.11월)에서 차기 총회를 1986.4월
서울에서 개최키로 확정함에 따라 유사 성격 회의 동시 유치 시 기대효과 감소 등 고려, ICPES 회의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므로 최종 결정은 유네스코 측에 일임한다는 입장에서 임할 것을 주프랑스
742

대사관에 지시
주프랑스대사관은 1986.1.10. UNESCO ICPES 담당관을 접촉 결과, 2월 파리에서 개최될 ICPES
Bureau Member 회의에서는 유네스코 예산 사정상 한국이 회의 개최 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서울 개최를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체육부는 2.15. ICPES 회의 유치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 주프랑스대사관은 2.24. 동 회의 유치 철회 의사를 밝히는 구술서를 작성, 유네스코에 통보

2. UNESCO ICPES 제5차 이사회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10.7.~14. 파리
한국 대표: 한재철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

- 동 회의에 참석키로 되어 있던 체육부 관계자는 업무 사정으로 불참
동 회의에서 소련은 제2차 체육장관회의 자국 유치를 제의했으며, 한국 대표는 1988년에 올림픽 등
중요한 체육 행사가 많음을 감안해 동 회의는 1988년 말이나 1989년 초 개최를 제의

- 동 회의를 1989년 초 소련에서 개최키로 최종 결정
10.8. 회의에서 쿠웨이트 대표는 올림픽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금번 아시안게임에서
약물복용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발언

- 한국 대표는 10.10. 답변권을 통해 동 대표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고 IOC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IOC 약물검사소위원회 위원인 Donike 교수팀이 이끄는 IOC 약물검사위원회 및 아주경기위원회
의료위원회가 공정하고 성실한 검사를 했다는 사실 상기 등 구체 반박
- ICPES 사무국장은 10.13. 약물검사 관련 상기 쿠웨이트 대표 발언을 회의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삭제하기로 했음을 한국 대표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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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BE(국제
교육국) 회의, 제40차. Geneva(스위스)
1986.12.2-11.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0 / 2 / 1~216(216p)

제40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교육국(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세계
교육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에 대한 한국 대표 참석 관련 내용임.
1.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12.2.~11. 제네바

2. 의제
처한 중등교육, 중등교육의 향상(목표, 내용, 방법 등), 회원국 문교부에 대한 권고문 채택 등

3. 한국 대표단
이상옥 주제네바대사(수석대표), 조성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영식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당초 손제석 문교부장관의 수석대표 참석을 추진했으나 문교부 업무 사정으로 취소

4. 파견 목적
교육 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가, 한국의 교육 분야 발전상 홍보 및 한국의 국제적 인식 제고
교육 발전에 대한 국제적 정보를 수집, 국내 교육발전 정책 수립에 활용
교육 분야의 국제 협력을 통한 제3세계 국가와의 교류 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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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중등교육 요원의 양성 및 재교육, 과학기술 분야의 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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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2.2-11.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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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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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0 / 3 / 1~159(160p)

1986.12.2.~11. 제네바에서 개최된 UNES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교육국(IBE)의 세계
교육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주제네바대사 보고).
1. 동 회의에는 99개 회원국, 약 490명의 대표가 참석함.
2. M’bow UNESCO 사무총장은 1986.12.2. 개회사에서 중등교육 기간을 기본적 지식 개요를 습득하는
744

기간으로 정의하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 시대에 있어서는 중등교육이 특히 과학적 세계관
등을 청소년들에게 심어 주는 교육 단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함.
3. 다수 대표들은 기조연설에서 자국의 중등교육 시책, 목표 등을 소개하는 발언을 했으며, 과학교육 특히
교육과정의 컴퓨터화 및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한국 수석대표는 12.4. 기조연설에서 양질의 교육과 교육 기회의 확장이 한국 교육의 중요 부분임을
전제하고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한국 교육시책의 구체적 방향과 현황에 관해 설명
북한 대표(문병록 주유네스코대사)는 12.5.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원리와 김일성
교시에 따라 실시되며 중등교육은 11년의 의무교육(유치원 1년, 초등교 4년, 중등교 6년)에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

4. 1986.12.9. 회의에서는 금번 회의에서 채택 예정인 중등교육의 개선에 관한 권고 75호와 관련, 각국
이 낸 수정안 120개를 Drafting Group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일괄 통과시키고, 이견이 있는 국가들은
동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결정함.
동 권고안 토의 과정에서 일본은 유네스코가 전통적으로 추진해 온 국제 이해 교육 강화를 언급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교과서의 상호개정 장려 및 외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내용 제거”
라는 문구
삭제를 주장하는 수정안 제출

- 한국 대표단은 과거 역사교과서 파동이 수차 있었음에 유의, 중국(구 중공) 및 태국 등 이해관계국
대표와 협조, 대처방안 강구
- Drafting Group 조정안은 원안보다 강화되어“편견의 제거뿐 아니라 인종적 증오를 자극하는 내용 및
타 국민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제거를 위해 교과서의 상호개정을 장려한다”라고 되고 이를 서방 17개국
및 동독 등이 지지하자 일본은 동 조정안에 대한 이견을 기록에 남기는 선에 그침.

5. 1986.12.11. 폐막 회의에서 회원국 문교부에 보내는 중등교육의 개선에 관한 권고안 75호 등을 채택함.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IP(정부간
정보사업위원회) 회의, 제1차. Paris, 1986.10.21-23

| 86-0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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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0 / 4 / 1~123(124p)

1985년 제23차 UNESCO(유엔교육문화과학기구) 총회 결의로 창설된 정부간 정보학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Intergovernmental Informatics Programme, IIP) 제1차 회의가
1986.10.21.~23. 파리에서 개최됨.
1. 한국 참가 관련 사항
한국 대표: 한재철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
훈령 요지

2. 회의 결과
동 회의에는 한국 등 29개 위원국, 일본 등 25개 옵서버국, UNDP 등 4개 유엔기구 등 참석

- 프랑스 Danzin 대표를 의장으로 선출
10.21. 회의에서 모로코는 Hardware 제조 회사도 동 회의에 초청할 것을 제의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본 회의가 상업적 측면이 아닌 과학적 측면의 협력을 다루고 있으므로 제조사 초청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의장도 반대 입장 표명
동 회의에서 프랑스의 100만 프랑 기여 약속 등 각국은 IIP 사업 참여 방안에 관한 입장 제시
10.22. 회의에서 옵서버국인 일본은 IIP 사무국이 준비한 회의문서에서 사업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일부 중첩이 있으나 IIP는 유네스코 일반정보계획사업(GIP)의 구체적
실현 수단으로 본다고 언급
10.23. 회의에서 그리스, 불가리아는 차기 회의 유치를 제의했으며 Bureau Member 회의에서
검토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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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회의가 1985년 동 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의 회의임에 비추어 회의 참가 및 각국 대표와의 접촉을
통해 동 위원회의 세부 활동 목표, 기금 조성 방안 등 파악
- 정보학의 발전을 위한 제23차 UNESCO 총회의 결정 이행에 대한 사무국의 보고 파악 및 제24차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 내용 파악
- 각국의 기여금 서약 현황 파악 등

| 86-0675 |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 IPDC(국제
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회의,
제7차. Paris, 1986.1.14-20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0 / 5 / 1~166(166p)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IPDC)
제7차 이사회 회의가 1986.1.14.~20. 파리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 참석 관련 사항
746

한국은 1985.10월 제23차 UNESCO 총회에서 IPDC 이사국으로 선출
한국 대표단 구성

- 김윤환 문화공보부차관(수석대표), 김현곤 주프랑스 공사(교체수석대표), 서종환 해외공보관 기획과장,
정내권 외무부 국제기구과 사무관 등
- KBS 양휘부 ISB 사무차장이 NGO 대표 옵서버로 동 회의 참석

2. 회의 결과
의장단 개선 관련, 아주그룹 부의장 선출 시 인도 및 중국(구 중공)은 금번 이사회 부의장에 인도를
추천하는 대신 차기 부의장은 중국에 보장한다는 일본의 타협안 수락 (한국은 중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 지지를 표명했으나 중국의 타협안 동의 확인 후 인도의 부의장 출마에 동의)
한국 수석대표는 1.14. 기조연설에서 1986년 중 10만 달러 상당 TV Producer 과정 연수 실시와
1987년 중 적절 수준의 현금 기여 의사를 표명했으며, Garbo 의장은 한국의 기여에 사의 표명
IPDC의 세계 커뮤니케이션 현황 보고서(Periodic Report on the State of Communication in the
World) 발간 관련, 동 보고서가 기존 정보 질서에 대한 새로운 비판 구실을 제공할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는 스위스 및 일본과 동 보고서 발간을 신국제정보질서 문제 확산의 계기로 삼으려는 소련
등의 입장이 대립

- IPDC 설립 이래 최초로 타협안(5만 달러 배정 및 연구 계속)에 대해 표결 실시 결과, 동 타협안 통과
(한국은 찬성)

3. 한국 수석대표의 기타 주요 일정
유네스코 Knapp 사무총장대리 면담(1986.1.13.)

- 동 사무총장대리는 한국의 적극적인 유네스코 활동 참가에 사의 표명
유네스코 사무총장대리 및 IPDC 사무국장 초청 오찬(1.15.),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De Castries 한·불친선협회장 등 초청 만찬(1.14.), Le Monde지 사장(1.14.) 및 국영 TV(TF1) 사장
(1.15.) 예방 등

| 86-0676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10차. Geneva,
1986.4.8-11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0 / 6 / 1~197(199p)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제10차 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Permanent
Committe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Related to Industrial Property)에 대한 한국 대표
단 참석 관련 내용임.
1.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4.8.~11., 제네바
747
차수명 특허청장(수석대표),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등

- 특허청장은 동 회의 참석 후 특허청 현대화 계획에 대한 구주 특허사무소의 지원 방안 협의 등을 위해
1986.4.14.~15. 뮌헨 소재 동 사무소 방문

3. 기본 훈령
한국의 특허 분야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고려, 한국 입장과 견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국익
증진에 기여

WIPO
사무국 인사를 접촉, 한국 특허청 현대화 계획에 대한 사무국의 지원 확보토록 노력

4. 한국 수석대표의 인력자원개발 의제 토의 시 언급 내용
자원이 부족한데도 연수 내용의 다양화와 기회의 확대 노력을 환영하고, 특히 심판관 및 대학교수에
대한 훈련과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연수의 중요성 등 강조
한국은 공업소유권센터를 설립, 동 시설을 역내 개도국 연수생을 위해 제공할 것을 제의
훈련수요 대비 부족한 자금 보충을 위해 수혜자 부담을 병행함으로써 연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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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대표단 구성

FAO(UN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제18차. Rome, 1986.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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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0 / 7 / 1~176(178p)

1. FAO 제18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 대한 한국 대표단 참석 관련 내용임.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7.8.~17. 로마

- 당초 스리랑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스리랑카 내부 보안 문제로 개최지를 로마로 변경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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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위원회 회의) 의장단 선출, 빈곤층에 역점을 둔 식량안보 계획, 소농을 위한 제도금융, 농업 및
농촌개발에 있어서의 여성 참여, 수산물 양식개발의 진전사항 및 문제점 등
- (본회의) 의장단 선출, 제17차 총회에서 채택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FAO의 조치 내용 보고, 1986~87
아태지역 사업계획 등
한국 대표단 구성

- 조익래 농수산부차관(수석대표), 박명준 주이탈리아대사관 공사(교체수석대표), 신구범 주이탈리아
대사관 농무관 등
2년마다 개최되는 동 회의에는 한국 등 27개 회원국 참가 (이란은 소속 지역 변경으로 최초 참가)

- 제19차 총회 개최지로 토론 없이 스리랑카로 개최 확정
- 북한 대표(이종혁 FAO 상주대표)는 일부 국가의 식량 무기화를 비난하고 김일성의 지도에 의한 북한
의 농업개발 등에 관해 언급

2. 북한의 제19차 FA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유치 시도와 관련한 경위는 다음과 같음.
주태국대사관은 1986.5.13. 현지 FAO 아태지역사무소에 의하면 북한이 1988년 제19차 FAO
아태지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FAO 본부 및 동 사무소와 교섭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고
외무부는 5.14.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관련 공관에 동향을 파악토록 지시

외무부는
5.22. 내부 결재를 통해 한국 대표단의 참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북한의 유치를 용인하는
방안이 남북한 긴장 완화와 능동적 대국제기구 외교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건의

주이탈리아대사관은
6.23. FAO 담당국장에 의하면 북한으로부터 동 총회 유치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으며 스리랑카가 1988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88년 평양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

FAO(UN식량농업기구) 위원회 회의. Rome, 1986

| 86-0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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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0 / 8 / 1~84(84p)

1. 1986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1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회의에 대한 한국 대표단 참석 관련 내용임.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4.9.~16. 로마
대표단 구성

- 주이탈리아대사관 신구범 농무관 및 윤장배 농무관보
훈령(농수산부 안) 요지

동 회의에서는 중국(구 중공)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2. 1986년 FAO 제8차 산림위원회(Committee on Forestry) 회의에 대한 한국 대표단 참석 관련 내용임.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4.21.~25. 로마
대표단 구성

- 김찬회 산림청장(수석대표), 신구범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등
- 산림청장은 동 회의 참석 후 산림 분야 협력 강화 모색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 및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훈령

- 한국 정부의 산림정책과 현황을 고려,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국익 증진에 최선을 다함.
- FAO 사무국 직원 및 각국 대표단과 긴밀히 접촉해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에 기여하고, 특히 열대원목
생산국의 원목 수출 및 개발 전망을 파악하여 한국의 장기적 자원 확보 대책 수립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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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4월 제8차 회의 시 사무총장이 제안한 세계식량안보 수정 개념(적정 생산, 공급 안정성 극대화 등)은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곡물 수출입국 간 이해 상충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식량안보 사업의 실효 제고를 위해 지원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착수 필요
- 주요 곡물 수출입국의 장기 식량 전망 정보를 폭넓게 수집, 한국의 식량수급 정책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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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UN식량농업기구) / 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29차. Rome,
1986.3.17-21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0 / 9 / 1~104(104p)

1986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상품문제위원회(Committee on Commodity Problems) 제29차
정부간 미곡연구단(Intergovernmental Group on Rice) 회의에 대한 한국 대표단 참석 및 회의
결과 관련 내용임.
1.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3.17.~21., 로마
750

2. 대표단 구성
주이탈리아대사관 신구범 농무관 및 김정호 농무관보

3. 훈령(농수산부 안) 요지
각국은 쌀의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개도국의 쌀 생산 잠재력 개발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 필요
각국은 시장 안정성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비축 유지 및 선진국의 대개도국 농업
하부구조 개선 지원 필요 등

4. 회의 결과(시장 전망)
1985년도 국제 미가는 4년째 계속 하락세 및 교역량도 전년 대비 11% 하락한 10.7백만 톤
미곡 교역량 감소로 태국 등 주요 수출국은 영향을 받았으며 재고는 전년 대비 11% 증가된 52백만
톤 수준으로 1986년 세계시장 공급은 계속 과잉 상태 전망
1990년까지 유효 수요에 대한 과잉 재고 상태 지속, 교역 증가 제한 등으로 수출국 간 경쟁
심화로 수출국의 수출용 미곡 감산 예상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9차. Rome,
1986.1.21-24

| 86-0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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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0 / 11 / 1~150(150p)

제9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가 1986.1.21.~24. 로마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의제

- 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회원국 가입, 1984년 회계 감사, 2차 기금 재조성 보고, 1986년 예산안, 아프리카
사막화에 대한 IFAD 특별계획, 이사국 및 교체이사국 선출 등
한국 대표단

2. 회의 결과
1986.1.21. 개회식에서 Cossiga 이탈리아 대통령은 농업 및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선후진국 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으며, Diouf 세네갈 대통령은 개도국 외채의 심각성과 이의 타결을 위한
남북 협력의 필요성 강조
1986.1.24. 한국 수석대표는 재정상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IFAD 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2차 기금 조성의 조속 타결을 촉구하고 IFAD
사업 예산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농업개발 사업 지지
 기금 규모를 5억 달러로 결의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개발 사업(3억 달러) 채택
2차

3. 북한 동향
한국 대표단이 IFAD 사무국을 비공식 접촉한 바에 의하면 FAO 주재 북한대표 등이 1986.1.20. 동
사무국을 방문, IFAD 가입 문제를 협의했다고 하며 1986년 3~4월 개최 IFAD 이사회에 가입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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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기 주이탈리아대사(수석대표), 신구범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김동태 농수산부 농업금융과장 등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10차. Rome,
1986.12.9-12

| 86-0681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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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50 / 12 / 1~329(329p)

제10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가 1986.12.9.~12.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됨.
1. 회의 참가자
115개국 및 22개 국제기구 대표 316명

2. 한국 대표단(총 6명)
752

수석대표

- 이남기 주이탈리아대사
대표

- 최영진 외무부 국제기구과장, 신구범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한호선 농협 부회장 등 3명

3. 주요 결정 사항
한국의 집행이사국 피선

- 카테고리 3의 아시아 지역 집행이사국으로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피선(1987년부터 3년간 활동)
북한의 가입 결정

- 북한이 카테고리 3의 회원국으로 가입
IFAD 창립 10주년 기념사업 참여 협의

- IFAD 는 재정난으로 창립 10주년 기념사업 시행에 애로가 많아 회원국의 기념사업에 대한 기여를 요청
- IFAD는 농촌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를 농협중앙회에 제의하였으며, 농업중앙회는 동
가능성을 시사

4. 대표단 건의 사항
IFAD 카테고리 격상 고려

- IFAD 측이 제의한 한국의 카테고리 격상(카테고리 3에서 2로 격상) 검토
- 외교적 및 경제적 실익 차원에서 검토
IFAD 사업에 적극 참여

- 농업 사업과 연계한 농업기술 지원, 세미나 공동주관 등 추진

Jazairy, Idriss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
방한, 1986.9.10-12

| 86-0682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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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0 / 13 / 1~72(72p)

1. 방한 경위 및 목적
1986.9월 초 일본 정부 초청 방문 기회에 방한 희망
IFAD의 향후 기금조성과 관련, 한국의 카테고리 조정(III에서 II) 협의 등

2. 방한 결과
수행원: Shindo IFAD 정책검토과장
방한 일정

특기 사항

- 동 총재는 농수산부장관 및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시 IFAD의 3차 및 4차 기금 조성과 관련, 한국의
카테고리 격상과 기여금 증대 고려를 요청하고 한국의 기여금 증액은 실제로 1992~94년 시행될 것이므로
1986.12월 제10차 총회 이전에 원칙적인 입장만이라도 결정, 개도국 간 통일된 입장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 동 총재는 논리적으로 한국은 IFAD로부터 기여금의 약 3배 정도의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이 요청하고 있는 차관(2천만 달러)은 1987년 중 이사회 심사를 거쳐 공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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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방문, 농촌진흥청장 주최 오찬, 농수산부장관 예방 및 동 장관 주최 만찬(9.11.), 외무부
장관대리(차관) 예방 및 동 차관 주최 오찬, 잠실 경기장 방문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기금조성을 위한 한국의
카테고리 격상문제, 1984-87

| 86-0683 |

생산연도

1984~1987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0 / 14 / 1~74(75p)

1. 한국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창립 이래 동 활동에 참가하여 1978~80년간 20만 달러, 1981~83년간
(제1차 기금조성) 29만 달러의 기여금을 제공하였으며, 1984~87년간(제2차 기금조성) 기여금으로
30만 달러를 서약하고 매년 10만 달러를 제공함.
2. Jazairy IFAD 총재는 1986.9월 방한 시 IFAD 내에서의 한국의 카테고리 격상 문제(카테고리 3에서 2로
격상)를 제기하고 한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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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D 기금의 부족에 따라 한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을 카테고리 3에서 2로
격상하여 IFAD 전체 기금의 신용 창출 기능을 확대함.

3. 1986.9.30. 개최된 국내 관계 부처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이 카테고리 격상 시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 검토함.
기여금 증액이 전제되는 카테고리 격상을 위해서는 뚜렷한 실익이 수반되어야 함.
현재 한국이 신청 중인 농협신용 차관은 도입이 된다면 다소 도움이 되겠으나 규모나 시기
면에서 긴요한 것은 아님.
따라서 IFAD로부터의 차관 도입 외에 프로젝트 관련 용역수주 등 여타 실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의 카테고리 격상은 별 의미가 없음.

4. Jazairy 총재는 1986.12월 제10차 IFAD 총회 시 IFAD 재원 보충을 위한 카테고리 조정 등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를 구성함.
동 총재는 1987.1.9. 주, 이탈리아대사 앞 서한에서 한국의 IFAD에 대한 기여 증대를 재요청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9차. Geneva
(스위스) 1986.5.5-16

| 86-0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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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0 / 15 / 1~238(238p)

WHO(세계보건기구) 제39차 총회가 1986.5.5.~16.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관련 사항
대표단 구성

- 이해원 보건사회부장관(수석대표),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교체수석대표), 이성우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정상윤 보건사회부 국제협력담당관 등
- 보건사회부장관은 동 총회 참석 후 벨기에 정부 초청으로 5.12.~13. 벨기에 방문
-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
- 2000년대까지 전 인류의 보건을 위한 세계 전략, 전 인류의 건강을 위한 국가 전략에 있어 각 부문
간 협력의 역할에 관한 토의 등 실질 문제 토의에 적극 참여, 동 기구 내 한국의 발언권 강화 등

2. 총회 결과
5.5. 제39차 총회 의장으로 요르단 보건장관 선출, 12개 신임장위원국, 24개 지명위원국, A위원회
의장국(칠레), B위원회 의장국(케냐), 운영위원국(미국 등 16개국) 각각 선출
5.6. Mahler WHO 사무총장은 1984~85 사업보고 시 WHO의 정치화 현상에 대한 우려 표명,
기조연설에서 대다수 국가들은 AIDS의 심각성 환기 및 퇴치를 위한 협력 촉구, 소련은 핵무기
제거 주장
 한국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보건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86 아시안게임
5.7.
및 88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보건위생 분야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2000년대
전 인류 건강 달성이라는 WHO 목표 성취에도 기여할 것임을 언급

- 북한 수석대표(리종렬 보건부장)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보건사업 실적 설명 및 군비경쟁 종식 등 주장
5.10. B위원회 회의에서 서태평양지역 이사국 수 증대(31개국에서 32개국)를 위한 헌장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스웨덴, 캐나다 등은 체르노빌 핵 누출 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 발생 시 관련
정보의 신속 수집·전달 등을 위한 WHO 등 관련 국제기구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 필요성 강조
한국 수석대표 활동

- 5.5. Hoegh 적십자연맹(LRCS) 사무총장을 예방한바, 동 사무총장은 한국이 멕시코, 콜롬비아 재해 및
아프리카 한발 구호사업에 보여 준 지원에 사의 표명
- 5.7. Mahler WHO 사무총장을 예방, 방한 초청한 데 대해 동 사무총장은 자신의 임기 종료 전 한국의
보건 분야 발전상을 보기 위해 방한하고 싶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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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목적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제77차. Geneva
(스위스) 1986.1.8-24

| 86-068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0 / 16 / 1~46(48p)

1986년 WHO(세계보건기구) 제77차 집행이사회가 1986.1.8.~24.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한국 대표단

- 이성우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수석대표), 안종구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정상윤 보건사회부 국제협력
담당관 등
756

주요 의제

- 전문가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1986~87년 추가예산 및 사업예산 수정, 지역회의 사안에 관한 지역사무소장의
보고, 2000년까지 전 인류 건강 달성을 위한 세계전략, 연구증진 및 개발, 흡연과 건강, 면역 확대 사업,
AIDS 예방 및 관리를 위한 WHO의 활동 등

2. 회의 결과
동 이사회에는 한국 등 31개국, 유엔 및 국제기구(옵서버) 등이 참가했으며 한국 수석대표는
리포터로 활동함.

1986.1.8.
WHO 전문가 활동 보고 시 이성우 수석대표는 유행성 출혈열 보고에 대하여 언급, 동
질환의 세계적 분포 중 극동지역에서의 심각성 및 동 질환에 대한 방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중국(구 중공) 등 관계국 전문가의 참여가 적었던 점을 지적

- 이에 대해 WHO 사무국 측은 향후 연구 사업에 고려하겠다고 답변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 제37차.
Manila(필리핀) 1986.9.15-19

| 86-068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0 / 17 / 1~62(62p)

WHO(세계보건기구) 제37차 서태평양 지역회의가 1986.9.15.~19. 마닐라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한국 대표단

- 이성우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수석대표), 김균 주필리핀대사관 참사관, 이동모 보건사회부 의무기정 등
참가 목적

주요 의제

- 신임 의장단 선출, 지역사무처장 사업보고, 열대성 질환 연구훈련 특별사업, 사업 예산안 검토 등

2. 회의 결과
캄보디아 및 키리바시를 제외한 22개 회원국 참석
9.15. 회의에서 의장으로 뉴질랜드 대표, 부의장에 한국 이성우 수석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

동일
회의에서 Mahler WHO 사무총장은 치사를 통해 WHO 총회의 정치무대화, WHO 사업을 위한
국제적 결집력 부족 등 지적
 회의에서 한국은 인간 생식에 관한 연구개발 및 연구훈련 특별사업의 정책조정 자문위원회
동
위원국으로 선출

한국
대표는 동 회의에서 한국의 의료보험 및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전국적 확대 실시 계획을
소개하고 88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지지 요청 및 사업 예산안에 한국과 관련이 있는 질환(B형
간염, 유행성 출혈열, 일본 뇌염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사업이 포함된 점을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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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WHO 이사국(1984~87 임기)으로서 금차 회의에 참가하여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
- 한국의 의료, 보건 분야에 대한 실적을 적극 설명하고 지역 회원국의 동 분야 관련 자료를 수집, 효율
적인 의료정책 결정과 사업 실시에 기여

ILO(국제노동기구)총회, 제72차. Geneva(스위스)
1986.6.4-25

| 86-0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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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 / 1 / 1~224(225p)

1. 1986.6.4.~25.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2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대한 한국 대표단 참석 관련 내용임.
참가 경위

- 외무부는 1986.1.30. 동 총회에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주제네바
대표부에 지시
- Blanchard ILO 사무총장은 3.24. 주제네바대사 앞 서한을 통해 제232차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을 동
총회에 초청키로 결정했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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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구성

- 조철권 노동부장관(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사(교체수석대표), 정한주 농어촌개발공사 이사장
(수석대표 고문)
- (정부 측) 장준식 노동부 노정과장(대표), 최영진 외무부 국제기구과장 등(고문)
- (근로자 측) 김동인 한국노총 위원장(대표), 이용준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고문)
- (사용자 측) 이동찬 경영자총협회 회장(대표), 황정현 한국경총 전무이사 등(고문)
훈령 요지

- 각종 회의에서의 국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국제 노동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의 시책과 노력을 적극 표명,
한국의 ILO 가입을 위한 지지 기반 확대에 노력
- 한국의 동 기구 가입은 현 단계로서는 절차상의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1986년에는 가입을
시도하지 않되 금번 총회에서 북한이 가입을 신청할 경우 한국도 가입 신청
- 1986.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노동회의 참가 대상국의 대표단을 접촉, 동 회의 개최 의의 등을
설명하고 다수 국가의 노동장관이 참가하도록 노력 경주

2. 동 총회에 참석한 한국 수석대표(노동부장관)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본회의 기조연설(6.6.)

- 한국은 과거 20여 년 간에 걸쳐 이룩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ILO 기본이념 실현에 공헌코자 하며 이를
위해 ILO 보편성 원칙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동 기구 가입 희망 표명
ILO 사무총장 면담(6.4.)

- 한국 측이 1987년에는 ILO 가입의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동 총장은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접촉은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동 총장은 북한이 한국의 ILO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고 있는
WHO, UNESCO, FAO 등에 대한 북한 입장을 반문하고 ILO에 동서독이 같이 가입해 잘 공존하고 있다고
대응했음을 언급
나이지리아, 케냐, 가봉, 세네갈 등 아프리카 지역 10개국 노동장관 및 정부대표를 오찬에 초청,
노동분야 협력 및 1986.10월 한국 개최 국제노동회의에 관해 의견 교환(6.6.)

사우디,
인도네시아, 인도, 바레인 노동장관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6.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IFRB(국제통신연합
주파수등록위원회) 평양지구국 등록,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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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 / 2 / 1~19(19p)

1. 1986.6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FRB(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ration
Board)는 북한의 평양지구국 사용 주파수 등록 요청과 관련, ITU 협약 부속 무선통신규칙에 따라 동
주파수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요청함.
동 규칙에 의하면 외교 채널이 없는 경우 IFRB에 조정 중재 요청토록 규정

2. 외무부는 한국이 1985.3월 IFRB에 보은 제4지구국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위해 IFRB에 북한과의 조정
중재를 요청했으나 북한은 통보 마감일(1986.7월)이 지난 10월 현재 동의 여부를 IFRB에 통보하지
여부 및 IFRB 측 처리 방안을 확인토록 지시함.
3. 이와 관련,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1986.10.22. IFRB 위성과장 등을 면담, IFRB 측 언급 내용을 다음
요지로 보고함.
보은 제4지구국 주파수에 대한 북한 측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보가 없으며, 이와 관련 IFRB는
1986.8월 북한 측에 회보가 없는 경우 향후 혼신이 발생해도 항의할 수 없다는 요지의 통지문
발송
한국으로부터도 통보 마감일까지(1986.10.17.) 평양지구국 주파수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회보가
없었으므로 통지문 발송 예정

4. 외무부는 1986.11.6. 북한이 보은 제4지구국 주파수 등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보하지 않았음을 감안,
한국도 평양지구국 주파수 등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체신부에 통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않았다는 내용을 1986.10.16.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하고 보은 제4지구국 주파수에 대한 북한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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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신부는 1985.10.16.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CCIR(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제16차 총회 개최 장소의 변경(당초 스위스에서 유고슬라비아로 변경) 제의
관련 동의 여부를 ITU에 통보토록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알려 오면서 미수교국인 동국에서의 개최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외무부는 10.19. 동 총회의 주 목적이 무선통신에 관한 기술적 운용 문제를 협의하는 회의이므로 개최지
변경에 동의하는 데 이의 없음을 체신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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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동 총회 참석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파견함.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5.12.~23., 유고슬라비아 두브로브니크
한국 대표단

- 박남희 체신공무원 교육원장(수석대표), 임정재 체신부 전파관리국 기술과장(교체수석대표), 김범석
한국전기통신공사 기준과장 등
참가 목적

- CCIR은 ITU 산하 전문기구로 통상 매 3년 총회를 개최, 무선통신에 관한 기술, 운영 문제를 연구하고 권고를
하는 기관으로 한국은 1950년 ITU 가입 이래 동 기구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
- 무선기술 및 발전 동향 파악, 관계 기술자료 수집 및 무선 관계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등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9.30.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동 총회에서 선출되는 CCIR 의장에 자국 Kirby 현
의장이 연임 입후보 예정임을 알려 오면서 지지를 요청함.
외무부는 1986.4.4. 동 입후보 지지 예정임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

캄보디아인의 인도적 긴급구호를 위한 공여국 회
의. New York,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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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엔대표부는 1986.2.7. 유엔 사무총장이 2.5. 공한을 통해 캄보디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회의가
1986.3.6. 유엔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한국은 1985년 중 2만 달러를
유엔국경구호단(UNBRO, UN Border Relief Organization) 앞으로 서약 납부한 바 있었고, 다음 이유로
금년에도 작년 예에 준해 공여할 것을 건의함.
캄보디아 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계속된 관심 표명
아세안 국가들이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캄보디아 문제에 기여

한국의
유엔 내 존재 인식 부각에 기여 등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동 회의에서
표명토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함.
1986.9.3. 외무부는 1986년도에 3만 달러를 UNBRO에 공여키로 결정했음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

3. 1986년 개최된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3.6. 회의

- Kunugi 캄보디아 인도적 지원 계획담당 특사 및 UNBRO 김윤열 국장은 작년 동기의 긴박한 상황에 대비,
현재 캄보디아-태국 국경은 비교적 조용하나 25만 명의 캄보디아 난민 상황은 불안하다고 보고하고
국제 사회의 계속적인 지원 호소
- 주유엔대표부 공사는 상기 한국 입장을 표명했으며 미국 등 참가국들은 서약 내지 서약 예정 내용으로
발언
9.11. 회의

- 주유엔대사대리는 동 회의에 참석, 한국 정부가 1986년도에 UNBRO에 3만 달러를 공여키로 결정했음을
발표
- 동 회의 시 미국(63만 달러), 인도네시아(1만 달러), 중국(구 중공, 5만 달러) 등이 신규 공여 서약
12.3. 회의

- 주유엔대표부 공사는 한국은 1987년에도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의 캄보디아 난민 구호활동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하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발표
- Perez 유엔 사무총장은 치사를 통해 유엔 경비절감 방안의 하나로 Kunugi 특사는 1987.2월 말까지
근무하고 후임으로 ESCAP 사무총장이 겸직하게 되었음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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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무부는 1986.3.4. 한국은 인도적 고려에 입각, 1986년도에도 유엔의 활동을 포함, 캄보디아 난민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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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여성 지위위원회 회의, 제31차. Vienna,
1986.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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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제31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회의에 대한 한국
대표단(옵서버) 참석 관련 내용임.
1.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2.24.~3.5., 오스트리아 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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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대표단
김영정 국회의원(수석대표), 정옥순 한국여성개발원 부원장 등
참가 목적

- 1985년 세계여성회의 후속조치 논의 참여
- 한국의 여성지위 향상 실적 설명 및 한국 여성의 활동상 소개를 통한 국제적 지위 향상 도모
- 동 위원회의 한국 관계 진정서(가족법 개정 문제에 대해 한국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제출) 논의 대비

3. 주요 의제
1985 세계여성회의 결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한 여성차별 철폐, 국제 평화와 협력 증진에 있어서의
여성 참여, 발전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여성 지위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등

가족법
개정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훈령 요지)

- 1957년 가족법 제정 이후 1977년 여성의 지위 향상 반영, 가족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여러 여성 단체로부
터 추가 개정 요구 점증
- 가족법은 한 나라의 전통과 관습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동법 개정은 국민들의 일반적 동의 필요
- 한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신에 따라 동 건을 지속 검토 중으로 가족법 개정 문제 관련 법무부
내 민법개정위원회 및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발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여성 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4. 한국 수석대표 활동
노령 여성 문제에 관한 사무국 보고에 대한 심의 시 한국의 여성 문제 관련 기구를 소개하고 한국의
노령 여성 문제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 및 관련 단체의 대책 등을 설명

UN 마약위원회 특별회의, 제9차. Vienna,
1986.2.10-14

| 86-0692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51 / 7 / 1~93(94p)

1. 1986년 유엔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제9차 특별회의가 1986.2.10.~1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됨.
한국 대표단

- 김지환 보건사회부 마약과장(수석대표), 박찬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2등서기관 등
참석 목적

2. 동 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의료 및 학술 목적을 위한 아편의 수입 및 공급에 관한 결의안, 정신적 의존성을 수반하는 물질들의
통제를 위한 WHO의 준칙에 관한 결의안(미국, 소련 등 15개국 제출) 등 채택
미국 등 서방제국, 중국(구 중공), 스리랑카 등 21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방지 협약안 작성준칙 결의안에 의하면 유엔 사무총장은 관련 기술원조, 정보 및 전문
지식 교환, 마약사범 인도 의무 강화 등 14개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 초안을 1986.8.15.까지
작성하고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해 10.30.까지 논평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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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불법거래 근절 등 제반 마약통제 정책 시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이를 통한 회원국 간의 유대
강화
- 한국의 효율적 마약통제 정책 설명 및 각국 대표와의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마약 관계 행정 발전 도모 등

인종차별 철폐 협약(CERD) 당사국 회의, 제10차.
New York, 1986.1.17.

| 86-0693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51 / 8 / 1~170(170p)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제10차 당사국 회의가 1986.1.17.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됨.
한국 대표단

- 주유엔대표부 김해선 공사(수석대표) 및 황용식 참사관
동 회의에서는 1986.1.19. 임기 만료되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9명의 위원이 교체될 예정으로,
정부는 14개 경합 국가들 중 한국과의 기존 우호 관계 등을 고려, 9개국을 지지토록 한국 대표단에
764

훈령

2. 동 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인종차별위원회 위원 선거 결과, 사이프러스, 파키스탄, 이집트, 프랑스, 나이지리아, 서독, 영국, 수단,
가나 입후보자가 각각 피선
 위원회 운영 경비가 제대로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분담금 의무를 불이행하고
동
있는 국가에 대해 분담금 납부 촉구
 위원회 경비 절감 방안으로 동 위원들의 회의 참가 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른 여행기준 원칙에 따라
동
경비 지급 및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동 위원회 회의는 동 위원회가 상주하고 있는 제네바에서 개최
키로 결정 등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타) 총회,
제14차. Rome, 1986.5.3-8

| 86-069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1 / 9 / 1~98(99p)

제14차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총회가 1986.5.3.~8.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
대표: 이태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옵서버: 손영식 문화재관리국 토목기좌

2. 참가국

3. 주요 토의 내용
신입 회원국 문제
교육 사업: ICCROM의 정규과정, 임시과정, 연수과정
연구 사업
차기(1986~87년) 이사국 선거

- 한국 대표가 신임 이사로 입후보하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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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국 대표
UNESCO, UNDP, ICOM, ICOMOS 등 국제기구 참관인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54차. Paris,
1986.5.26-30

| 86-069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1 / 10 / 1~83(85p)

제54차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가 1986.5.26.~30.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전찬수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
이창구 대한승마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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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대표단 파견 목적
한국 수역 분야의 기술 향상 및 국제협력 증진
88 서울올림픽 시 승마 경기 마필 검역과 관련 선진기술 및 관련 정보 입수

3. 제54차 IOE 총회 토의 참가국
회원국 대표 172명
국제기구 대표, 가축위생 전문가, 옵서버 등 49명

4. 주요 토의 의제(기술 분야)
부루셀라병 방역
가축위생 기구
1985년 국제적인 질병 발생 보고
각국의 가축위생 현황 보고

5. 한국 대표의 특별보고 및 협의
1986.5.30. 한국 대표가 소집한 특별회의에 88 서울올림픽(승마 경기)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대표(30개국 54명)와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
올림픽 경기 개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마필 위생관리 문제 협의

| 86-0696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CCOP
(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회의,
제23차. Madang(파푸아뉴기니), 1986.11.3-13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51 / 11 / 1~116(117p)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COP(아시아천해저광물탐사조정위원회) 제23차
총회가 1986.11.1.~13. 파푸아뉴기니아의 마당(Madang)에서 개최됨.
1. 한국 정부 대표
이원영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

2. 회의 참가 목적

ESCAP 지역의 해저 탄화수소 자원 등 해저광물 자원에 관한 정보 수집

3. 제23차 ESCAP/CCOP 총회 토의 내용
본회의

- 회칙 변경
- 외부 지원과 협력에 대한 검토
- CCOP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협력
- 기타 정책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기술자문단 회의

- 해저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된 활동
- 주석 및 기타 쇄설성 중광물 자원의 천해저 및 해안 조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 제4기 지질 연구 계획
- CCOP 활동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
- 동아시아 해저 및 대륙 주변부 지질도
- 해양 환경 계획
- 훈련 계획
-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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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저광물 탐사활동 분야에서의 경험 및 발전상 소개
ESCAP 지역 회원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집행이사회.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86.11.7-12

| 86-069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1 / 12 / 1~45(46p)

아·태우편연합(APPU) 집행이사회 및 아·태우정연수소(APPTC) 관리이사회가 1986.11.5.~1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1. 회의 참가국
APPU 회원국: 18개국 41명(회원국 중 싱가포르, 라오스는 불참)
옵서버: 국제기구 대표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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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대표단
이형우 체신부 우정국 국제우편과장 등 3명

3.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정 사항
APPU 및 APPTC의 1985년 결산 및 1987년 예산안 승인
차기 회의 개최지 결정

- 1987.8~9월 베이징에서 개최
APPTC 1987년도 훈련 계획 확정

4. 한국 대표단 활동
APPU 및 APPTC 운영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정위원회(7개국) 및 APPTC 인사규정개정
연구위원회(4개국)의 위원국으로 피선
1987년도 UPU(만국우편연합)·EC 회의에 인도와 함께 APPU 대표로 참가키로 결정

WTO(세계관광기구) / CAP(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위원회) 회의, 제16차. 북경, 1986.10.13-18

| 86-069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1 / 13 / 1~339(339p)

WTO(세계관광기구) CAP(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위원회)이 1986.10.13.~18. 베이징에서 개최됨.
1. 회의 참가국
CAP 회원국: 10개 회원국 대표 23명
WTO 등 6개 기관 대표 및 옵서버 33명

2. 한국 대표단
- 최훈 교통부 관광국장
대표

- 김하중 외무부 동북아2과장, 김종칠 한국관광공사 진흥본부장

3. 주요 회의 결과
동아·태 지역 관광 발전 동향 검토
동아·태 지역에서의 WTO 지역 전략 개발

집행위원회
및 산하 기관의 위원회 대표 보고

동아·태
지역에 대한 활동 보고
WTO 지역 내의 기술협력 사업
여행 편의 촉진 활동
관광객의 여행 동기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표준화 분류 초안 준비를 위임받은 실무작업단 보고서
검토

1984~85년
간 WTO가 집행한 연구사업 검토
세계 관광의 날 기념행사 보고
워크숍 최종보고서 검토 및 건의 사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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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총회, 제4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86.9.8-10

| 86-069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6-51 / 14 / 1~31(31p)

제4차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총회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986.9.8.~10.
개최됨.
1. 한국 대표
김영식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참사관
770

2. 회의 참가자
19개 회원국 중 15개국 대표 참석
2개 국제기구 대표(ESCAP, UNDP)

3. 회의 결과
1987~88년 예산안 채택
Shahari 사무총장 재임명 결정
UNDP가 ESCAP과 동일한 지위로 가입
UN 대학 및 South Pacific Bureau for Economic Cooperation(SPEC)에 옵서버 자격 부여
한국의 황인성 박사가 운영위원회 이사로 재선출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집행
위원회, 제29차. New Delhi(인도), 1986.12.15-18

| 86-070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1 / 15 / 1~155(155p)

제29차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집행위원회가 1986.12.15.~18.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 김정순 주인도대사관 공사
대표: 이성주 주인도대사관 1등서기관, 최영호 농림수산부 사무관
고문: 오완수 AARRO 극동지역사무소 연구행정관 외 4명

10개 집행위원국 참석

3. 회의 주요 결과
1988~9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채택
제9차 AARRO 총회 일정 확정(1987.4.21.~26. 요르단 암만)
AARRO 새마을운동 연수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승인

- 12.12. 신동원 주인도대사와 Gangopadhyay AARRO 사무총장 간 양해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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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참가자

771

Gangopadhyay, B. C. AARRO(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 사무총장 방한, 1986.5.18-26

| 86-070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1 / 16 / 1~50(50p)

Gangopadhyay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RO) 사무총장이 1986.5.18.~26. 방한함.
1. 대표단 구성
Gangopadhyay 사무총장 외 2명

2. 방한 목적
772

AARRO 새마을 연수과정 시찰
새마을 연수 계속 실시 가능성 협의

3. 방한 일정
농수산부장관 예방, 농협중앙회장 예방 및 오찬, 외무부차관 예방, AARRO 극동지역 사무소장
예방,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주최 만찬(5.19.)
농촌진흥청장 예방 및 산하 연구소 방문, 새마을 부락 시찰, 농수산부 국장 주최 만찬(5.20.)
성남 새마을연수교육원 시찰,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 예방(5.21.)
농촌경제연구원장 면담, 파주 새마을 부락 시찰(5.22.)
안양 농업진흥공사 시찰, 농가공산품센터 시찰(5.23.)

4. 방한 시 AARRO 요망 사항
AARRO 새마을 연수 정례 개최
1987년 중 농촌개발 계획의 운영에 관한 워크숍 한국 개최

CODEX(공동식품 규격위원회) 회의, 1986

| 86-0702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1 / 17 / 1~99(100p)

1986년 중 한국이 참가한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관련 회의 현황임.
1. 제18차 가공과일 및 야채 위원회(3.10.~14. 미국 워싱턴)
참가 대표: 박상우 주미국대사관 농무관
주요 토의 사항

- 일부 농산물의 국제적 유통을 위한 상품 기준 설정

참가 대표: 신석우 보건사회부 식품위생과장 외 1명
주요 토의 사항

- CODEX 식품규격기준, 식품관리체계, 식품규격위원회 사업 지원

3. 제33차 집행이사회(6.30.~7.4. 이탈리아 로마)
참가 대표: 신석우 보건사회부 식품위생과장 외 1명
주요 토의 사항

- 1984~85년 결산 및 1986~87년 예산 승인, 식품규격기준 및 관리체계 등 현안

4. 제1차 동물약품잔류위원회(10.27.~31. 미국 워싱턴)
참가 대표: 박상우 주미국대사관 농무관
주요 토의 사항

- 식품 내 동물약품 잔류 문제, 잔류동물약품의 최대 허용치 설정, 잔류동물약품의 분석 방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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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차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4.8.~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1986. 전2권, V.1 1-6월

| 86-0703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51 / 18 / 1~168(168p)

1. 수산청은 1986.1월 남극해에 대한 시험조사선 파견 계획(제5차)을 주호주대사관을 통하여 남극해양
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 통보함.
조사 수역

- Scotia Sea
조사 기간

- 1986.1.27.~4.6.
774

조사선

- 2,330톤급 트롤 어선 1척
조사 항목

- 해양 및 어장 환경 조사
- 어구 어법 및 크릴 어획 시험 조사
- 자원 생물 조사 등

2. CCAMLR 사무국은 1986년도 CCAMLR 관련 회의 개최 일정(1986년 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계획함.
제5차 CCAMLR 총회 및 과학위원회

- 1986.9.8.~19. 호주 호바트
Ecosystem Monitoring Program Working Group

- 1986.7.2.~7. 서독 함부르크
Fish Stock Assessment Working Group

- 1986.9.1.~4. 호주 호바트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1986. 전2권, V.2 7-12월

| 86-070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6-51 / 19 / 1~330(330p)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제5차 총회가 1986.9.8.~19.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 김우상 주호주대사관 공사
대표: 이순천 외무부 국제법규과 사무관, 공영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원양자원과장
775
위원국(19개국)
옵서버 파견국(3개국)
옵서버 파견 국제기구(6개)

3. 주요 회의 결과
특별회의(브라질 가입 문제 토의)

- 9.4.부로 브라질 가입 승인
본부협정 체결

- 9.8. 호주 과학장관과 위원회 의장이 본부협정에 서명
위원회 회의

- 재정·행정 문제 검토
- 보존 조치 검토
- 과학조사 면제 규정 검토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전략 개발
- 감시 및 검사 제도 강화 방안 토의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차기 회의 일정 결정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회의 참가자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회의, 1985-86

| 86-0705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동북아1과

MF번호

2016-52 / 1 / 1~112(114p)

1985~86년 개최된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회의 관련 사항임.
1. APPU 제38차 이사회(1985.7.29.~8.1. 바누아투)
7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 참석
각국이 제출안 결의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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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U 제21차 총회(1985.10.23.~26. 나우루)
한국 대표단

- 배성동 의원(민정당) 등 7명

3. APPU 제40차 이사회(1986.8.13.~16. 나우루)
한국 대표단

- 서정화 의원(민정당) 등 7명

4. APPU 제22차 총회(1986.12.14.~18. 일본 도쿄)
한국 대표단

- 정석모 의원(민정당) 등 7명
특기 사항

- 북한의 금강산댐 규탄 결의안 채택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5차. Mexico City
(멕시코), 1986.4.7-12

| 86-070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2 / 2 / 1~366(366p)

1986.4.7.~12.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제75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함.
1. 대표단 구성
단장

- 권정달 의원(민정당)
대표

2. 주요 토의 의제
세계 무기경쟁 중지 및 효과적인 군비 축소
국제 테러의 효과적인 퇴치

세계
긴장지역의 제거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제무역 조건의 개선
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개발 가속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일반 토론

3. 대표단 활동
총회 본회의 연설

- 국제 테러의 효과적인 퇴치 문제(정선호 의원)
-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노인복지 문제(김영정 의원)
-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관한 일반 토의(권정달 단장)
기타 주요 활동

- 정선호 의원, 총회 부의장에 당선
- 각종 행사 계기에 88 서울올림픽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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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응 의원(민정당), 박찬종 의원(신민당), 이봉모 의원(국민당), 조순형 의원(신민당), 정선호 의원
(민정당), 김영정 의원(민정당)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6차.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1986.10.6-11

| 86-070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2 / 3 / 1~343(343p)

1986.10.6.~1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76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함.
1. 대표단 구성
단장

- 오세응 의원(민정당)
778

대표

- 이철승 의원(신민당), 박동진 의원(민정당), 김현자 의원(민정당), 이봉모 의원(국민당), 지연태 의원
(민정당), 정재문 의원(신민당)

2. 주요 토의 의제
무력 분쟁에 대한 인도주의적 국제법 적용
식민주의 잔재의 제거와 인종차별 근절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일반 토론

3. 대표단 활동
총회 본회의 연설

- 무력분쟁에 대한 인도주의적 국제법 적용(정재문 의원)
- 나미비아의 독립과 남아공의 인종차별 근절(이철승, 지연태 의원)
- 세계의 정치, 경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일반 토의(오세응 단장, 김현자 의원)
기타 주요 활동

- 박동진 의원, 총회 부의장에 당선
- 김현자 의원, 의회·사법·인권문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선
- 각종 행사 계기에 88 서울올림픽 홍보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7차. Lima(페루),
1986.6.20-23

| 86-070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6-52 / 4 / 1~131(131p)

국제사회주의연맹(Socialist International; S.I.) 제17차 총회가 1986.6.20.~23. 페루 리마에서
개최됨.
1. 주요 참석 인사
브란트 S.I. 의장
토레손 스웨덴 사회민주당수
페레즈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요르겐센 덴마크 전 수상

2. 주요 의제
경제 협력(외채 문제)
중남미에서의 민주화
테러 문제
인권 문제

3. 선언문 채택
96개 항에 달하는‘리마 선언’채택

4. 한국 관련 사항
한국의 사회민주당 가입 미실현

- 한국 사회민주당(위원장 김철)의 가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서 가입이 실현되지 못함.
- 1986.10월 서독 본에서 개최되는 집행위원회에서 검토키로 집행위원들과 비공식 양해가 이루어짐.
한국 관련 사항의 선언문 포함

- 한국의 외채는 310억 불 이상이나 권위주의, 저임금 등에 기초한 경제 발전으로 잘 극복하고 있음(제23항).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평화와 안전은 필리핀 및 한국의 안정된 민주정치체제의 확립에 달려 있음
(제72항).
- S.I.는 한국 내 민주개혁에 대한 압력 증가와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서의 민주 세력의 증가를 고무적으로
평가함(제7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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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버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
맨리 자메이카 전 수상

A.I.(국제사면위원회) 대응 활동, 1986

| 86-070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6-52 / 5 / 1~188(189p)

1.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는 동 위원회 조사단의 두 차례에 걸친 방한(1984.10월
및 1985.11월) 결과 등을 기초로 한국의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South Korea: Violations of Human
Rights)를 1986.6.11. 발간, 배포함.
동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 분야를 4개 분야로 대별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술
780

-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시민의 체포 및 구속
- 정치범에 대한 재판이 공정성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미흡
- 구금자에 대한 고문 및 부당행위
- 사형제도
또한 A.I. 사무총장은 1986.6.10. 주영대사 앞 서한을 통하여 A.I.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10여
개 인권 관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요청함.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 있는 A.I. 지부도 A.I.의 한국관계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해당 지역 재외공관에 문의함.

2. 외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A.I. 한국관계 보고서에 대한 대응 자료를 작성(1986.8월)하고
관련 재외공관을 통하여 A.I. 등에 설명함.

INTOSAI(국제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 총회,
제12차. Sydney(호주), 1986.4.7-16

| 86-0710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6-52 / 6 / 1~239(239p)

1. 제12차 INTOSAI(국제최고회계검사기구) 총회가 1986.4.5.~16.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됨.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황영시 감사원장
- 교체수석대표: 홍두표 감사위원
- 대표: 한영환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외 3명
주요 회의 성과

한국 대표단 활동

- 능동적 토의 참여
- 
‘공기업 감사 방법 및 기법’
에 관한 토의 주관
- 88 서울올림픽을 위한 지원 및 협조 촉구

2. 황영시 감사원장은 제12차 INTOSAI 총회 참석 후 동남아 4개국을 순방함.
뉴질랜드

- 1986.4.17.~19.
인도네시아

- 1986.4.20.~22.
말레이시아

- 1986.4.23.~25.
태국

- 1986.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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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감사, 공기업 감사 및 감사 활동의 질에 관한 일반 성명 발표
- 공공 회계 및 감사의 발전을 위한 기구(IDI) 설립 추진을 위한 제안 채택
- 서독을 차기 총회(1989년) 개최지로 결정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집행이사회,
제32차. Bangkok(태국), 1986.11.7-9

| 86-0711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2 / 7 / 1~34(35p)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제32차 집행이사회가 1986.11.7.~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1.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 손관호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대표: 김태겸 중앙공무원기획과장, 문태영 주태국대사관 2등서기관, 김호영 총무처 행정관리국
사무관
782

2. 주요 회의 결과
제11차 EROPA 총회 결과 보고

- 1985.12.8.~14. 방콕 개최
제12차 EROPA 총회 개최 계획 확정

- 1987.11월 둘째 주, 인도 뉴델리 개최
- 주제: 국내·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의 역할
제9차 통상협력 증진 세미나 과정 설치

- 1987.5월 중국(구 중공) 베이징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훈련기관장 회의 개최

- 1987.4~5월 일본 도쿄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거제도 비교 세미나 개최

- 1987년 중 필리핀 마닐라

ISO(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 선출, 1983-85

| 86-0712 |

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2 / 8 / 1~67(68p)

1983~85년간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선출에 관한 내용임.
1. ISO 이사회 구성 및 선출
총 18개국 중 1/3인 6개국 씩 매년 선출
상임 이사국 2개국 자동 선출
개도국 중 6개국이 이사회에 잔류하도록 선출

1984~86년 임기 이사국

- 7개 입후보국: 영국, 이집트, 벨기에, 일본, 쿠바, 노르웨이, 필리핀
- 외무부는 쿠바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을 지지함이 좋겠다는 입장을 공업진흥청(한국 대표)에 전달함.
- 공업진흥청은 한국의 동 이사국 입후보를 검토한 바 있으나 추진하지 않음.
1985~87년 임기 이사국

- 7개 입후보국: 브라질, 포르투갈, 프랑스,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 체코슬로바키아
- 외무부는 2개국(이스라엘,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서는 기권하고 나머지 5개국을 지지함이 좋겠다는
입장을 공업진흥청에 전달함.
1986~88년 임기 이사국

- 8개 입후보국: 서독, 소련, 호주, 인도, 중국(구 중공), 터키, 케냐, 이스라엘
- 외무부는 2개국(소련,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을 지지함이 좋겠다는 입장을 공업진흥청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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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3~85년간 ISO 이사국 선출 내역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제10-11차, 1984-86

| 86-0713 |

생산연도

1984~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2 / 9 / 1~77(79p)

1. 제10차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가 1984.6.24.~2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됨.
한국 대표

- 안광구 공업진흥청 표준국장
대표단 주요 활동

- 국제표준화 업무 협조 및 자료 수집
- 제11차 PASC 총회 서울 유치 활동
784

2. 제11차 PASC 총회가 1986.6.17.~20. 서울에서 개최됨.
참가국

- 12개 회원국 37명
- 참가 회원국: 한국, 미국, 태국, 호주, 캐나다, 중국(구 중공), 피지,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공 참가 문제 관련, 공업진흥청의 문의에 대해 동국 대표단 초청은 무방하나 남아공 흑인 소요 사태에
대한 국제 여론을 감안하여 초청장은 회의에 임박하여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주요 결과

- 태평양 지역 국가 간 공업표준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차기 다자무역협상 지지, ISO에 장기 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 건의 등)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 제5차. 서울,
1986.4.21-26. 전3권, V.1 준비대책

| 86-0714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홍보문화과/동구과

MF번호

2016-52 / 10 / 1~236(236p)

1986.2월 외무부는 1986.4.19.~27.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
지원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함.
1. 서울 총회 개요
일시: 1986.4.19.~27.
장소: 롯데호텔(개회식: 세종문화회관)
회의 규모

2. 서울 총회 지원 대책
최다수국 NOC 대표 참가 확보

- 재정 지원, 유력인사 영향력 활용, 재외공관 활용 등을 통해 최다수국의 참가 확보 추진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결의안 채택

- 재외공관을 통한 협조 요청
88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 및 한국 발전상 홍보

- 준비 상황 시찰, 브리핑, 홍보전시관, 프레스센터 등 활용
총회 준비 사항 지원

- 행정사항, 안전대책, 의전사항 등 지원

3. 서울 총회 참가 통보 현황(1986.4.19. 현재)
참가 통보 NOC 수: 152개

- 수교국: 113
- 미수교국: 30
- 특수지역: 9
참가 미통보 NOC 수: 9개

- 아주지역: 라오스, 북한, 통가
- 미주지역: 니카라과, 쿠바
- 구주지역: 알바니아
- 중동지역: 아프가니스탄
- 아프리카지역: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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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국: 161개국 NOC(국가올림픽위원회)
- 참가 예상 인원: 약 800명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 제5차. 서울,
1986.4.21-26. 전3권, V.2 외교적 활용방안

| 86-0715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홍보문화과/동구과

MF번호

2016-52 / 11 / 1~412(415p)

1986.4.21.~26.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 계기에 다음과 같이
미수교국 대표와의 접촉이 이루어짐.
1. 주요 접촉 내용

786

면담: 6개국
오찬: 7개국
만찬: 13개국
기타

- 한국 측 주최 공식행사 참석을 통한 접촉
- 미수교국 인사 수행 접촉 등

2. 주요 성과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에 최다수 국가 참가 확보 기여
한국의 발전상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제고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기반 조성

- 미수교국과의 실질관계 개선 계기 마련
- 대공산권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 쌍무적 체육협력 증진 합의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 제5차. 서울,
1986.4.21-26. 전3권, V.3 결과보고

| 86-0716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홍보문화과/동구과

MF번호

2016-52 / 12 / 1~193(193p)

제5차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가 1986.4.21.~26. 서울에서 개최됨.
1. 서울 총회 개최 경위
1984.9.30. Rana ANOC 회장 방한 시 제5차 총회 서울 개최 제의
1984.11.8. 멕시코 제4차 ANOC 총회 시 차기 회의 서울 개최 결정

2. 참가국 현황
- 수교국: 112개
- 미수교국: 30개
- 특수지역: 8개

3. 주요 회의 결과
ANOC 관련 회의

- ANOC 집행위: 서울 및 캘거리 올림픽대회 조직위 준비 상황 보고
- ANOC 총회: 서울 및 캘거리 올림픽대회 조직위 준비 상황 보고
-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ANOC 합동회의: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 준비상황 질의 응답
- 대륙별 NOC 연합회 회의
- ANOC 올림픽대회 분과위 회의
IOC 관련 회의

- IOC 집행위: 서울 및 캘거리 올림픽대회 준비 상황 보고
- IOC 보도분과위: 서울 및 캘거리 올림픽대회 보도 운영계획 청취
- IOC 의무분과위: 서울 올림픽 의무 준비 상황 보고
- IOC TV 분과위
- 국제올림픽마케팅회의
기타 활동

- 단독 회담: 총 28회 41명 참석
- 경기장 시찰 관광: 총 19회 415명 참가
- 친선 경기: 총 14회 145명 참가

4. 서울 총회 성과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확고한 지지 기반 확보
미수교국을 포함한 국제 주요 인사와의 교류 증진 및 친선 도모
미수교국 참가로 88 올림픽 준비 상황 및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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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국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

Aubert, Maurice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 방한, 1986.2.9-12

| 86-0717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2 / 13 / 1~138(138p)

Maurice Aubert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부총재가 1986.2.9.~12. 방한함.
1. 방한 목적
ICRC가 수립한 5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
ICRC 예산 소요 증가로 인한 한국 정부의 기여금 인상 협의

788

2. 방한 일정
대한적십자사 총재 예방, 주한 스위스대사 주최 오찬, 통일원장관 예방, 대한적십자사 총재 주최
만찬(2.10.)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2.11.)

3. 주요 인사 면담 시 요청 사항
한국의 ICRC 기여금 증액
한국의 Timor 난민 구호사업 참여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총회, 제25차. Geneva
(스위스), 1986.10.23-31. 전2권, V.1 사전준비

| 86-0718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6-53 / 1 / 1~317(317p)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6.10.23.~11.1. 개최되는 제25차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총회에 대한
한국 대표단 참가 준비에 관한 내용임.
1. 제25차 ICRC 총회 개요
초청 대상

회의 주제

- 인도주의를 위한 국제적 단결(United for Humanity)
주요 의제

- 제1위원회: 국제 인도법의 준수, 이산가족 재결합과 관련된 중앙 심인국 및 각국 적십자사 심인 활동
- 제2위원회: 국제적십자사 규약 개정, 적십자 표장 사용규정 개정, 재정 문제, 국제적십자사와 피난민,
긴급상황 문제, 적십자사 발전계획 지원
- 제2차 본회의: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위원 선거, 제1 및 제2 위원회 보고 및 결의안 채택

2. ICRC 총회 한국 정부대표 훈령
각 의제별 토의 시 한국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 노력

- 제24차 ICRC 총회 결의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보고
- 인도법 준수 현황 검토 및 각국의 인도법 준수 증진 방안 검토
- ICRC 정관 및 의사규칙 개정
- 국제적십자사의 각종 활동, 특히 ICRC와 LRCS 간의 관계 규명
정부 대표단은 대한적십자사 대표단과 긴밀히 협조
북한 적십자사, 소련 적십자사 대표 등과의 접촉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의연한 자세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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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65개
- 각국 적십자 및 적신월사 136개
- 옵서버: UN 기구, NGO 단체 등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총회, 제25차. Geneva
(스위스), 1986.10.23-31. 전2권, V.2 결과보고

| 86-0719 |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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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1986.10.23.~11.1. 개최된 제25차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총회 결과임.
1. 한국 대표단 구성
정부 대표단

- 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 대표: 안현원 외무부 심의관, 안종구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배영한 2등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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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대표단

- 수석대표: 김상엽 총재
- 대표: 김윤양 경남 지사장, 전유윤 섭외부장, 최은범 인도법 연구소장 외 2인

2. 제25차 ICRC 총회 개요
회의 주제

- 인도주의를 위한 국제적 단결(United for Humanity)
회의 일정

- 10.23.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10.24.~28.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
- 10.30.~31. 제2차 본회의
- 11.1. 폐회식

3. 제25차 ICRC 총회 결과
제1위원회 보고서: 동 위원회 상정 16개 결의안과 함께 만장일치 채택
제2위원회 보고서: 동 위원회 상정 16개 결의안과 함께 만장일치 채택
차기 회의 개최지: 제26차 ICRC 총회 개최국으로 콜롬비아 결정
상설위원회 신임위원 선출: 요르단, 서독, 헝가리, 인도네시아, 브라질 후보 선출

한·중앙아프리카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교섭, 1985-86

| 86-0720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3 / 4 / 1~6(6p)

1. 외무부는 1985.12.5. 중앙아프리카 방기에서 11.12.~14.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 합동위원회에서
향후 상호 합작투자 증진 등 경제 관계 긴밀화를 위해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음을 재무부에 알리고 동 협정안을 요청함.
외무부는 1986.5.6. 콜링바 중앙아 대통령이 1986.6.10.~13. 방한할 예정으로 동 방한의 의의를
제고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재무부에
의견 문의
791

조세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튀니지, 나이지리아 등과의 협약을 선례로 하여 기타
국가와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바, 일정 관계로 중앙아와의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담은
1987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2. 재무부는 1986.5.8. 아프리카 제국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어 원천지 과세를 주장하는 등

한·이라크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교섭,
1985-86

| 86-0721 |

생산연도

1985~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3 / 5 / 1~8(8p)

1. 재무부는 1985.8.9. 대한항공(주)으로부터 한·이라크 간 조세협약 체결 또는 국제운수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라크 측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체결 건의가 있음을 외무부에
알리고 필요 조치를 요청함.
대한항공(주)은 7.31. 이라크 정부가 1985.2월 대한항공 바그다드 지점에 대해 법인등록 및 취항
이래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와의 조세협약 체결을 재무부에
건의
792

2. 외무부는 1985.10.21. 이중과세방지협정 또는 국제운수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체결을 위한 1986년도
중 실무자회담 개최를 이라크 측에 제의하고 반응을 보고하도록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지시함.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6.6.26. 국제운수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간 실무회의
개최를 주재국 외무성에 공한으로 제의하고 재무성 등과 접촉, 개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당분간
동 협정 체결이 곤란하다는 요지의 공한(6.23.)을 접수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주재국의 경우 어느 국가와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사례가 없음을 고려, 국제운수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체결만을 제의

| 86-0722 |

한·캐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V.1 1984-85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3 / 6 / 1~158(160p)

1. 협정 추진 경위
1984.12.19. 관세청은 1984.5월 서울에서 개최된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 시 캐나다 재무성
관세담당 차관의 관세청장 면담에서 양국 세관 당국의 상호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984.11월 관세청 차장의 캐나다 방문 시 양측은 동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외무부 등 관계 부처에 알리고 협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

외무부는 1985.3.30. 동 협정은 관세범 예방, 조사 등 관세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초안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정부기관 간의 약정이 아닌 정부 간 협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동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는 일반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외무부에서
주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동 협정 한국 측 안을 외무부에서
최종 검토 후 캐나다 측에 공식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2. 협정 교섭 경과
외무부는 1985.5.22. 내부 결재를 통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다음 요지의 초안을
캐나다 측에 제시, 동 협정 체결 교섭을 공식 개시할 것을 건의함.

- 동 초안은 캐나다·미국 간 협정안을 기초로 작성
- 전문과 17조에 걸쳐 양국 세관 간 자료 지원,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밀수 및 외화 밀반출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규정
외무부는 1985.6.1. 상기 초안을 캐나다 측에 제시하고 반응을 보고토록 주캐나다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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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밀수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이며 협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동 협조에 응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정책 등 국익에 위배되면 협조를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협조 가능

| 86-0723 |

한·캐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V.2 1986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3 / 7 / 1~294(294p)

1. 협정 체결 절차
외무부 조약과는 1986.5.20.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대해 동 협정안 영문본 중 협정명 수정, 표현
정리, 철자 정정, 기호 정리 등 10여 개의 수정 제의

- 캐나다 측은 한국 측 제의 내용은 타당하며 수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최종적인 회답은 본부
보고 후 알려 주겠다고 하고, 캐나다 수상 방한 시 동 협정 서명 예정이었으나 타 협정들의 서명을 위
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동 협정은 서명되지 못하였다고 언급
794

외무부는 6.9. 동 협정의 정식 명칭은 외무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 관계관 간에 다음과 같이
하기로 협의되었음을 관세청에 통보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for
Mutual Assistance concerning Customs Cooperation(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1986.6.19. 국무회의 심의, 의결
1986.6.25. 협정 서명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1986.7.1. 외무부장관과 주한 캐나다대사 간 협정 서명
1986.7.3. 외무부는 동 협정 공포를 총무처에 요청

2. 협정 내용
관세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을 위하여 상호 지원
관세 법규의 운영 및 집행에 관련된 정보를 상호 제공(제2조)

타방
당사국에 대한 지원의 제공이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 정책 또는 기타 중요한 국가 이익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공 의무 면제(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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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1986.11.9 발효
(조약 903호), V.1 1979-82
생산연도

1979~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6-53 / 8 / 1~258(258p)

1. 주필리핀대사관은 1979.3.14. 필리핀 국세청이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의사
타진해 왔으며, 주재국에는 토목건설, 합작투자, 플랜트 수출 등으로 한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고
무역, 통상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동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함.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 및 내부 검토 후 1979.8.1. 한국 측 협약 초안을 필리핀 측에 제시하고
교섭을 개시할 것을 결정

2. 한·필리핀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차 실무자회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

- (한국 측) 하동선 재무부 세정차관보(수석대표), 서영택 재무부 세제국장,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필리핀 측) De Roda 재무차관(수석대표), Villa 국세청 차장 등
회의 결과

- (합의 사항) 동 협정 인적 적용 범위는 일방국 또는 쌍방국의 거주자에게 적용, 거주자는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기준으로 개인의 주소를 정의 등
- (미합의 사항) 법인의 정의, 사업소득 중 P.E의 귀속소득, 배분법의 적용 등

3. 한·필리핀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실무자회의 개최 관련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음.
개최 기간 및 장소: 1982.2.10.~16. 필리핀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서영택 국세심판소장(수석대표), 재무부 및 주필리핀대사관 관계관
- (필리핀 측) De Roda 재무차관(수석대표), Villa 국세청 차장 및 국세청 관계관
양측의 기본 입장 및 회의 결과

- 필리핀은 국내세법 및 조세협약에서 강력한 원천지국 과세원칙(Source Principle)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필리핀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에서 예외가 없는 부분은 수락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필리핀이 체결한 조세협약 중에서 한국에 유리한 수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데 역점을 둔
결과, 한국의 기본 입장을 충분히 반영
- 동 협약은 대상조세, 법인의 국적지국, 법인의 거주지국 결정, 고정사업장의 범위, 사업소득 범위,
국제운수소득세율, 배당소득세율, 이자소득세율 등에 관해 규정

4. 외무부는 1982.9.23. 가서명된 동 협약안의 일부 오류 정정을 주재국 측에 제의토록 주필리핀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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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기간 및 장소: 1980.12.1.~4. 서울
양측 대표단

| 86-0725 |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1986.11.9 발효
(조약 903호), V.2 1983
생산연도

1979~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6-53 / 9 / 1~277(278p)

1. 협정안 타결
주필리핀대사관은 1983.3.2. 필리핀 정부가 한국 측이 제안한 수정안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공한
(2.22.)을 송부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외무부는 1983.6.15. 동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문의

- 법제처는 7.6. 동 협약안은 세율의 한정 및 조세의 면제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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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 체결 준비
외무부는 1983.8.27. 동 협약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총무처에 요청
1983.9.8. 국무회의 심의, 의결
1983.10.5. 협약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외무부장관 또는 주필리핀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약 서명
- 동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비준서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포
외무부는 1983.11.8. 협약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서울에서
외무부장관과 주한 필리핀대사 간에 협약 서명을 희망함을 필리핀 측에 통보

- 필리핀 정부는 11.25. 한국 제의에 이의 없으며 구체 일정은 외무부와 주한 필리핀대사관 간 결정함이
좋겠다고 통보

3. 협정 주요 내용
지점, 사무소, 공장, 천연자원의 취재 장소 등의 고정 사업장에 대해 과세

- 귀속주의 원칙 적용
해운 및 항공운수 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함을 원칙

- 원천지국에서도 일정 제한 세율 하에 과세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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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1986.11.9 발효
(조약 903호), V.3 1984-86
생산연도

1979~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6-53 / 10 / 1~168(169p)

1. 협정 서명
1984.2.21.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Nicanor T. Jimenez 주한 필리핀대사 간 협약 서명
1984.5.23. 비준동의안의 임시국회 제출에 관한 대통령 재가

- 국회는 7.10. 원안대로 동의
외무부는 1984.7.13. 비준서 교환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비준서를
교환함을 필리핀 측에 통보

Castro
필리핀 외무장관대리는 1985.4.1. 주필리핀대사에게 동 비준서 교환 관련 Marcos 대통령에게

2. 협정 비준
전두환 대통령은 1986.5.17.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기간 중(1986.5.19.~21.) 필리핀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와 교환하기 위해 외무부가 건의한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 재가

- 주필리핀대사관은 5.20. 동 비준서 교환을 위한 Aquino 대통령의 재가(5.19.)가 났으나 제반 준비 관계상
특사 방문 기간 중 비준서 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주필리핀대사관은 9.17. 주재국 외무성 Severino 아주차관보가 Laurel 부통령 겸 외상의 방한 시
동 협약 비준서 교환을 제의해 왔음을 보고
1986.10.10.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Salvador Laurel 부통령 겸 외무장관 간 동 협약
비준서 교환
외무부는 1986.10.11.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동 협약 제28조 규정에 따라 11.9.부터 동 협약이
발효하게 됨을 재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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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하여 조속 비준되도록 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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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1986.6.20 발효
(조약 제881호), V.1 1978-79
생산연도

1978~1986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3 / 11 / 1~260(265p)

1. 주스리랑카대사관은 1978.6.25. 주재국 외무성이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희망, 주재국 측
초안을 보내오면서 한국 정부 대표를 주재국에 파견, 협의를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 및 내부 검토 후 1979.4.27. 한국 측 초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개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동 협정 체결이 한국 기업의 스리랑카 진출에 따르는 조세상의 혜택 향유 등 양국 간의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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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에 유익하다고 사료되어 스리랑카 측 초안에 대한 대안 제시
한국 측 대안의 주요 내용

-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일반적 문안을 따름.
- 대상 조세(한국의 조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소재지국에서 과세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귀속주의 원칙 채택
-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과세: 기업소재지주의에 의거 상호 면세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수령자 거주지국에서의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지급지국에서 과세할 경우 일정
한 한도액을 규정

3. 주스리랑카대사관은 1979.6.2. 주재국 외무성이 8.28.~9.1. 콜롬보에서 동 협정 교섭 회담을 개최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동의한다고 알려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6.28. 재무부는 여타국과의 교섭회의 관계로 동 협정 체결 교섭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의
시기를 1979.10.15.~19.로 연기하고 회의 장소를 서울로 변경할 것을 희망함을 주스리랑카대사관에
통보

주스리랑카대사관은
10.4. 주재국 외무성은 급박한 업무 형편으로 10월 중 대표단을 파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명년 2월 또는 3월 중 한국 측의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함을 보고

외무부는
10.30. 동 회담 개최 일자 및 장소는 재무부의 1980년도 총체적인 협약 교섭 일정이 11월 중
확정되는 대로 통보 예정임을 주스리랑카대사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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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1986.6.20 발효
(조약 제881호), V.2 1980-82
생산연도

1978~1986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3 / 12 / 1~191(191p)

1. 한·스리랑카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담 관련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0.6.2.~6. 서울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수석대표), 정덕구 재무부 국제조세담당관,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스리랑카 측) Molagoda 내국세청장, Easparathasan 재무부 조세정책관
회의결과

2.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담 관련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2.8.18.~24. 콜롬보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이진설 재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양승만 재무부 국제조세과장,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스리랑카 측) Felix 국세청장, Chelvadorai 재무장관 고문
양측은 1982.8.24. 동 협약안에 가서명
주요 합의 내용 요지

- (대상 조세) 한국 측은 소득세,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스리랑카 측은 소득세
- (고정사업장의 범위 축소) 한국이 향후 법인세율을 30% 이하로 인하하는 경우 건설, 설비, 조립공사,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기업의 서비스 제공 등은 12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
- (사업소득 과세범위 축소) 한국 기업이 스리랑카에 있는 지사를 통하지 않고 스리랑카에 상품 등을 직접
판매할 경우에 발생되는 사업소득은 스리랑카에서 면제(귀속주의 채택) 등

3. 외무부는 1982.11.30. 동 협약안의 일부 오류를 주재국 측에 정정 제의토록 주스리랑카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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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사항) 인적 적용 범위, 대상 조세, 용어, 거주자,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임원 보수, 연금, 정부 직원,
기타 소득, 상호 협의, 정보 교환 등
- (미합의 사항)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 회사, 배당, 이자, 근로소득, 이중과세
방지방법 무차별 대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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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1986.6.20 발효
(조약 제881호), V.3 1983
생산연도

1978~1986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4 / 1 / 1~271(271p)

1. 협정 체결 준비
주스리랑카대사관은 1983.1.28. 주재국 각의가 협약안을 승인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동 대사관은 3.3. 주재국 측은 한국 측이 제안한 정정안을 모두 수락했음을 보고
외무부는 1983.7.13. 외무부장관의 주재국 방문 시 협약 서명을 검토 중임을 주스리랑카대사관에
통보

800

- Hameed 스리랑카 외상은 8.17. 1983년 가을 콜롬보에서의 서명에 찬성한다고 주스리랑카대사에게
언급
외무부는 1983.8.17. 동 협약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총무처에 요청

- 9.1. 국무회의 심의, 의결
외무부는 1983.9.6. 외무부장관이 10.14. 양국 확대 정상회담 후 동 협약을 서명하는 방안을
주재국과 교섭토록 주스리랑카대사관에 지시

- 주스리랑카대사관은 9.21. 주재국은 재무상이 서명하며 서명 시기는 10.14. 확대 정상회담 직후로
예정하고 있다고 함을 보고
1983.9.15. 협약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2. 협정 주요 내용
고정사업장의 유무는 과세의 기준이 되며 경영 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천연자원의 채취 장소 등
기업의 사업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서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및 설비공사 포함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되 귀속주의 원칙에
따름.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적국에서만 과세하되 선박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원천
지국에서 동국 국내법상 세율의 50% 이내에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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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1986.6.20 발효
(조약 제881호), V.4 1984-86
생산연도

1978~1986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4 / 2 / 1~310(310p)

1. 협정 서명
1984.5.9. 협약의 한국 측 서명자를 이원경 외무부장관으로 재임명하는 데 대한 대통령 재가
5.28.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스리랑카 대통령을 수행하여 방한한 W.M.P.B. Menikdiwela
대통령 비서실장 간 동 협약 서명

2. 협정 비준
주스리랑카대사관은 1985.6.5. 주재국 외무성이 6.4. 주재국 국회가 동 협약을 인준하였다고 통보해

통보

외무부는
1986.4.24. 외무부장관의 스리랑카 방문 시 비준서를 교환코자 하며 비준서 작성은
외무부장관 명의로 하되 비준서 교환자는 주스리랑카대사 또는 외무부장관 수행 실무국장급으로
하는 데 대한 주재국 측 입장을 보고토록 주스리랑카대사관에 지시

- 주스리랑카대사관은 5.16. 비준서 서명자는 주재국 측도 외상이 할 것이며 비준서 교환자는 재무차관
또는 내국세청장 중 결정될 것이라고 함을 보고
- 외무부는 5.17. 동 협약 한국 측 비준서 교환자로 주스리랑카대사를 지정
1986.6.20. 콜롬보에서 양측 간 비준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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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음을 보고
국회는 1986.4.10. 동 협약 비준 동의안(1985.9.30. 제출)을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동의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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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1986.3.27 발효
(조약 제876호), V.1 교섭철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4 / 3 / 1~240(240p)

1. 재무부는 1983.1.14. 터키 대통령 방한 중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양국 합동위원회에서 한·터키
이중과세협약 체결을 추친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담을
1983.4~5월 중 앙카라 또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주터키대사관은 4.5. 주재국 외무성이 그간 재무성 당국과 협의한 결과 동 실무자회담을
5.30.~6.4. 앙카라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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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협약 체결 추진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3.5.30.~6.3. 터키 앙카라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백원구 재무부 세제국장(수석대표), 최명곤 재무부 국제조세과장,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터키 측) Aykon Dogan 재무성 세입국장(수석대표), 재무성 및 외무성 관계관
회담 결과

- 터키는 OECD 회원국임에도 향후 한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터키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터키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과세하려는 강력한 원천지국 과세원칙(Source Principle)을
주장하였으나 터키 측의 동 협약 조속 체결 희망 등에 따라 쟁점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 안에 따라 타결
- (합의 사항) 인적 범위, 대상 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장소,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과세
원칙(귀속주의 채택), 국제운수 소득, 연금, 이사의 보수 등
- (미합의 사항) 재화나 상품의 인도만을 위한 장소(예: 창고)의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본·지점 간에
발생된 이자·사용료 등 손금 용인 문제, 기타 소득, 이중과세방지 방법 등

3. 제2차 실무자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의 기간 및 장소: 1983.9.26.~30. 서울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백원구 재무부 세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터키 측) Aykon Dogan 재무성 세입국장, 재무성 및 주한 터키대사관 관계관
양측은 9.30. 협약안에 가서명
주요 합의 사항

- 재화나 상품의 인도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 관리비 및 판매비도 손금으로 고려하되 본·지점 간 지급비용은 손금 부인됨을 구체적으로 규정,
배당 제한세율(법인간 배당 15%, 기타 배당 20%), 이자 제한세율(장기차관이자 10%, 기타 이자 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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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1986.3.27 발효
(조약 제876호), V.2 체결철
생산연도

1983~1986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6-54 / 4 / 1~320(320p)

1. 협정 체결 절차
Tunabas 주한 터키대사는 1983.12.1. 신정섭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시 12월 터키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공동위원회 계기 동 협약안 서명을 제의
외무부는 1983.12.5. 동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문의

- 법제처는 12.13. 동 협약안은 세율의 한정 및 조세의 면제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생각됨을 외무부에 통보

- 노재원 외무부차관이 정부를 대표해 동 협약 서명
- 동 협약 제27조에 따라 발효되는 때(비준서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포
제3차 한·터키 공동위원회 계기 1983.12.24. 터키 앙카라에서 노재원 외무부차관과 Ercument
Yavgalp 외무차관 간에 동 협약 서명

2. 협정 비준 및 발효
국회는 1984.7.10. 비준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주터키대사관은 1985.7.16. 주재국 외무성이 동 협약이 의회 비준을 얻어 발효를 위한 관계법이
관보에 게재(6.25.)되었으며, 형식적 절차인 각료회의 의결 후 서울에서의 비준서 교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
1986.2.10. 비준서 교환에 관한 대통령 재가
1986.2.25. 서울에서 한·터키 공동위원회 계기 이상옥 외무부차관과 Ekrem Pakdemirli 수상실
대외무역차관 간에 동 협약 비준서 교환

1986.3.27.
협약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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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2.16. 국무회의 심의 의결
1983.12.24. 협약의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한·캐나다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교섭, 1972-86.
전2권, V.1 19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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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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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 체결 추진 경위
1972.1.29.~31. 방한한 Pepin 캐나다 상공장관은 이낙선 상공부장관에게 양국 간 투자보험협정 체결 제의
주캐나다대사관은 1972.2.15. 동 협정(Foreign Investment Insurance Agreement) 캐나다 측 모델안을 외무부에 보고

2. 협정 체결 교섭
외무부 방교국은 1972.8.4. 캐나다 측 협정안이 후진국을 상대로 캐나다 국민의 투자재산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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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 듯하나 한국에서 이미 외국인의 투자촉진, 보호 등을 위한 법률상의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 고려 시 협정 체결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대캐나다 투자유치를
위해 대등한 입장에서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외무부는 11.16. 캐나다 측이 제시한 협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작성한 투자보장협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 부처에 문의
외무부는 12.19. 한국 측 작성 대안(투자보장협정)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하고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 캐나다 측 협정안은 후진국을 상대로 캐나다의 투자보험법을 적용, 캐나다의 투자자만을 보호하려는
일방적인 협정의 패턴이므로 한·독 투자보장협정(1964.2.4.) 등과 같이 조약 형식의 쌍무 규정으로
투자보장과 증진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
주캐나다대사관은 1973.5.24. 주재국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관할권이 분리되어 상호주의적
투자보장협정을 연방 정부가 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재국 정부는
어떤 국가와도 상호주의적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보고
상공부장관의 1973.11.5.~6. 캐나다 방문 시 캐나다 측은 타협안으로 우선 캐나다 초안대로 협정을
체결하고 reciprocity type은 캐나다 국내법을 조정하여 계속 검토하는 방향 제의

- 외무부는 12.12. 여사한 편무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좋지 못한 본보기가
되므로 한국 측 안을 캐나다 측 사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쌍무적인
내용의 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상공부에 통보
외무부는 1974.1.24. 타협안으로 다음 요지의 정부 입장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

- 당초 한국 측 안대로 쌍무적인 형식을 취하되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캐나다의 연방법 및(또는) 주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
으로 조정
주캐나다대사관은 1974.2.14. 주재국 측이 한국 측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실제 타협안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임을 보고

한·캐나다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교섭, 1972-86.
전2권, V.2 1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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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는 1982.2.26. 내부 결재를 통해 트뤼도 캐나다 수상 방한 시(1981.9.27.~29.) 개최되었던 총리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증진 방안의 하나로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논의된 것과 관련, 재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요지의 동 협정안 초안을 마련함.
동 초안은 1976.3월 영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을 기초로 작성
전문(협정 체결 목적 기술) 및 11조로 구성

2. 주캐나다대사관은 1982.5.13. 주재국 외무성이 연방 정부는 헌법상 주정부와의 권한 구분에 따라
한국 측이 제시한 내용과 같은 협정 체결은 곤란하며 종전 캐나다 측 제시안(투자보험협정)에 대한
한국 측의 재고려를 희망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86.3.21. 주한 캐나다대사관 측은 1986년 가을 캐나다 수상 방한 시 투자보장협정 서명을
희망해 왔으며 캐나다 측이 1985.6월 제시한 초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부내 의견을 종합 검토 중이나,
동 초안은 투자 유치국 정부가 승인하고 보험에 부보된 투자에 대하여 양국 투자보험기관의 대위권
행사 상호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에 부보되지 아니한 투자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의
누락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협정과 크게 상이함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외무부는 3.26.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재확인 결과, 캐나다 수상 방한 시 체결을 희망하는 협정은
투자보장협정이 아니고 세관협력협정으로 판명되었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

4.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6.4.17. 내부 협조 문서를 통해 한국으로서는 우선 한·캐나다 양국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필요시 양국 정부 간 별도의 약정
체결로 캐나다 측이 제의한 투자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경제국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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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및 기술 투자의 장려,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전쟁 등에 의한 손실 보상, 수용의 금지, 수익금과
투자 회수 시 송금 보장, 대위변제권의 인정 등
-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발효, 협정 기간은 최초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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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
1986.10.10 서울에서 각서 교환: 발효(외무부
고시 122호)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2016-54 / 7 / 1~299(299p)

1. 한·독일 투자진흥사업(제4단계, 1985.2.1.~1988.1.31.) 약정 체결 관련 1986.9.23. 외무부 경제국 작성
내부 건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양국 정부는 1976.6월 경제실무회담에서 기술협력협정(1966.9월 서명)에 근거한 기술협력사업으로
투자진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 (1978.1월부터 기간 별로 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 체결)

한·독
투자진흥사업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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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1978.5월~1980.4월, 상주 독일 전문가 2명 전경련 파견), 2단계(1980.5월~1982.8월, 전경련 1명,
중소기업중앙회 1명 파견), 3단계(1982.9월~1985.1월, 전경련 및 중앙회 각 1명 파견)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6.9.9. 공한을 통해 제4단계 사업 약정을 위한 교환각서(안) 제시
양측은 약정 전문 및 제7조에서 파견 전문가의 특혜대우를 규정한 1966년 한·독 기술협력협정의
언급 포함 여부에 관해 이견을 보여 왔으며 독일은 동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동 협정 언급을 강력 요청
독일 측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 한·독 기술협력협정에 의거 각각의 개별 사업은 약정 체결 필요
- 투자진흥사업 약정이 동 협정에 따른 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양국 간 정기 경제실무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간주 가능
- 장기 체류 전문가들의 독일로부터 받는 보수 등에 대한 면세, 독일 측의 무상제공 기자재 관세 면제 등의
근거 확보를 위해 개별사업 약정 체결 시 동 협정 언급 필요
독일 측의 입장과 한국 관련 부처의 긍정적 검토의견을 감안, 한국의 과학·기술협력 중점대상국인
독일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독일 측의 교환각서(안) 수락 건의

2. 동 약정 체결 관련 1986.10.7.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의 내부 건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상기 제4단계 약정 주요 내용

- 독일 산업전문가 1명이 3년간 한국에 파견되어 합작투자, 기술도입 문제에 자문 제공
- 총 12명/월의 단기 전문가 지원
- 한국 측은 동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및 경비 제공
- 한국 측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독일 측 수행기관은 기술협력청(GTZ)
건의

- 독일 측 각서에 대해 동 제안을 수락하는 회답각서 송부
-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동 약정을 외무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

3. 외무부는 1986.10.13.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Kleiner 주한 독일대사 간에 10.10. 각서 교환으로 동 일자로
약정이 발효하게 되었음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함.
동 약정은 1986.10.15.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122호)

한·영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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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번호

2016-54 / 8 / 1~85(87p)

1. 외무부는 1983.7.22. 주한 영국대사관이 6.29. 외교 공한으로 한·영 투자보장협정(1976.3.4. 서명
및 발효) 제11조(협정 적용 지역의 확대)에 따라 영국이 대외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도서지역인
Bailiwicks of Jersey and Guernsey(영국 동남부 해역 소재) 및 the Isle of Man(프랑스 서북부 해역 소재)을
동 협정의 적용 대상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한 것과 관련, 동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함.
주영국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주재국 정부가 동 지역의 국방, 국제 관계에서 자치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는 협정상으로, 싱가포르, 요르단과는 각서교환 형식으로
동 지역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체결한 통상항해조약 제1차 의정서(1962.11월)에도 동

2. 상기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동 협정 개정은 1983.8.23. John N. T. Spreckley 주한 영국대사 명의의
제안각서에 대한 9.22. 이범석 외무부장관 명의의 회답각서 송부로 동 일자로 발효되고 외무부고시
제90호로 관보에 게재됨.
3. 외무부는 1986.1.16. 주한 영국대사관이 1985.11.15. 외교 공한으로 동 협정 제11조에 따라 영국이
대외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카리브해 소재 Turks and Caicos Islands를 동 협정 적용 대상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 동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함.
동 적용지역 확대에 합의할 경우, 영국의 대한국 투자 증대 및 한국의 대카리브해 투자진출
측면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상기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동 협정 개정은 1986.2.5. John N. T. Spreckley 주한 영국대사 명의의
제안각서에 대한 1986.2.8.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의 회답각서 송부로 동 일자로 발효되고 외무부
고시 제116호로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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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확대를 명시
한국이 1969.12.18. 영국과 각서 교환으로 체결한 사증상호면제협정상에도 동 지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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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6.11.14 Taipei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06호),
V.1 1974-84
생산연도

1974~1986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54 / 9 / 1~387(389p)

1. 1974년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 항공협정 개정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교통부는 1974.9.10. 한국 민항기의 싱가포르까지의 노선권 확보를 위한 동 협정 개정 회담 개최를
위한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

- 주대만대사관은 1976.4.17. 대만 외교부가 4.16. 현재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현존 협정의
검토를 위한 회의 개최에는 동의한다고 회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한·대만 항공회담 개최 결과
808

- 1차 회담(1976.7.29.~31. 타이베이), 2차 회담(1976.10.18.~21. 서울)
- (한국 측 대표) 김완수 교통부 차관(수석대표), 교통부 및 외무부 관계관, 대한항공 관계관(자문)
- (대만 측 대표) Mao Ying 체신부 민항국장(수석대표), 체신부 관계관, CAL 관계관(자문)
- 두 차례의 회담 결과, 대만 측은 현행 협정상 한국 측 노선 중 사이공을 삭제하는 대신 싱가포르를
포함시키는 대가로 한국 내의 이원지점으로서 미국 내의 3개 지점을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현행
잠정협정을 정식 협정으로 대체하면서까지 동 요구를 수락 곤란함을 주장

2. 외무부는 1983.7.20. 및 5.3. 주한 대만대사관이 외교 공한으로 제의한 항공회담 개최를 수락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항공사 간 협의 경과를 보아 추후 결정토록 대책을 수립함.
외무부는 7.19. 외교 공한으로 대만 측 제의를 수락함을 주한 대만대사관에 통보

3. 1984.6.19. 외무부 통상정책과 작성 한·대만 항공문제 관련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협정 체결 현황

- 1952.3.1. 잠정 항공협정 체결
- 1970.11.24. 제4차 개정
- 1974년 항공회담에서 양측 간 미합의 (한국 측: 동남아, 중동지역 이원권 추가 요구, 대만 측: 미국을
이원점으로 요구)
경위 및 교섭

- CAL은 1983.5.23. KAL 앞 서한을 통해 상무협정에 의한 8개 노선 폐기 통고
- 대만 언론은 양국 항공 불균형 시정 요구를 보도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언론은 대만 측 반응이 중국
(구 중공) 납치범 사건(5.5. 발생)에 대한 보복인 듯하다고 보도
- 대만 정부 당국은 납치범 사건과 무관하며 양국 항공 불균형 시정 희망
- 원칙상 항공사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 간 회담을 개최하나 수 차례 양 항공사 간 협의에도 불구, 합의
에 미도달

4. 외무부는 1984.7.6. KAL 및 CAL 양 항공사는 84.6.30. 만료 예정인 상무협정을 현안 문제가 타결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함을 주대만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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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년 한·대만(구 자유중국) 항공회담 결과 등 관련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담 기간 및 장소: 1986.4.8.~11. 서울

- 당초 4.8.~10.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장, 4.11.까지 개최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김철용 교통부 항공국장(수석대표), 교통부 및 외무부 관계관 등
- (대만 측) Ching-Yee Wang 교통부 참사(수석대표), 교통부 및 외교부 관계관 등
1986.4.12. 양측 수석대표는 다음 요지의 협정문에 가서명

동 회담에서 특히 쟁점이 되었던 항공 기종 문제에서는 서울·타이베이 간을 제외한 홍콩, 방콕으로의
이원 노선에는 기종을 제한하지 않기로 합의 (단, 당사국을 목적지로 하거나 출발지로 하는 여객
수송은 A-300 수준으로 제한)

2. 동 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서명 및 발효 절차는 다음과
같음.
외무부는 1986.8.12. 동 협정문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문의
법제처는 9.9. 동 협정안은 1952년에 체결된 잠정항공협정을 대체하여 양국 간 민간항공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아니하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9.29.
제40회 국무회의는 동 협정을 심의 의결
전두환 대통령은 11.4. 동 협정 체결 및 공포를 위한 외무부의 다음 요지 건의 재가

- 김상태 주대만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1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서명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1986.11.14. 타이베이에서 주대만대사와 Fu-Sung Chu 대만 외교부장 간에 동 협정 서명

- 동 일자로 발효
동 협정은 1986.11.20.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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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및 본문 18개조로 구성
- 항공 노선(부속서)은 한국 측은 서울·부산/중간 제지점/타이베이·가오슝/홍콩/방콕/동남아 1개
지점, 대만 측은 타이베이·가오슝/중간 1개 지점/서울·부산/로스앤젤레스

한·중앙아프리카 간의 항공협정 체결교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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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과

MF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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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은 1986.5.30. 주재국 외무성이 콜링바 대통령의 방한을 기하여 항공협정 등 3개
협정 체결을 희망, 동 협정 초안을 보내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항공협정 관련 다음 요지의 의견을
건의함.
현재로서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경영부실로 고전하고 있는 Air
Afrique의 독점 항로가 종료되는 경우 KAL의 중앙아 취항 가능성 또는 가봉, 나이지리아 취항 시
중간 기착 가능성 등에 대비, 금번 기회에 협정을 체결해 두는 것이 유리
810

2. 외무부는 1986.6.17. 중앙아프리카와의 항공협정 체결에 대한 교통부의 의견을 문의함.
3. 교통부는 1986.10.8. 한·중앙아 양국 간의 항공수요 절대 부족(연간 양국인 출입자 20명 미만)으로
동 협정 체결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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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1986.1.29 발효(조약 875호),
V.1 교섭철, 1982-85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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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과

조약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6-55 / 3 / 1~275(276p)

1. 한·이라크 간 항공협정 체결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교통부는 1982.1.28. KAL 및 Iraqi Airways 간 1.21.~23. 서울에서 개최된 상무협의에서 양 항공사가
정부승인 조건으로 서울-바그다드 간의 주 2회 취항을 합의한 것과 관련, 항공수요 급증에 대비,
항공협정 체결 이전에 동 합의사항을 승인하는 데 대한 외무부의 의견 문의

- 외무부는 2.4. 이견 없음을 교통부에 통보하고 항공협정 체결 교섭에 대한 의견 문의
- 교통부는 5.10. 양 항공사 간 상무협정 체결로 5.8.부터 서울-바그다드 노선에 KAL이 주 1회 운항을
개시하였으나 정부 간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입장을 파악, 보고토록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지시

-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3.3.2. 주재국 외무성이 2.19. 동 협정 체결 교섭을 연기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으며 국영 민항공사에 확인한 바로는 이라크 측은 양국 간 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실무진의 업무 폭주 등 제반 사정으로 3~4개월 연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함을 보고

2. 양국은 항공 회담 개최 일자 및 장소 등에 관해 수 차례 협의한 결과, 1985.2.18.~20. 바그다드에서 항공
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개최키로 했으며, 동 회담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담 대표단

- (한국 측) 박련 외무부 경제국장(수석대표), 교통부 및 외무부 관계관, KAL 관계관(자문)
- (이라크 측) Kanaan Rahman Ziwar 민항청 차장(수석대표), 민항청 및 외무성 관계관, Iraqi Airways
관계관(자문)
양측 수석대표는 2.20. 다음 요지의 협정 본문, 노선구조에 관한 부속서에 가서명

- 협정 본문은 전문 및 18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주요 내용은 운수권 부여, 항공기 부품 등 면세, 지정항
공사에 대한 균등 기회 부여, 지사 설치 허가, 분쟁 해결 방법 등 규정
- 한국 측 노선은 한국 내 제지점/타이베이 포함 동남아 내 2지점, 콜롬보 포함 인도대륙 내 2지점, 아랍
걸프 내 2지점(총 6개 지점)/이원 1지점
- 운항 횟수는 기종 제한 없이 주 5회로 하되, 최초 단계에는 주 1회로, 그 이상은 양 항공사 간 합의 후 양
항공당국이 승인
의의

- 미수교국인 이라크와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협정으로 현재 상무협정으로 일방 운항하고 있는 KAL의
바그다드 취항을 정부 간 협정으로 제도화
- 중동 지점에 대한 교두보 및 중동이원 지점확보로 중동-유럽 연결노선 개설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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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982.12.7. 동 협정 한국 측 초안을 전달하고 양국간 항공회담 개최에 대한 주재국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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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1986.1.29 발효(조약 875호),
V.2 체결철, 1985-86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조약과/통상정책과

MF번호

2016-55 / 4 / 1~262(264p)

1. 협정 체결
외무부는 1985.3.30. 동 협정을 5월 말 또는 6월 초 정식 서명하는 데 대한 주재국 측 의견을 보고토록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지시

812

- 이라크 민항공사는 4.18.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이라크 측으로서는 6월 초 인도와의 회담이 있어 5월 말
정식 서명이 바람직하며 동 서명을 위해 방한할 이라크 측 대표단은 Ziwar 민항공사 부사장(수석대표)
등 3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외무부는 4.24. 서울에서 서명되는 대부분의 협정을 상대방이 각료급 또는 특명전권대사인 한 가급적
외무부장관이 서명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음을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통보
- 이라크 민항공사 측은 동 공사가 항공협정의 교섭 및 체결을 전담하는 대외 공식기구이며 과거 각국과의
항공협정이 통상 동 공사의 사장 또는 부사장 명의로 서명되었으며 금번의 경우에도 민항공사 부사장이
사담 대통령의 전권위임을 받아 행하는 것임을 강조
1985.4.25. 국무회의 심의 의결
1985.5.29. 협정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1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1985.5.29. 서울에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와 Kanaan A. R. Ziwar 이라크 국가민항기구 부사장
간에 동 협정 서명

2. 협정 비준 및 발효
외무부는 1985.5.29. 동 협정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양국 간 헌법 절차에 의한 승인을 알리는
외교공한의 교환 일자에 발효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은 이미 국내 절차를 완료한 단계임을 주바그다드
총영사관에 통보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6.1.29. 주재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주재국 외무성 공한을
1.27. 접수하고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동 대사관 명의의 공한을 작성, 1.29. 주재국
외무성에 전달하고 동 협정이 1986.1.29. 발효함을 상호 확인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협정은 1986.2.4.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동

한·중화민국 간의 해운협정, 1983.9.19 Taipei에서
서명: 1984.1.16 발효(조약 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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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3~1985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6-55 / 5 / 1~290(291p)

1. 협정 체결 경위
한·대만(구 자유중국) 해운회담 개최 배경 및 경과

- 1971년 이래 주로 대만 측에 의해 균등적취 및 웨이브 문제 등 제기
- 1980.3월 대만 측의 해운회담 개최 제의 및 1982.3월 제1차 해운회담 개최
제1차 해운회담 결과(1982.3.29.~30. 서울)

- 한국 측 초안을 기초로 조항별 토의를 거쳐 전문 및 9조의 협정 본문 안에 합의
- 비동맹선사(outsider) 규제문제 등 미합의

   
   

- 양측 대표단
·(한국 측) 최훈 해운항만청 해운국장(수석대표), 외무부, 해운항만청 관계관 등
·(대만 측) Tung Chi-Fu 교통부 항정국 부국장(수석대표), 외교부, 교통부 관계관 등
- 양측 수석대표는 4.2. 당사국 간의 정기선 교역에 있어서는 체약당사국의 국적선이 동률로 화물 적취,
일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 간의 정기선 교역에 있어서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적선이 화물 총량의 20%
범위 내에서 화물 적취, 정부 및 민간대표 참여 해운 공동위원회 설치 등 1차회담 시 미합의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협정 본문 및 양해각서 가서명

2. 협정 체결 절차
외무부는 1983.5.3. 동 협정문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문의
1983.8.11. 제32회 국무회의는 동 협정을 심의 의결
1983.8.24. 협정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김종곤 주대만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9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 시)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1983.9.19. 타이베이에서 김종곤 대사와 리엔 찬 대만 교통부장 간에 동 협정 서명
주대만대사관은 1984.1.16. 한국 측의 국내절차 완료를 주재국 측에 통보하고 주재국 측으로부터도
국내절차 완료를 통고하는 동 일자 공한을 접수함으로써 동 협정은 1984.1.16. 발효
동 협정은 1984.1.24.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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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대만 해운회담 결과(1983.3.31.~4.2. 타이베이)

한·프랑스 간의 해운협정 체결교섭, 19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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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78~1986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2016-55 / 6 / 1~328(328p)

1. 프랑스를 방문한 강창성 해운항만청장은 1978.4.26. Chapon 프랑스 해사청장 면담 시 양국 간 해운협정
체결을 제의, 프랑스 측이 이를 수락하고 해운협력에 관해 합의의사록 서명
외무부는 1979.6.13. 해운협정 한국 측 초안을 프랑스 측에 제시
프랑스 측은 9.27. 한국 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2. 제1차 한·프랑스 해운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814

회의 기간 및 장소: 1979.10.4.~5. 파리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권동만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수석대표), 외무부 및 해운항만청 관계관
- 프랑스 측: Hassig 해사청장(수석대표), 외무성 및 해사청 관계관
회의 결과

- 한국 측은 국제해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적선의 안정적 적취보장 여건 보장을 위해 협정의
범위를 전통적 해운 분야에 한정하려고 노력, 프랑스 측은 해운 분야 이외의 항만, 조선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강화 계기 희망
- (합의 사항) 한국 측 초안 제1조 및 제2조를 제외한 여타 조항에 원칙적으로 합의
- (미합의 사항) 제3국 항로상의 대우 관련 프랑스 측은 내국민대우, 한국 측은 최혜국민대우 주장, 체약국
선박의 범위 관련 한국 측은 국적선에 한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프랑스 측은 제3국적 용선선박 포함 주장 등

3. 상기 제1차 회담 후 양측은 미합의 사항에 대해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수 차례 협의했으며, 외무부는
1980.11.18. 제3국 항로상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민대우는 현실적인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및 네덜란드 등 구주 제국의 주장(내국민대우)을 수락하기로
결정함.
4. 외무부는 1986.9.24. 해운항만청에 의하면 한태열 항만청차장의 1986.5월 프랑스 방문 시 프랑스
해사성 장관과 1977년 이래 현안사항인 해운협정 타결 방안을 협의했으며 프랑스 측은 한국 측의
제2차 해운회담 개최 제의에 적극 동의하고 그간의 동 협정 추진 경위와 미합의 사항에 대한 한국 측
기본입장을 서면으로 제시할 경우 검토 의견을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고 함을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
하고, 관련 자료 전달 및 주재국 측 입장을 파악토록 지시함.
주프랑스대사관은 10.14. 주재국 해사성 Holleville 국제업무과장이 10.13. 한국 측 자료 검토 후
해운회담 개최 시기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 주겠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한·자이르 간의 해운협정 체결 교섭, 1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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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1980~1986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16-55 / 7 / 1~260(262p)

1.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간의 해운협정 체결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 Bomina 아주국장은 1980.6.10.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대리 면담 시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해운협정 등 3개 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동 협정 초안 제시
외무부는 해운항만청 등 관련부처 협의 후 1980.8.22. 해운협정 콩고민주공화국 측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안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통보

- 당사국 항로에는 내국민대우, 제3국 항로인 경우 최혜국대우 등

정의, 내국민대우, 영사, 과세 문제 등 일부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함을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에 통보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1982.5.19. 주재국 대통령의 방한 중 가능한 한 동 협정 서명을 추진하자는
주재국 측 제안 관련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과의 협의 결과, 외무성 담당차관의 벨기에 출장 등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고

-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6.3. 상기 한국 측 수정안을 수용한 콩고민주공화국 측 최종안을 보고
- 외무부는 6.18. 타자 누락 등 일부 수정한 한국 측 최종안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통보
외무부는 1983.7.27. 모부투 주재국 대통령 방한시 공동성명에서도 동 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하였음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 체결될 수 있도록 주재국 측과 교섭토록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에 지시

-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 Kimasi 정무차관은 8.3., Kutendakana 신임 아주국장은 10.3.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 면담 시 진전사항을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각각 언급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 법률담당관은 1986.7.18. 전순규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면담 시 동 협정 한국 측
안에 이의가 없다면서 한국 외무부장관의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동 협정을 가서명할 것을 제의

2. 외무부는 1986.7.29. 법제처의 의견에 의하면 현 합의 문안은 제12조(선박 내부 문제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불행사), 제13조(해상운수 소득 및 이익에 대한 면세)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재국
측이 현 조항의 수정 내지 삭제 방안을 수락하는 경우 외무부장관의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동 협정
가서명이 가능함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통보함.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 Hamuri 법무국장은 7.28.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면담 시 콩고민주공화국
측으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동 협정 서명을 차기 혼성위 개최 시 추진함이 바람직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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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1981.6.1. 콩고민주공화국 측 최종안을 보고
외무부는 콩고민주공화국 측 안에 대해 해운항만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1981.10.29.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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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실무자 회의. 동경,
1986.6.3
생산연도

1986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6-55 / 8 / 1~163(164p)

1. 1986.6.9. 외무부 아주국 작성 한·일 간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 결과
보고서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의 일시 및 장소: 1986.6.3. 일본 외무성 회의실
참석자

816

- (한국 측) 김용규 외무부 동북아1과장(수석대표), 수산청, 해양경찰대, 외무부, 주일본대사관 관계관
등 8명
- (일본 측) 시부야 하루히코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수석대표), 해상보안청, 수산청, 경찰청, 우정성,
외무성 관계관 등 9명
회의 결과

- 양측은 본 협정을 조속히 체결토록 실무 작업을 진행시킨다는 데 의견 일치
- (수색 및 구조해역 문제) 양국 주변해역을 모두 포함한다는 데 일본 측이 동의함으로써 대상해역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일본 측이 일본해, 동해, 황해 및 북서태평양으로 대상해역을 열거하고
있어서 한국 측이 일본해 및 동해라는 표현 문제에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표기 문제를 계속 검토키로 함.
- (수색 및 구조 대상) 국적 불문하고 모든 승선자를 구조 대상으로 하자는 일본 측 제의에 대해 한국 측은
양국 간 협정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측
논리를 이해하면서도 SAR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당사국이라는
입장 때문에 협정 내 제3국인 구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 표명
- (긴급피난) 한국 측은 안보상황 등 특수사정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제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사정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피난 요건, 절차 등은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규제토록 하고 이러한 취지를 본 협정 조항과는 별도로 토의기록 등에 기록하는 방안을 제시
- 차기 실무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고 구체 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 등

2. 본 문서철에는 동 협정 양측 제시 문안, 동 실무자 회의록, 동 협정 체결 교섭 대표단 임명 관련 1986.5.27.
외무부 내부결재 문서, 참고 및 검토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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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생산연도
생 산 과
MF번호

(p)

1. 주뉴델리총영사는 1971.5.5. 제7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외국 축하사절단 초청계획을 통보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

- 사토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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